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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교직에 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교사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드러내고 이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네 명의 밀레니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

떠한가?

둘째, 연구에 참여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네 명

의 연구 참여자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들의 학교 안팎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제시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교직 입직 이

전, 교직 입직 이후, 미래 전망의 세 국면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각자가 처한 고유한 맥락과 상황을 반영하여 서술되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외부로부

터의 인정과 내적인 만족감으로부터 얻는 성취감을 추구하였다. 둘째,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학교 안팎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을 형성

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학교 안 맥락에서 이

들을 미성숙하게 보는 시선에 다양하게 대응했으며, 초등교육과정이 가

지는 포괄성을 활용하였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학교 밖 맥락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신과 공부나 연구를 함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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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를 찾았다. 셋째,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이러한 연

결이 학생의 성장까지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점을 역설하

며 이를 정당화하였다. 연결의 양상은 융합, 접목, 투영 세 가지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탐색한 세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밀레니

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지니는 의미가 논의되었다. 

우선,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성취감의 역할이 논

의되었다. 둘째,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환경이 밀

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교사가 맺는 관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밀

레니얼 교사들은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 짓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교사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밀레

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질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내 밀레니얼 교사

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추후 밀

레니얼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모색할 때 기초자료로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 연구에 세대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를 밀레

니얼 교사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를 사례로 삼았기에 밀레니얼 교사의 전반적

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점과 밀레니얼 교사 중 초등교

사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주요어 : 밀레니얼 초등교사, 교사 정체성, 밀레니얼 교사, 밀레니얼 세

대, 초등교사, 교사 세대

학  번 : 201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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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밀레

니얼 세대란 미국의 세대 학자 Howe & Struass가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

로, 밀레니얼 세대의 정확한 출생연도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밀

레니얼 세대는 그들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 아래,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김가영, 

2019; 류재성, 2018). 이들 세대는 성장하는 동안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

의 발달을 경험했기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불리기도 하며, 자기중심

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여 때로는 ‘me generation’이라 불리기도 한

다(Stone-Johnson, 2016).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교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

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의 초등교사들은 대략 8

만 명에 이르며, 국내 초등교사의 전체 비율 중 약 52%를 차지한다(한국

교육개발원, 2019).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소위 ‘베이

비 부머’세대가 최근 대거 은퇴하게 됨에 따라 교직의 세대교체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김재원·정바울, 2018: 232)

  이처럼 ‘밀레니얼’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등장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우선, 양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교사들

이 전체 교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했듯, 이들

이 현재 교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또한, 이들의 

연령대가 현재 20대에서 30대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교직을 떠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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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국내 맥락에서 추후 이들이 교직

에 머무를 시간은 짧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연

령대)과 그들이 교직 내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고려했을 때, 밀레니

얼 교사라는 특정한 집단은 다가올 학교 교육의 변화, 교육개혁의 장면

에서 행위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교체라는 

현상은 단순히 학교 현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했던 어느 집단이 떠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단이 들어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밀레니

얼 교사들의 숫자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대 개념은 사회적 맥락과 시간적 맥락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Mannheim, 1952), 교사 연구에 

있어 유용한 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이병준·이경아, 2017; Mäknein et 
al., 2018). 세대 개념은 현재의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경험과 

담론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äknein et 
al.,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 연구에 있어 세대 개념은 경력이나 생

애주기 접근과는 다르게 교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실천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대안적이고 섬세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김재원·정바울, 2018: 234). 이에 비추어보면, 예컨대 2020년대 2, 30대

에 속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2000년대 당시에 2, 30대였던 그 이전 세대

가 같은 저경력 교사 혹은 청년으로서 경험하는 삶은 각 세대가 공유하

는 성장 배경(경험)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온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이

다. 즉 현재에 대해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전 세대들은 질적으로 다

르게 체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각 세대들은 동시대를 질적으로 

다르게(비동시적으로) 체험한다는 측면에서(Mannheim, 1952), 우리는 밀

레니얼 교사가 현재 교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양상, 교수 실천을 의미

화하는 방식에 관해 그 이전 세대와의 모종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

제할 수 있다(Hargreaves, 2005). 이러한 흐름을 종합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밀레니얼 교사들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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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아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밀레니얼 교사의 비율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밀레니얼 

교사가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주

된 목적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밀레니얼 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를 심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교

사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Clark & Byrnes, 2016; 

Mäknein et al., 2018), 그들의 교직 생활의 양상은 어떠한지(Lacdo-O, 

Macawile & Caliwan, 2018; Shulyakovskaya, 2016)를 탐색하였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에는 교사가 된 초기 몇 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교직을 떠

나는 것이 문제가 되어(retention issue), 밀레니얼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Walker, 2009). 이러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교사 연구 분야에서 가시화하고,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외의 밀레니얼 교사들과 국내 밀레니얼 교사들이 처한 지역

적인 맥락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이를 고려한 한국의 밀레니얼 

교사 연구가 요청된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과 이로 인

해 디지털 매체와 친숙하다는 점은 밀레니얼 세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권에서의 밀레니얼 교사 연구를 오

롯이 국내의 맥락에 치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Donnion, 2007). 예컨

대, 교사의 높은 초기 이직률이 쟁점이 되는 북미권과 달리, 국내의 경

우 교사가 교원제도 속에 편입된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

에서 교사들이 초반부에 교직을 떠나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밀레니얼 교사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

을 모색할 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재원·정바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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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밀레니얼 교

사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의 수는 많지 않으며, 현

재는 탐색적인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김견숙, 2020; 김재원·정바울, 

2018; 윤소희 외, 2019). 김재원·정바울(2018)은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특

징이 무엇인지를 직업 동기, 직무 인식, 경력 전망이라는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윤소희 외(2019)는 연구자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

무하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직 생활을 탐색하였

다. 이들 연구는 세대 개념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 밀레니얼 교사들을 주

목하고 이들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밀레니얼 교사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취하는 여러 

위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는 저경력 교사, 신규 교사(novice teacher)로서 자신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

고하였다(윤소희 외, 2019).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학교 밖의 맥락에서 유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과 그것들이 제공하는 다

양한 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김재원·정바울(2018)

은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기존의 승진

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경력 궤도 이외에 다양한 경력 궤도를 모색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학교 바깥의 맥락에서 취하는 밀

레니얼 교사의 위치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지는 

논의되지 못했다. 본래 세대 개념이 시간적, 사회적 변화를 모두 포괄한

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학교 안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맥락과 밀레니얼 교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때 밀레니얼 

교사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밀레니얼 교사를 둘러

싼 학교 안팎의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이들의 교사-되기 양

상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밀레니얼 교사가 교사로서 습득해야 할 특정한 

성향이나 기질을 전제함으로써 이들에 관해 처방적인 관점을 취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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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외(2019)는 밀레니얼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이 현재 ‘노동직

관’에 머무르고 있음을 문제 삼으며 이를 ‘성직자관’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레니얼 교사들이 특정한 교사상을 

획득함으로써 “완벽히 발달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접근은 실

제로 밀레니얼 교사들이 어떤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전

략을 취하고 있는지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Misfud, 2017). 또한, 특정한 

교사상을 전제하고 이 틀에 맞추어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

이 교사가 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평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밀레니얼 교사의 내

부적인 관점에서(Bukor, 2015) 이들이 교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교사가 되기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교사를 둘러싼 학교 안팎의 다양한 맥락을 종합

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들이 과거와 다르게 어떤 새로운 기회와 제약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이 속에서 어떤 전략을 모색하는지를 

섬세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되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

양한 층위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어 단일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김규

태, 2018), 공통적으로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해나가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교사의 삶과 긴

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교사의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현

재 교사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사 정체성에 대한 최

근 논의들은 교사를 자신의 교수 실천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주체, 그리고 전인(whole person)으로 상정하며,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각 교사의 자신에 대한 고유한 의미 형성과정, 비-선형적인 정체성 형성

에 주목한다(Hong, Francis & Schutz, 2018: 243). 교사 정체성은 고정되

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교사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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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논의된다(Day et al., 2004). 또한, 

교사 정체성은 이러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교사들의 변환되는 위치, 즉 

그가 취하는 정체성의 다중성을 전제한다(Akkerman & Meijer, 2011). 교

사 정체성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밀레니얼 교사들이 현재의 학

교 현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학교 안팎의 경험들이 어떻게 그들

의 현재 교수 실천과 연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미래 전망을 모색하

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최근 교직에 등장하여 추후 중추적 역할을 점하

게 될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밀레니얼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그 후 이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분석한

다. 그 이후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에서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밀레

니얼 교사의 전형성이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연구에 등장하는 네 명의 밀레니얼 초

등교사의 사례를 통해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의 

양상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그들 내부적인 시각에서 이를 포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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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색

하고 이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

떠한가?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네 명의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의 교사 정체

성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네 연구 참여

자들의 교직 입직 이전인 예비교사 시절부터 교직 입직 이후의 현재, 그

리고 이들이 어떠한 미래 전망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적인 주요한 국면을 중심

으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기술된 결과를 바탕

으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

서는 밀레니얼 초등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이들의 실천을 추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을 둘러싼 학교 안팎의 맥락은 어떠한지, 연구 참여

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은 이들의 교사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

하고자 한다. 

셋째,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징이 지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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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앞의 두 연구 문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밀레니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의 특징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지니는 의미와 본 연구가 국내 밀레니얼 교

사 논의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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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정체성의 개념 및 특징

 가. 교사 정체성의 개념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인가?”, “나는 무엇

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첫 번째 질문은 교사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지하는

지, 두 번째 질문은 교사가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image), 미래에 투영하

고자 하는 바를 함의한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 되기의 개인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의 복잡한 배열이며(Beijaard & Meijer, 2017: 177), 이때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존재 방식, 행동 방식, 이해 방식을 포함한 다양

한 차원을 지닌다(Beauchamp & Thomas, 2009: 178).

  교사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 명료하게 단일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김규태, 2018). 그렇지만, 최근 교사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교사 정체성을 고정되거나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것, 혹은 교사가 획득

해야 할 어떤 자산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다(Arvaja, 2016;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그보다 교사가 자신의 실천에 관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소경희·최유리, 2019). 예컨대, 교사 정체성은 

교사로서의 기능적인 역할과 관련될 뿐 아니라 교사가 어떻게 교사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느끼는지와 관련되는 것이다(Walkington, 2005). 따라서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가치, 경험에 대한 교사 자신의 (재)해석과 그에 

대한 의미 형성과정을 수반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된다(Flores & Day, 2006). 

  교사가 자신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그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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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맥락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Sloan(2006)은 정체성 발달을 구체

적인 사회·문화적 체계 내에서의 “자기-저자 되기(self-authoring)” 또

는 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과정이라 보며, 교사 정체성 역시 교

사가 학교라 불리는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맥락에 능

동적으로 참여한 결과라 보고한다. MacLure(1993)는 교사 정체성을 교사

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교사가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맥락

에서 그들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언

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직

사회화 접근이 교사 정체성의 변환하는 특징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특정한 고정적 범주들을 통해 교사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범주들을 ‘선택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이 처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신의 교사 되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역

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사 정체성

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나. 교사 정체성의 특징

  1)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사 정체성

  교사 정체성은 안정되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 되기의 지속적

인 과정이다. 교사 정체성은 불안정하고 다중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시간에 따라 이야기를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안아라, 2013). Beijaard, Meijer & Verloop(2004)은 

교사 정체성을 교사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지속

되는 과정(ongoing process)”이라 정의한다. Akkerman & Meijer(20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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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체성에 대한 대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자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나-위상(I-position)”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교사의 나-

위상들은 교사의 의도에 따라 추동되고 ‘나(I)’는 하나의 위상에서 다

른 위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 결과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들이 순간마다 취하는 ‘나-

위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내러티

브를 통해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교사가 속한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 역시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김규태, 2018).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지속하는 삶의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서사(내러티브)적인 측면을 지닌다(서근원·이미종, 2017). Sfard & 

Prusak(2005)은 교사 정체성을 교사의 이야기와 동일시하며, 교사의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을 통해 형성한 교사

들의 경험에 대한 비전으로 정의한다. Watson(2006) 역시 교사들의 이야

기 말하기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정체성을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내러티브는 사람들을 구성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현’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여기서 교사가 

자신의 계속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교사 정체성과 자아(self)는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

된다(Beauchamp & Thomas, 2009;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Rodgers & Scott, 2008). Rodgers & Scott(2008)는 교사의 자아와 정체성

의 관계를 의미를 만드는 이로서의 자아, 만들어진 의미로서의 정체성으

로 설정한다. 교사는 현재 자신에게 우세한 모습으로서의 ‘실제적 자

아’와 사회나 외부 집단에 의해 목표로 인식되는 ‘의무적 자아’ 그리

고 교사 개인에 의해 목표로 설정된 ‘이상적 자아’ 간의 역동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Lauriala & Kukkonen, 2005: 

Beauchamp & Thomas, 2009 에서 재인용). 여기서 교사는 자신의 자아

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형성해나가며, 

그 결과가 곧 교사 정체성인 것이다. 이를 앞서 Watson(2006)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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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보면, 교사의 자아는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화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교사는 자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교사

는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정체성은 유동

적인 특징을 지닌다(김규태, 2018). 

  2) 맥락/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교사 정체성

  교사 정체성은 교사를 둘러싼 맥락과 교사가 관계 맺고 있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교사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의 영

향 아래 놓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주체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박은주, 2018; 소경희·최유리, 2019; 안

아라, 2013; 최유리, 2018; Rodgers & Scott, 2008). 

  교사 정체성이 교사가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표지(label)”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Olsen, 2008),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해주

는 모종의 “해석체계”가 필수적이다(Gee, 2000). 교사가 홀로 내가 어

떠한 사람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이

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Olsen(2008)은 이러한 연유로 교사 정체성을 교

사가 주어진 맥락들과 순간들 속에서 인간관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라 제시한다. 즉 교사들은 타자들, 학교의 특성, 전문적

인 목적들, 교직 문화와 연관된 자신에 대한 관점을 끊임없이 재구성하

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사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드러내는 선행연구들은 

교사들을 둘러싼 맥락들의 층위를 분석적으로 구분한다. Day et al.(2006)

은 교사를 둘러싼 구조를 크게 세 수준으로 제시한다. 첫째, 거시적

(Macro) 구조에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교사가 참고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다. 이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주 수준에서 요구

되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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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낸 연구(Sloan, 2006), 유사하게 책

무성이 강화된 교육 정책의 맥락을 다루는 연구(Lasky, 2005)가 있다. 둘

째, 중간적(Meso) 구조는 교사교육과 학교 문화, 학교 조직을 뜻한다. 셋

째, 미시적(Micro) 구조는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련된 것을 뜻한

다.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징, 동료 교사들과 학교 행정가들의 영

향력은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Beauchamp & Thomas, 

2009). Day et al.(2006)이 제시하는 구조의 예시는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을 분석하기 위한 구분 틀이며, 실지로 각 구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얽혀 있다. 

  한편, 교사의 감정은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사 정

체성 형성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아라, 2013; Bukor, 

2015;  Flores & Day, 2006; Rodgers & Scott, 2008; Shapiro, 2010; Yuan 

& Lee, 2016; Zemblyas, 2003). 교사의 감정은 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

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된다(Zemblyas, 2003). 교사들이 느

끼는 “감정적 규칙”은 교사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눌러

야 하는지, 혹은 어떤 종류의 정체성을 포용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하는

지를 처방한다(Yuan & Lee, 2016). 말하자면, 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사는 

그들의 완벽하고 흠결 없는 이미지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한 감정들을 숨

기거나 유지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감정과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교

사를 둘러싼 구조들 내에서 구성되고 변형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Beauchamp & Thomas(2009) 역시 감정은 정체성의 표현, 형성과 관련 

있는 요소로서 교사 정체성 논의에 등장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특정한 교수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거나 혹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교사가 일하는 학교의 

환경, 교사가 학교 안팎에서 마주하는 타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교사들

은 교사로서 요구되는 특정한 정체성의 모습을 단순히 수용하는 방식으

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다. 교사는 주체적으로 맥락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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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나간다. 이때 교사는 

자신을 둘러싼 맥락과 타자를 감정을 통하여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서 감정은 교사 정체성 형성과 연관된다.

  3) 교사 정체성의 다중성

  교사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다중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된다(김규태, 2018; 소경희·최유리, 

2019; 안아라, 2013; 최유리, 2018). 이는 앞서 서술한 교사가 각기 다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 협상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교사

들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맥락 및 관계들과 관련되는 ‘하위 정체성

(sub-identities)’를 가지고 있다(Akkerman & Meijer, 2011;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Day et al., 2006). 

  Gee(2000: 101-106)는 정체성에 대한 네 관점을 제공하는데, 본성-정체

성, 제도-정체성, 담론-정체성, 친연성-정체성이 그것이다. 본성 정체성

은 자연 내에서 비롯된 어떠한 상태를, 제도 정체성은 특정한 권위를 지

닌 제도로부터 인가된 지위를 뜻한다. 제도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사 정

체성을 바라본다면, 교사는 한국에서 교육 공무원이라는 공식적인 지위

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Gee(2000)는 제도 정체성은 

이 지위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역할)를 얼마나 능

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여기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자신의 교사라는 지위를 소명으로, 혹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담론적 정체성은 합리적인 개인들의 대화, 담론에서 인

정되는 개인의 특성을 뜻한다. 친연성 정체성은 친연 집단 내에서 공유

되는 일련의 독특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다. 친연 집단의 예로는 학습

공동체, 소셜미디어상의 커뮤니티, 비공식 집단 등을 들 수 있다(김규태, 

2018: 497). 제도적 정체성이나 담론적 정체성의 초점이 제도 혹은 대화/

담론에 놓이는 것과 달리 친연성 정체성은 집단의 우호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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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관점은 실지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연결되어 있으

며,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정/해석 체계의 다

양한 차원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컨대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가진 자연적인 속성(예. 생물학적 여성/남성), 교사라는 

공식적 지위에 대한 교사의 해석, 사회적 담론 혹은 교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교사 개인의 자질, 교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친

연성 집단 내의 독특한 교사의 실천들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즉 

Gee(2000)의 관점은 교사가 어떤 인정/해석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표지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례로 안아라(2013)의 연구는 

Gee(2000)의 관점을 토대로 초등학교라는 여초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소

수인 초등학교 남교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밝혔다.

  Gee(2000)의 논의가 한 교사의 다양한 하위 정체성을 그를 둘러싼 외

부의 인정 체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면, Søreide(2006)는 

“주체 위치(subject position)”라는 개념을 통해 각 교사가 초등교사로

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지 제시했다. 

노르웨이 초등학교 여교사의 교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 결과, 그녀는 연

구 참여자들이 초등교사로서 ‘친절한 돌보는 교사’,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교사’, ‘전문적인 교사’, ‘전형적인 교사’와 같은 네 가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이 다른 정체성들 사이에서 자신이 

편안하고 독특하게 느끼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Søreide(2006)는 교사들이 맞춰야 한다고 여겨지는 기성품적인 정체성 

대신 교사들이 독특하게 구성하는 여러 주체 위치와 그로부터 구성되는 

교사 정체성에 주목한다.

  한편, 교사가 다양한 하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교사 정체성

을 교사의 전문적인 교수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에 국한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교사

이기 이전에 각기 다른 생애 경험을 통해 고유의 ‘개인적 정체성

(Personal identity)’을 형성한다(장도현, 2019; Carpenter et al., 2019). 

Day et al.(2006: 603)은 교사 정체성의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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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며, 교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겪는 사건과 경험은 교사로서의 그

들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Beijaard & Meijer(2017)는 예비교사의 개인적 신념들이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 부딪힐 때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정체성 긴장을 

겪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교사교육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필

요성을 말했다. 유사하게 신경희(2019)는 성소수자(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예비교사들이 교육 실습 동안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과 예비교사

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겪는 긴장과 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행위전략을 취했는지를 보여준다. Bukor(2015)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취하면서, 교사의 전문적 경험뿐 아

니라 개인적 경험 역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개인적 경험을 어린 시절, 가족, 친구, 그

리고 중요한 타인들과 같은 개인적인 삶의 경험, 학창 시절, 혹은 교사

교육으로 보았던 반면, 전문적 경험은 교사들의 학교 내 교수 실천과 관

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하면, 교사 정체성은 일관된 것이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맥락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가 구성하는 여러 하위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사’라는 표지는 여러 해석 체계에 따라서 다면적으로 이해

될 수도 있으며(Gee, 2000), 교사가 점하는 여러 하위 정체성 중 어느 것

이 중심으로 취해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각 교사 정체성의 독특한 양상

을 파악할 수도 있다(Søreide, 2006). 또한,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전문

적 교수 실천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뿐 아니라 교사가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Bukor, 

2015; Day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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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영향요인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누구로 인식하는지와 관련된다

는 점에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은 교사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의 교사 정체성 논의는 교사들의 교수 실천에 대해 그

들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주체, 그리고 전인(whole person)으로서의 교

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최근 논의는 다층적인 맥락 안에서 각 교사의 

고유한 의미 형성과정, 비-선형적인 정체성 형성에 주목한다(Hong, 

Francis & Schutz, 2018: 243).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사가 자신

의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협상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

를 다루고자 한다. 

  Mockler(2011: 520-521)는 교사 정체성의 구조를 세 영역 – 개인적 경

험 영역, 전문적 맥락 영역, 외재적인 정치적 환경 영역 – 이 서로 겹쳐

지며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개인적 경험 영역은 주로 개인적 삶들로 이

루어진 측면으로, 교사 이전에 학생으로서의 학교 경험,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 관심사, 취미,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뜻한다. 전문적 맥락은 

교육 맥락 내에서 틀지어지는 경험들로, 교사들이 일해온 학교와 체제 

맥락들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된다. 외재적인 정치적 환경 영역은 교육을 

둘러싼 담론, 태도, 미디어 등을 의미한다. 그는 세 영역은 역동적이며, 

각 교사는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Flores & Day(2006)는 교사 정체성 형성의 다양한 차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원으로는 이전의 

교수 정체성(pre-teaching identity), 과거 경험의 영향, 교수 맥락, 재형성

된 정체성이 있다. 이전의 교수 정체성이란 교사가 이전에 교수 경험을 

통해 형성한 교사 이미지와 이론들을 통해 형성한 교수 정체성을 포함한

다. 이것은 초기의 교사교육과 교수 실천 경험 등 교사의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는 현재 교실에서의 교수 실천, 학교 문화, 리더

십 등 교수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교사 정체성이 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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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과거와 현재에 교사의 실천을 둘러싼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교사들은 이전의 교수 정체성을 보수적으로 강화하거나 혹은 그 반대 방

향으로 진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Flores & Day(2006)는 이처

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 맥락, 문화, 개인의 생애 

경험(biography)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그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요

인들을 중재하는지 그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제시한 연구자들이 교사 정체성 형성을 구성하고 이에 영향을 주

는 차원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Søriede(2006)와 Brown & Heck(2018)은 

교사들이 자신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협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Søriede(2006)는 교사들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시하는지를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교사로서 사회에서 요청되는 모습(예: 친절하고 돌

보는 교사)에 대해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위치 짓는다. 그녀에 따르

면, 교사들은 이러한 주체 위치에 반대, 거리를 둠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대안적인 주체 위치를 지향한다. 혹은 교사들은 특정한 주체 위치에 대

한 인정, 긍정적인 동일시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

과에 의하면, 교사마다 같은 주체 위치에 대해서도 이를 해석하고 의미

를 형성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며, 교사가 점유하는 여러 정체성 중에서

도 교사에게 핵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다. 교사들이 각기 다른 정

체성 사이에서 협상할 때, 그들이 편안하고 독특하게 느끼는 고유한 정

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 교사들이 자신이 처한 관계

와 맥락 내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힘(empowering force)으로 기능할 수 

있다(Søreide, 2006).

  Søreide(2006)가 담론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교사 정체성의 측면과 

그에 대한 교사의 협상 과정을 주목했다면 Brown & Heck(2018)은 교사

의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지를 

제시한다. 그들은 다양한 관계들(동료 교사, 관리자, 학생들)과 그 안에서 

교사에게 요청되는 역할들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주목한

다. Brown & Heck(2018)은 교사들이 학교 공동체 내에 통용되는 원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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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에 따르면, 교

사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한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혼합하거나, 이 중 특정한 정체성을 우선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교사 정체성이 단일하기보다는 여러 맥락 속에서 구

성되는 다양한 정체성 사이의 협상 과정,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짓

기’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2. 밀레니얼 교사

 

 가. 밀레니얼 세대의 의미

  밀레니얼 세대는 Howe & Struass가 최초로 제안한 용어로, 보통 1980

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주로 

출생연도에 따라 각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1943년 – 1960년), X세대

(1961년 – 1981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1982년 – 2004년)로 분류하였다

(김재원·정바울, 2018).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논의는 전체 인구 중 이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사고와 문화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최근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김가영, 2019; 류재성, 2019).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징을 소개하기에 앞서, 

‘세대’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

대의 ‘세대’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따라 이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이해

하고 해석하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대의 정의와 

그것의 학술적인 용법을 밝히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세대는 학술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일상적 영역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로 그 외연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학 분야 

내에서도 세대를 어떻게 개념화할 때 사회의 실제적인 세대 현상을 보다 

적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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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과학에서 흔히 세대는 네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1) 친족 계보

에서 동일한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2)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

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출생 코호트 3) 청소년 

세대, 노인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4)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 그것이다(Kertzer, 1983: 박재흥, 2003: 

3-4에서 재인용). 이러한 세대 개념의 복잡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세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특정 세대의 특징이 연령에서 비롯된 것인지(연령 

효과), 혹은 코호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코호트 효과) 사실상 분석적으

로 구분하여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박재흥(2003: 8)은 “세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연령과 코호트 개념과 세대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라 지적하며,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배제

하고 세대 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세대 개념은 연령과 

코호트 개념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밀

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세대에 관한 박재흥

(2003)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래 세대 개념은 기존의 시간관을 극복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Mannheim이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이병준·이경아, 2017; 

정혜연·김연정·최수연·김성원, 2019). Mannheim은 시간이 흘러 새로

운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가 진보한다는 선형적인 시간관의 실증주

의적 세대론과 행위자들이 체험한 질적인 시간을 강조한 낭만주의적 세

대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세대론을 제시했다. 이남석(2013: 143)은 

각 시간관을 “수직으로 자른 나무”와 “수평으로 자른 나무”에 비유

하며, 이를 극복한 Mannheim의 시간관을 통해 우리는 “동시대의 비동

시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현재, 2020년이라는 동

일한 시대 속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

한 세대들이 이 시간을 다르게(비동시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

다. 

  Mannhiem은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 개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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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시대 내에 존재하는 세대 차이(세대 간 차이와 세대 내 차이)를 

설명하였다. 세대위치란 한 집단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 역사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는 것, 즉 한 집단이 동일한 물리적인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2020

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약 20년에서 30년 동안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Mannheim은 세대위치가 실재하는 세대의 형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세대는 동일한 세대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

적, 사회적 사건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

가 실제세대 내에도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하면

서 형성되는 다양한 집단들인 세대단위가 존재한다. 세대단위에 속하는 

이들이 갖는 유대는 실제세대의 그것보다 더 긴밀한 것으로, Mannheim

은 실제세대 내에서도 복수의 세대단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Manhheim, 1952: 이남석 옮김, 2013). 

  한편 최근 사회학 논의에서는 Mannheim의 세대론이 세대 형성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하며(김홍중, 2015; 박재흥, 

2003), 세대를 다르게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Mannheim은 세

대위치를 공유하는 이들이 실제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회, 

역사적 경험에 참여할 때, 이를 통해 동류의식을 지닌 사회 운동 세력으

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 

예컨대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이들은 Mannheim이 제시하는 것처럼 강

력한 사회 변동을 일으킨 사회적, 역사적 경험(트라우마적 경험)을 공유

하고 있거나, 혹은 세대 구성원끼리 강력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홍중, 2015; 전상진, 2018). 다시 말해, 밀레니얼 

세대가 강력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기(2017)는 Butler의 ‘수행성’ 개념을 활용하여 

“세대 수행성”이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누군가 특정 

‘세대 정체성’을 갖는다고 할 때 이를 생물학적인 출생연도에 관련시

키는 세대주의적 담론을 문제 삼으며, 세대 수행성 개념을 통해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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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사실 “주체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선기, 

2017: 169). 그에 따르면, 한 세대와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서로

에게 귀속시키는 설명은 오히려 세대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년성(세대성)을 특정 사회 구조적 조건에 의해

서 이미 형성된 고정적인 무엇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청

년성을 자신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획해나가는 양상을 함께 논의할 필

요가 있다(김선기, 2017). 유사하게 박치완(2019) 역시 최근 등장하는 세

대(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의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개인화 과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동일

한 집단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을 기

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치완, 2019). 이러한 세대에 관한 

최근 논의를 종합해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

성들은 밀레니얼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고정적

인 속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종의 배경으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선기(2014) 역시 세대 내

부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절에서 소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밀레니

얼 세대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핵심적인 속성들이 

아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가 본래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

했다는 점 역시 고려한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특징들

을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오롯이 치환하는 것 역시 무리일 

수 있다. 이에 대해 Donnion(2007)은 밀레니얼 세대 논의를 교사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논의는 그 이전 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는 이전 세대만의 관점, 그

들이 기대하는 바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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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대에 의해 대상화된 채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밀레

니얼 세대 논의가 주로 특정한 북미 문화권에 한정되어 논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이론을 차용했을 때 자칫하면 “세대주의적” 담론으

로 귀결하여 단편적인 논의에 그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김선기,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밀레니얼 세

대 당사자가 생성하는 밀레니얼 세대 연구와 각 국가의 지역적인 맥락을 

고려한 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문화

적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세대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시간성을 고려한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들은 밀레니얼 초등교

사들이 현재까지 성장해온 배경과 그들이 현재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위

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선술한 교사 정

체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맥락 중 거시적 맥락을 직, 간접적

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개념을 교사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한 Donnion(2007)은 그동안의 밀레니얼 세대 논의를 종합하여 그들의 특

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문화의 

원주민이자 동시에 그 생산품으로 묘사된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는 그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지원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신감 넘

치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셋째, 밀레니얼 세대는 동

료 간, 혹은 팀 내에서 협력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단, 

Donnion(2007)은 이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들을 소개하면서도 어

떤 학계에서 어떤 의도로 밀레니얼 세대를 다루는지에 따라 그들의 특성

이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며, 동시에 같은 특성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교사교육 분야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다루는 것과 고등 교육 분야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개념화하고 논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회학 분야의 청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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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탐색적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김가영, 2019; 

조문영, 2019). 본 연구는 국내의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한국의’ 밀레

니얼 세대의 특징이 어떻게 논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김가영(2019)의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당사자인 연구자가 국내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여 관찰을 통해 구체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 속에 등장하는 한국

의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의 가능성을 믿고 그에 부합하여 살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확장되었으며, 동시에 자신과 유사

한 가치관 혹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연결하여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기

에도 쉬워진 환경 속에 있다. 주목할만한 지점은 이들은 스스로 몰입할 

수 있고 재미있다고 느낄만한 일이 가치 있다고 믿고, 이를 자신의 노동

과도 일치시키고자 하는 “덕업일치”1)의 삶을 꿈꾼다는 점이다(김가영, 

2019: 213). 한편, 조문영(2018)은 김선기(2017)의 “세대 수행성” 개념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업계라는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 담론

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밀레니얼 세

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그는 소셜벤처라는 특수한 장면 속에서 자본화되는 것은 청년 일반

이 아니라 “삶과 일, 개인의 경험과 세계의 변화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밀레니얼 세대 담론이 가치화된다는 점”을 발견했다(조문영, 2018: 337).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국내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이들이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우

1) 덕업일치란 ‘덕질’이 곧 일로 이어져 ‘(직)업’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신

조어이다. 덕질이란 ‘오덕질’의 준말로, ‘오타쿠’가 하는 일을 뜻한다. 오타쿠란 

‘어떤 분야, 사항에 대하여 이상할 정도로 열중하며 집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김가

영, 2019: 217). 즉 덕업일치란 자신이 좋아하고 열중하는 분야를 자신의 업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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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하며 이를 자신의 일(노동)과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같은 그들

을 둘러싼 온라인 환경의 변화는 이들이 더욱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영

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연구자마다 구체

적인 출생연도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을 일컫는다. ‘세대’를 개념화하는 방식

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기에 세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

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배경으로 참조하고자 

한다. 

 나. 밀레니얼 교사 연구의 동향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추후 교사 집단의 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최근 들어 교사교육 분야에서도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 이러한 논

의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최근부터(2000년대 후반) 진

행되고 있어 아직 양적으로 축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밀

레니얼 초등교사뿐 아니라 밀레니얼 중등교사(교과 교사), 예비교사 논의

를 포괄하여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개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밀레니얼 교사 연구에서 논의되

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

다.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밀레니얼 예

비교사들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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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Clark & Byrnes, 2015; Mäkinen et al., 2018; 
Parfitt, 2020; Tang S. Y. F. et al., 2020). Mäkinen et al.(2018)은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이 교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

험을 어떻게 성찰하는지를 밝히는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밀레니얼 예비교사들은 교사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교사교

육 프로그램에서 규정되는 제도적인 시간과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 사용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 또한, 이들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의 개

인적인 경험, 실-세계 맥락과 긴밀하게 연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지점은 밀레니얼 예비교사들은 교사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제도나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서 자신

들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맞춰질 수 있는

지를 탐색했다는 것이다(Mäkinen et al., 2018). 이는 밀레니얼 예비교사

들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맥락을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것

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밀레니얼 예비교사들은 ‘자신

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재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밀레니얼 교사들이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윤소희·유미라·김지선·김도기, 20192); 정바울·김재원, 

2018; Lacdo-O, Macawile & Caliwan Jr., 2018; Roberts, 2019; 

Shulyakovskaya, 2016; Walker, 2009). 이들 연구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그 

이전 세대(베이비 부머 세대, X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전제하며, 이들이 현재 교직에 기대하는 바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를 탐색한다. 특히 북미권에

서는 교사들이 교직 초반에 많이 떠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교직에 

남도록 할 수 있는지(retention issue)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밀레

2) 이들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 ‘N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새롭게 교직에 등장하는 교사 세대에 대한 

이해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기에 밀레니얼 세대 연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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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교사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그 예로 Shulyakovskaya(2016)는 캐나다의 표준화

된 교육 체제와 실천을 문제 삼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의 밀레

니얼 교사들은 수치화된 교육적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Roberts(2019)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중등학교 환경에

서 그 이전 세대와 세대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들이 학교 리더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팀워크, 소속감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밀레니얼 교사들은 그 이전 

세대의 학교 관리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성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므로, 학교 관리자나 정책 입안가들은 이러한 그들의 기대

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밀레니얼 교사들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이

루어졌다. 김재원·정바울(2018)은 직업 동기, 직무 인식, 경력 전망을 분

석틀로 삼아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특징을 파악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탐색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국내의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안정된 직업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고 보고한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국내의 밀레니얼 세대

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드러난 특징인, ‘스스로 즐겁고 몰입할 수 있

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밀레니얼 교

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Alsup, 2019; Hallman, 2017; Johnson, 

2006). 이들 연구는 밀레니얼 교사를 둘러싼 교직 안팎의 변화를 적극적

으로 고려하며(Hallman, 2017),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밀레니얼 교

사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Johnson(2006)의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당사자인 연구자가 대학에서 밀

레니얼 세대를 가르치며 경험하는 정체성 긴장의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

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영어 작문 교사로서, 그동안의 교사교육에

서 소개된 ‘교사 비유’가 현재 자신의 교수 실천을 설명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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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당혹감을 느끼며, 밀레니얼 교사에게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비유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Alsup(2019)은 10년 전에 교사 정체성을 연구한 후, 

다시 밀레니얼 교사들의 교사 정체성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에 따르면, 

밀레니얼 교사들은 그녀가 10년 전에 연구했던 과거의 교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했다. 과거의 교사들은 교수 장면 속에서 모순되

는 두 가치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때, 하나를 다른 무언가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자 했다. 반면, 밀레니얼 교사들은 서

로 상충하고 모순되는 가치 속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취하면서 ‘균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Hallman(2017)이 밀레니얼 

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형태를 변형

(shape-shifter)하는 것에 비유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들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론적 렌즈로 차용하면서도 각 교사의 고유한 

생애 경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통해 밀레니얼 교사에 대한 논

의가 “세대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한다(김선기, 2017).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

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밀레

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삶 사이의 균

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김재원·정바울, 2018; Mäkinen et al., 
2018; Tang S. Y. F. et al., 2020),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들의 교사 정체

성 형성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밀레니얼 교사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들이 가르치는 일

(teaching)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원·정바울(2018: 245)은 밀레니얼 교사들의 

‘워라밸’지향은 이들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시간, 공간적 자원을 활

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Hallman(2017)은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을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할 

수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목표를 그들의 전문적인 직무 영역

과 맞물리게 하는지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밀레니얼 교

사들의 개인적인 삶과 전문적인 삶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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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들이 자신을 교사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미래 전망을 모

색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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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드러내고, 이

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직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를 이끌거나 혹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밀레니얼 초

등교사들이 자신을 교사로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떠하며,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집단적 정체

성(collective identity)’을 가정하고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각자의 고유한 맥락에서 어떻게 자신

만의 정체성(individual identity)을 추구하고 드러내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밀

레니얼 초등교사로서의 대표성이나 전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다. 그보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있

는 그대로 풍부하게 드러내고, 기술하고자 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비교적 분명한 특성과 경계를 지닌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분석하여, “왜” 또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유용하다(Yin, 

2013). 질적 사례연구는 상황과 그 안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결론보다는 과정에, 특정 변수보다는 맥락

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이 있다(Merraim, 1998, 강윤수 외(옮김), 

2005: 25).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

각하는지, 그들이 처한 고유한 맥락들 속에서 어떤 실천들을 해나가는지

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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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가. 연구 사례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목적적인 표본 선정 방

식을 취했다.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

으로, 특정 연구 단위를 선택하는 목적은 연구 주제와 가장 관련 있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Yin, 2013: 147). 더불어 연구자는 

‘편의성이 높은 사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Flick, 1995, 임은미 외

(옮김), 2009). 편의성이 높은 사례란 연구자가 제한된 시간적, 인적 자원

의 상황 속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사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고려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학적 요소가 밀레니얼 세대의 출생연도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속하는 초등교사를 선정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라 하더

라도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차가 존재

한다. 연구자는 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같은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도 다

양한 연령대를 포괄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했다. 또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 남성 연구 참여자를 모두 선정하고자 했다. 한편, 초등교

사는 주로 학급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관계 맺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이

정표, 2018), 최소한 1년 이상의 학급 담임 경력을 지닌 교사를 선정하고

자 했다. 

  둘째, 연구자가 자주 만날 수 있고,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

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밀레니얼 영어 교사를 연구한 Hallman(2017)에 따

르면, 같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교사들도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의 

맥락에 따라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였

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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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문화가 조금씩 다른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골고루 선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섭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밀레니얼 초등교사인 연구자는 주변에 많은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을 지인

으로 알고 있기에, 연구 참여자를 섭외할 때 이러한 연구자의 맥락과 위

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매우 친숙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박치완, 2019),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유

튜브 등에 초등교사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포스팅, 피드 등을 검색하며 

앞서 설정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교사를 물색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위의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을 통해 총 4인의 연구 참여

자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전정아 교사와 민윤지 교사는 연구자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으로,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한 후 직접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박지민 교사의 경우, 연구자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마지막

으로 김태형 교사는 연구자가 초록도에 근무하는 남성 연구 참여자를 섭

외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였는데 이 중 한 지인이 김태형 교

사를 추천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 

연구 참여시 소요되는 예상 시간, 익명 처리를 통한 비밀 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가 교사 정체성이기에,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현재까지의 교직 생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전반적인 생애 

경험에 관한 자료가 수집될 것임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추후 

기술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확인받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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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기술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할 것임을 미리 밝

혔다. 이러한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

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출생연도는 모두 밀레니

얼 세대에 속하며 3명은 1990년대생, 1명은 1980년대생에 속한다. 네 명

의 연구 참여자 중 세 명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한 명(전정아 

교사)은 현재 휴직 중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목록3)

참여자 성별 출생연도 교직 경력4) 근무지역 근무학교
전정아 여성 1987년 10년 사랑시 사랑초등학교
민윤지 여성 1991년 7년 하늘시 바람초등학교
박지민 여성 1992년 4년 사랑시 구름초등학교
김태형 남성 1994년 2년 초록도 들꽃초등학교

 

  우선, 전정아 교사는 1987년생으로 현재는 휴직 중이다. 그녀는 6년 

동안의 교사 생활 후 휴직을 하며 대학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휴식기를 

마주하며 그동안의 교사 생활을 곱씹어 볼 수 있었다. 전정아 교사는 이 

시기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탐

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전정아 교사는 교사로서 자신이 고민했던 

지점들을 담은 책을 출간하였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틈틈이 예비교

사를 대상으로 교육학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재능기부를 하

고 있다.

  민윤지 교사는 하늘시의 바람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1991년생, 7년 차 

3) 이하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명과 학교명, 단체명, 지역명은 모두 가명 처리되었다.

4) 연구 참여자의 교직 경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전정아 교사의 경우, 10년 

차이지만, 휴직으로 인해 실 근무경력은 6년에 해당한다. 박지민 교사의 경우, 발령 대기 

기간 동안 약 1년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다. 이를 포함한 그녀의 실 교직 경력은 4년 차

에 해당한다. 김태형 교사의 경우, 2017년에 교직을 시작했지만 군 복무 이후 복직하여 

실 교직 경력은 2년 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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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다. 민윤지 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초등교사를 꿈꿔왔으며 그녀가 

태어난 하늘시에서 교사교육을 받았다. 민윤지 교사는 교직 입직 이후 

초반에는 초등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발히 제작하

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민윤지 교사는 본래 자신

이 좋아하던 분야였던 미술교육을 공부하고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진

학하여 현재 수료한 상태이다. 

  박지민 교사는 사랑시의 구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992년생, 4

년 차 교사이다. 박지민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

하는 것을 좋아하여 뮤지컬 배우를 꿈꿨다. 박지민 교사는 교육대학교 

시절 휴학을 하고 극단 생활을 경험하거나, 발령 대기 기간에는 싱어송

라이터로서 직접 음원을 발매하는 등 음악 활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박

지민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창작 활

동의 가능성을 믿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태형 교사는 초록도의 들꽃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994년생, 2

년 차 교사이다. 김태형 교사는 고등학교 때까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

아,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자를 꿈꾸었다. 그러다가 김태형 

교사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친구를 통해 참여하게 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교육 봉사를 기점으로 초등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의 누나 

역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여, 그는 교사로서의 길이 어떠한지, 교사교육

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누나를 통해 미리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김태형 교사는 교육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믿고 이를 자신의 교육 실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김태형 교사는 현

재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육대학원 컴

퓨터교육과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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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지 

자료 수집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부터 2020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2020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예

비조사 기간으로,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고 예비 연구를 위해 전정아 교

사와 민윤지 교사와의 면담을 각각 한 차례 진행하였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본 조사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예비조사 기간에 수

집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 문제와 관련된 구체화된 질문을 가

지고 면담과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 면담

  본 연구는 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다른 사람의 생생한 경험과 그에 대한 주관적 의미 생성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연구 방법이다(Seidman, 2006: 박나실, 2020에서 재인용). 

Yin(2013: 214-215)에 따르면, 질적 면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

적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특징으로 한

다. 즉,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질문은 면담의 맥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연구자는 면담을 위해서 통일

된 행동이나 태도를 적용하려 시도하지 않으며, 그보다 면담은 대화적 

양식을 따르며, 면담 자체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를 일련의 사회적 관

계로 이끈다. 마지막으로, 질적 면담에서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의 형태가 더욱 중요해진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초기에는 ‘비구조화 면담’으로 시작하여 점차 

‘반구조화된 면담’을 시도하였다. Merriam(1998: 101-102)에 따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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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현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 추후 면담

에 대한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다. 비구조화 면담에서는 우선 개

방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학

교 안팎의 삶을 파악하고 그가 처한 현재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

후 이를 바탕으로 점차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여 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마련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

의 아래 태블릿 PC를 통해 녹음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는 최대한 빨

리 녹음된 파일을 전사하여 면담 기록지를 작성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들과는 박지민 교사(2회)를 제외하고 총 3회 정도의 면담

을 실시했으며, 이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의 자택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스터

디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김태형 교사와의 한 차례 면담은 그가 근무

하는 학교 내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단,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 단계가 상향되었을 때에는 연구 참여자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박지민 교사와 김태형 교사와의 

두 차례의 면담은 불가피하게 화상회의(zoom)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면

담을 진행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자체로 주요한 연구 도구가 된다. 따라서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처럼 현재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는 밀레니얼 교사인 연구자의 위치가 면담 과정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간

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같은 ‘교사’이자 ‘밀레니얼 세대’인 연구

자의 위치는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

야기를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자 역시 밀레니얼 초등교사로서 

학교의 맥락, 학교 내 교직 문화,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등과 같은 보통의 초등학교 맥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

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서 구체적인 용어나 학교 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원활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이었다.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인 연구자가 이

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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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자는 때로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동료 교사’

로서 관계를 맺으며 연구자가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드러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

게끔 했다. 연구자는 ‘교사’로서의 위치가 오히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자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낯설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연구 참여자들이 교사인 ‘연구자’에게 말하는 것인지, 연구자인 

‘교사’에게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성격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

민을 안고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밀레니얼 초등교사’로서의 연구자

의 위치가 면담의 과정에서,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계속 성찰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현지 자료

  본 연구는 면담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학교 안팎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

이 활용한 교수학습 계획안이나,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에서 혹은 연구 대회를 위해 제작한 여러 교수학습 자료들을 수집하였

다. 또한, 연구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채

널에 업로드한 동영상 자료, 소셜미디어(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쓴 글, 

교수학습 자료 계획안, 연구 참여자가 대외적으로 인터뷰한 내용, 언론

사에 투고한 글, 연구 참여자가 출판한 저서 한 권을 연구 참여자들의 

승낙을 얻어 수집하였다. 이러한 현지 자료들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처한 삶의 맥락과 면담에서 이들의 답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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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 연구는 면담, 현지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 

하고 해석하였다. 조용환(1999: 37-38)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추론과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며,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거시적인 맥락에

서 이해하는 작업”이다. 질적 연구에서 현상을 기술, 분석, 해석하는 과

정은 개념상으로 구분되며,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용환, 1999: 38). 연구자 역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해석

하는 것을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자료 

분석은 “자료의 구체적인 부분과 추상적인 개념 사이,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사이를 넘나드는 복잡한 과정”이다(Merraim, 1998, 강윤수 

외(옮김), 2005: 241).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부호화를 진행하고, 반복적

인 부호화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했다. 자료 분석의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부호화(coding)는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41). 연구자는 Strauss(1987)가 제안한 세 유형의 부호화 절차를 참

고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개방적 코딩(open coding)’은 분

석 초기에 행하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범주들을 설정, 검토하는 

방식이다. 개방적 코딩을 위해 연구자는 특정한 관점이나 선입관에서 벗

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다. ‘중추적 코딩

(axial coding)’은 각각의 범주를 중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범주들을 

모아 검토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은 검토했던 

모든 범주를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부호화하는 것을 뜻한다(조용환, 1999: 42).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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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자주 언급되는 어휘, 문

장,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포괄하는 범주가 무엇인지 개

념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처한 고

유한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 과

정에서 본인 역시 밀레니얼 초등교사인 연구자는 ‘교사’로서의 연구자

의 위치나 학교 현장에 대한 배경지식이 자료를 읽어나가는데 특정한 선

입견이나 관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단히 경계하며 자료를 ‘있는 그대

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연구자는 개방적 코딩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연구 목적과 연구 주제를 검토하며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했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세화된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자는 앞서 도출한 

개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 묶었다가 푸는 

작업을 반복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초기에 연구자

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장면에 중점을 두어 이야

기를 기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래 연구 목적과 달리 연구 

참여자 간의 고유한 차이를 풍부하게 기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네 명

의 연구 참여자별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교직 입직 

이전’시기와 ‘교직 입직 이후’의 두 국면으로 나눈 후 앞서 도출한 

범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 이후 연구자는 각 연구 참

여자별로 내적 갈등을 경험하거나 주변의 맥락과 불화하고 이를 해소하

는 구체적인 장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다시 검토하며 

앞서 두 국면에서 연구 참여자별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요한 국

면들을 더 상세화하고자 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

징’에 대해 연구자는 초기에 ‘학교 안팎의 맥락’과 ‘밀레니얼 교사

의 행위전략’의 두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학교 안팎의 맥

락’의 하위 범주에 제시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양상이 ‘밀레니얼 



- 40 -

교사의 행위전략’의 하위 범주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

위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주제들의 적절성을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

정을 거쳤다. 그 결과, 연구자는 ‘외·내적인 성취감 추구’, ‘학교 안

팎 맥락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연결 짓기’

의 세 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세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자는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세부 내용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위 

범주를 생성하여 연구 결과 항의 소제목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의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밝힌 교사 정체

성 형성의 특징을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자료의 해석을 위해, 도출

된 연구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이에서 드러나는 의미나 시사점을 

학술적인 논의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앞서 이

론적 배경에서 논의되었던 교사 정체성,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찾아 그에 비추어 현상을 해석하였다. 해석 단계는 연구자의 판

단과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자가 속한 학문공동체의 동

료 연구자와 함께 자료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왜곡되거나 편향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자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Ⅳ장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연구 참여자가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

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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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그들의 내부

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별로 이들의 예비교사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덧붙여 앞으로 교사로서 어떤 전망을 모색하고 있

는지를 드러낸다. 

  교사 정체성의 서사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서근원·이미종, 2017), 교

사가 자신의 계속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에 담겨있는 경

험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 과정은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연구자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자신만의 교사 정

체성 형성을 모색하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학교 안팎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민윤지 교사의 이야기

 가. 교직 입직 이전: “교사밖에 꿈이 없었어요”

  민윤지 교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꿈”꾸었으며, 교사 이외의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해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었으며, 주변 어른들이 

권했던 교사라는 직업이 당시 “순응적인 아이”였던 본인에게 잘 받아

들여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민윤지: 나는 또 순응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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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은 것 같아. 취업도 어렵다 하고. 또 내가 취업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나는 나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웃음)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았고. 또 내가 공부를 잘 하면 애들

한테 뭐 알려주고 이럴 거 아냐?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남한테 기여를 

조금이라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할 만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됐고. 하늘

시 사람인데 그래서 하늘교대를 썼고.

 (2020. 7. 26.)

  이러한 그녀가 특히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초등교

사가 갖는 “안정감”이 크게 작용했다. 같은 교사여도 사범대학교에 진

학하여 중등교사가 되는 길은 상대적으로 그 미래가 불투명했던 반면,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경제적인 안정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두 번째 이유로 민 교사는 초등교사로서 자신이“[사회에]5)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녀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지

향하기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녀는 중학생 때, 우연히 교육방송에서 하게 된 장래희망에 관

한 인터뷰에서 왜 중등교사가 아닌 초등교사가 하고 싶냐는 질문에 초등

교사가 “좀 더 [학생들의] 인성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

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에 대

해 깊이 생각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

은” 성인이 되어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며,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초반에 교직을 선택하게 된 이러한 그녀의 지향은 현

재의 교수 실천에도 이어진다. 민 교사는 자신이 문제의식을 지닌 사회

적 이슈에 대해 개인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를 학생들의 교육 활동으로 계획하여 행동하고 있다.

5) 괄호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한 말이 아니며, 연구자가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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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 교사는 초등교사의 길에 대한 확신을 품고 교대에 들어왔으

나, 그녀가 마주한 교대 생활은 그녀가 기대했던 바와 사뭇 달랐다. 초

등교사만을 꿈꾸며 교대에 진학한 민 교사와 달리, 생각보다 처음부터 

초등교사만을 꿈꾸고 들어온 이들이 많지 않아 초반에 그녀는 학생들 사

이의 그런 분위기가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

에, 단순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대에 온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대 교육과정 역시 그녀가 생각했던 바와 달리 “별로”였다. 교육과정

이 “[교육 현장]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

다. 그러나 교직을 그만두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딴 것”을 시도했

던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녀는“나는 교사 할 거니까”라는 생각에 직접 

수업을 짜보고, 구성하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민 교사는 전반적인 교대 시절 동안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뭘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웠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

며 달려온 그녀는 막상 교대에 온 이후 실망스러웠던 “교대 공부가 딱

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또한, 교대 교육과

정은 그녀에게 실제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충분

히 제공하지 못했다. 예비교사 시절에 현장에 나가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민윤지 교사는 “[교대의 분위기가] 

그런 걸 생각하기 되게 힘들지 않냐”고 되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

보다도 초등교사의 길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민 교사는 교사교육을 받는 

동안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나 앞으로 교사로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추후 그녀가 교직 초반에 

학생들 앞에 설 때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관해서도 모두 미숙한 상태로 현장에 “그냥 내던져진 느

낌”을 들도록 만들었다. 학교에 나와 옆 반 선생님을 모방하며 그때마

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내가 교대에

서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을 못 배웠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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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첫 번째 학교생활: “인정 욕구와 성취감” 

  민윤지 교사는 교대를 졸업한 후, 그해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햇살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된다. 햇살초등학교는 하늘시 내에서도 교외 지

역에 자리 잡고 있어, 승진과 관련한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였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학교였다. 또한, 학

군도 좋아 교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신규 발령이 잘 나지 않는 곳이었

다. 이런 햇살초등학교에 민 교사는 “너무 오랜만에 온 신규” 교사로

서 비슷한 나이의 또래 교사 없이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햇살초등학교 초반 3년 동안의 생활을 자신이 “워커홀릭”이 

되어 “일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민 교사는 

교직 첫해, 우연히 연구 대회에 참가하는 친한 선배 교사들을 돕게 된

다. 그 후 두 번째 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연구 대회를 준비하

다, 이듬해에는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현재에는 초등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

이 당시에는 흔하게 시도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녀는 당시 “프로젝트 

학습”에 관심이 많았던 선배 교사들과 함께 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포토샵을 다루는 데 관심이 많아 인터

넷을 통해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기도 했던 민 교사는 이 과정에서 “디

자이너”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하며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자 민 교사는 교대 시절

에 느끼기 어려웠던 “성취욕”이 다시 떠오르게 된다. 또한, 그녀가 좋

아하고 자신감도 있었던 디자인 분야에 대한 주변의 인정은 그녀의 “인

정 욕구”를 더욱 부채질했다. 민 교사는 “학교에 남아 야근까지 하면

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인정 욕구”가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라 회상했다. 

  민 교사는 이렇듯 연구 대회에 나가 입상하기도 하고, 또 승진을 위한 

지역 가산점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승진에 대한 

많은 권유를 받게 된다. 이를 들으며 민 교사는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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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승진을 해야겠다, 이걸로 내 자아실현

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녀는 특히 주변에 승진을 목표

로 하는 교사들이 많은 분위기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평했다. 그리고 민 교사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민 교사는 초등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교사학습공동

체인 A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꼭 “해야 하는” 

A 모임 활동은 민 교사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포토샵에 익숙하

고 능했던 그녀는 당시에 이를 실지로 교사로서 무엇에 어떻게 “접목” 

시켜야 할지는 몰랐는데 A 모임의 취지가 그녀가 “원하는 것이랑 딱 

일치”했다. 그녀는 A 모임에 지원하여 그 이듬해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또래 교사들이 A 모임에

는 많았다. 민 교사가 근무하던 햇살초등학교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그녀

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보는 식이었다면, 

A 모임에서 만난 교사들에게서 그녀는 그와는 반대되는 편안한 분위기

를 느꼈다. 민 교사가 새롭게 무엇을 제안하면, 다들 “일단 열린 마

음”으로 봐주는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

다. 

  A 모임에 들어간 그녀는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처럼” 모든 것

이 신기하고 좋았다고 기억한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

여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A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는 것이” 좋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결과

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

꼈다. 또한, 민 교사는 다른 이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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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번째 학교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민윤지 교사는 3년 동안의 햇살초등학교 생활 이후 바람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학군도, 교사들의 분위기도 이전 학

교와는 많이 달랐던 바람초등학교에서 민 교사는 “생각이 많이 바뀌

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군에 위치하고, 또 바람초등학교에 온 둘째 해부터 학교의 민주

적 운영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사들이 학교에 늘면서 점차 민주적인 분위

기로 혁신하는 과정에 있던 바람초등학교에서 민 교사는 교사로서 자신

이 지향하는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때로는 관리자와의 갈등을 겪

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들에 대해서는 그 뜻

을 굽히지 않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민 교사는 그들에게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으며, “[그 선생님들] 내면에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

졌다.

 

연구자: 처음에 초반 3년 동안에는?

민윤지: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게 더 커지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애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다. 

연구자: 다른 일을?

민윤지: 어, 이 괴리가 점점 커졌어. 내가 A 모임 이름으로 뭐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올려.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 이 여기 학교에 이 선생

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만들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만, [내가 생각하기에] 실제 교실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 보잘 것 없는 거

야. 얘네가 제자로서 나를 볼 때, 어 이 선생님 수업 정말 잘 한다, 수업 

정말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 

연구자: 그때는 그럼 정말 바빠 가지고. 교실에서 애들을,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애들한테 해줄 그게 부족했던 건지?

민윤지: 그것도 있는데. 나 스스로 그 생각을 못 한 것 같아.

연구자: 마음이?

민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 애들한테 도움으로 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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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머리로는 그렇게 대강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성적으

로 일하고 이런 재미에 있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이걸 계속하고 수업

은 그냥 계속 하던 데로 하고

연구자: 그 안에서 괴리 같은 게 있으셨군요?

민윤지: 그래서 점점 이 찜찜함이 커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제 둘째 학교에 와

서는 엄청 바뀌었지 생각이 이제, 180도.

연구자: 그럼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그 학교의 학군이 다른 환경의 아이들을 

만난 것도 있고?

민윤지: 선생님들이

연구자: 동료 선생님들의 영향도 있고?

민윤지: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 동료 선생님의 영향

이. ... (생략)

(2020. 7. 26)

  한편 바람초등학교 근무 첫해, 담임이 아닌 교과 전담을 맡으며 민 교

사는 자신의 교사 생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A 모

임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여러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또한 지역 교

육청에서 여러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던 민 교사는 교실 

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깥

에서 유능하고, 여러 결과물을 내놓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지

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실제 교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느끼며 “괴리감”을 느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동

안, 민 교사는“본질적인 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집착 수준”으

로 하게 되었다. 

  이와 맞물려 민 교사의 수업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

하게 된다. A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는 가능한 많은 교사가 사용할 수 있

도록 “편의주의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었다. 그녀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모듈화”된 방식의 자료를 만들고, 또 그녀의 전문 분

야인 미술교육 학습 자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수했다. 당시 그

녀는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편하게 쓸까,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이 예쁘게 나올

까”였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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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민 교사는 바람초등학교에 와서,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

러한 A 모임의 지향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점차 그녀는 “수업이라는 게 교사가 애들이랑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서 

꾸미는 게 크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그 환경에 맞게, 

우리 동학년[선생님들]의 생각과 맞게, 창의적으로 꾸미는 게 맞다”라는 

변화된 관점을 갖게 된다. 특히 그녀는 미술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연

구자들, 선배 교사들과 함께 참여한 경험은“생각을 엄청나게” 키워주

었다고 평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녀가 이전에 탐색했던 “본

질”에 가까운 미술 수업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다른 교사들의 편의에 맞춘, 예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민 교사는 이제 그보다는 현재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2. 김태형 교사 이야기

 가. 교직 입직 이전: “이렇게 해서 내 꿈을 이뤄도 괜찮겠다”

  김태형 교사는 지방의 별빛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서 교육대학교

를 졸업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으

며, 본래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자를 꿈꾸었다. 특히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보여준 지구 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는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막연히 

“돈을 많이 버는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졌던 김 교사는 다

큐멘터리를 본 후 “거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급한 일이 생긴 친구의 부탁으로 김 교사는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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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 아이들이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연히 교육 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친구 대신 “그냥 땜빵” 하러 갔던 김 교사는 막상 가니 “가르

치는 게 너무 재미”있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육 봉사를 계속하게 

된다. 그는 당시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한 명씩 맡아가며 국어, 수학을 

가르쳐주었다. 그 중 “손길이 많이 가는” 힘든 가정환경에 있던 한 학

생에게 그가 진심을 다하자, 그 학생 역시 그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교사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조금

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교육 

봉사 경험은 김 교사가 초등교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끼쳤다. 그 이전까지 과학자를 꿈꾸며 “생활기록부 역시 다 과학

동아리, 과학대회, 과학 활동”으로 채웠던 김 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를 바꾸어 초등교직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김 교사가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그의 누나의 영향도 

있었다. 누나 역시 김 교사보다 1년 먼저 같은 교육대학교에 진학한 후, 

그에게 교대 생활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줄 수 있었다. 누

나는 김 교사에게 교대 생활이 “안정적으로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며,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김 교사의 성

격에도 잘 맞을 것이라며 그에게 교대 진학을 추천하였다. 

연구자: 그때 계기로 선생님 되기 전에는 뭔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셨군요.

김태형: 그렇죠. 돈 많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이제는 지구 살리는 사람이 되

고 싶었다가. 교육하고 나서 지구 살리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걸 교육을 

통해서. 네. 

연구자: 그걸 그렇게 바꾸게 되는 데 있어서 뭔가 고민하거나 샘께서 원래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으셨으면 어찌됐든,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야

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고민하거나 생각했던 시기는 짧

았어요?

김태형: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육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 가르치는 것 괜찮네? 근데 이게 융합된 거죠. 원래는 과학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내 꿈을 이뤄도 괜찮겠다.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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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김 교사가 초등교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 봉사 경험과 

누나의 영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목할만한 지점은 김 교사가 과학자

에서 초등교사로 자신의 진로를 틀 때, 그에게 있어“지구를 살리는 사

람”이 되고자 했던 꿈이 교사가 되는 것과 별개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교사에게 초등교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

생들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더 ‘확산’할 기회처럼 보였다.

연구자: 꽤 오래 하셨네요. 고3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김태형: 고2 초반부터 고3 여름. 그 정도까지 하고.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된 게. 만

약에 제가 과학자가 돼서 혼자 지구를 살리게 되면 저 혼자의 힘인데. 

제가 교사가 되어 가지고 애들한테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

다 하면, 제2, 제3의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제 제자가 막 커지면서 걔들

이 우리 지구를

연구자: 좀 더?

김태형: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대에 들어왔죠.

(2020. 8. 6.)

  이러한 생각으로 교대에 입학하게 된 김 교사에게, 교대 교육과정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는 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임용

고시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교대 교육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

았다. 김 교사가 교대에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실제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지만, 김 교사는 “교대 4년 동안 배웠던 것은 거의 쓸모가 없었

다”라고 평했다.

  김 교사가 보기에, 다른 학교의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대

외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교대의 이런 안정적

인 분위기는 오히려 학생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게 만드는 것 같

았다. 그는 “그런 게 좀 싫어서” 이에 벗어나서 그런 “매너리즘”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는 “좀 다른 것을 해 봐야겠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게 됐다. 김 교

사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며 “교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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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점점 생각하게 되

었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었던 김 교사는 대학교 3학

년 때, 별빛시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 행사에 대학생 서포터즈로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해 김 교사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좋은 수업 탐구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

도 했다. 그는 당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수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가 현장에 발령받은 첫해 우연히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 이때 연구한 

내용을 수업할 수 있었다. 그는 매우 좋아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사가 잘 만든 수업 하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런 대외 활동들이 

“어떤 수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나. 교직 입직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

  김태형 교사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별빛시에서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적

체되어 발령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근무

하는 초록도에 지원하게 되었다. 앞서 먼저 교대를 졸업한 누나 역시 초

록도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그의 동기 대부분이 초록도를 지

원했던 분위기였기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지만 그 역시 자연스럽게 초록

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김 교사는 초록도에서 비교적 한적한 교외 지

역에 있는 파랑시의 들꽃초등학교에 발령받게 된다.

  김 교사는 발령 첫해, 들꽃초등학교의 수직적인 교직 문화와 “제왕처

럼 군림하는” 관리자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임

용고시를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때에도 소프트웨어 수업 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열정이 있었던 김 교사는 발령 첫해에도 

수업 연구 대회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교사는 당시 교장

과 빚은 마찰과 갈등 때문에 그는 이 시기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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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다. 발령 첫해는 자신의 반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었던 김 

교사에게 업무가 점점 더 추가되면서 그는 수업과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 

매우 바빠졌다. 그런 와중에도 김 교사는 연구 대회에 참여하며, 대학 

동기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게임을 활용한 수학 수업을 준비했

다. 김 교사가 참여했던 연구 대회의 분과가 “디지털 학습” 분과이었

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컴퓨터 관련 제

반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들꽃초등학교의 컴퓨터실

에서는 그가 계획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OS가 갖춰지지 않았기에, 김 

교사는 관리자를 찾아가 본인의 연구 대회 참여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

해 자신이 매번 수업마다 OS를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

다. 그러나 오히려 “신규 1년차”밖에 안된 김 교사가 “연구 대회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며 “너는 어차피 군대 갈 [떠날] 사람”이기에 학

교 시설을 바꾸지 말라는 학교 관리자의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되돌아왔

다. 김 교사는 “벌써부터 승진” 생각을 하느냐며, 김 교사의 이러한 

시도를 “안 좋게” 보던 관리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에게 있어 

연구 대회는 승진이나 가산점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좋은 수업을 위해 “연구한 것”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사는 자

신이 초반에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했던 수업이지만 자신의 학교에서 자

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수업을 해보지 못하고, 함께 참여했던 대학 

동기의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김 교사는“이

렇게 연구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

는데, 왜 학교 관리자나 주변 교사들의 반응이 “[김 교사가] 잘못되었다

고”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김 교사는 이처럼 강압적인 학교 관리자로 인해 발령 첫해 힘든 시간

을 보낸 후,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더 성숙”해져서 다시 들꽃

초등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와 마찰을 겪던 학교 관리자가 학교를 

떠나고, 또 김 교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선배 교사들을 만나게 되어 

그는 이전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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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교사 시절부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던 김 교사는 

교사가 되어서도 자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김 교사는 “발견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를 그냥 

“덮어”버리고 “변화하거나 성장하려 하지” 않는 매너리즘과 같은 태

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가 인식하고 주목하는 문제들

은 그가 갖는 미래에 대한 전망, “꿈”의 실현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김 교사의 “꿈”이 현재 그의 직업인 초등교사로서의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관해 묻는 연구

자의 질문에 김 교사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김태형: 그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세상을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좀 

더 아름답게 바꾸는 것. 그 아름답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그 지구 환경

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두 번째가 재미있는 교육. 교육 실제로 가보

면 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자고 있고 그런데 좀 애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 세 번째가 사람들 인성

이 너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뭐 인성이 하. 하여튼

연구자: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20, 30대를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김태형: 전체. 지구 전체. 지도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인성 교육이 안 되니까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생

겼잖아요.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현실에서 좀 사람들의 인성을 어

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인성 회복의 측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관심

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현재는 제

가 초등교사로서 하고 있지만, 미래에 제가 초등교사를 하고 있을지 다

른 것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연구자: 평생 정년을 채워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신 거에요?

김태형: 제가 있을 수 있는 위치. 가장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무언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위나,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죠.

(2020. 8. 6.)

  김 교사는 자신의 꿈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현재 직업인 

초등교사는 이를 이루는 데 있어 하나의 수단임을 밝혔다. 김 교사는 무

엇보다도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른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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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반드시 초등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위치

에 대해 탐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교사는 “주어진 환경 속

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었다.

김태형: 그냥 일반적이기보다는 좀 더 잘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개인차가 심한

데 우리 학교의 수학 수업은 그냥 중간 수준의 애들만 가르쳐준다. 그래

서 상위권은 못 배우고 하위권도 못 배워서 애들이 재미없다. 그래서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챗봇을 도입

해서 개별화 학습을 하면 애들의 어떤 수학 긍정 효능감 이런 것이 올라

가겠지? 성취감 이런 게 올라가겠지? 해보니까 된다. 어 이런 문제를 내

가 해결했네. 그럼 제 꿈에 한 발짝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쌓으면 제가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고.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2020. 8. 6.)

  일례로, 최근 김 교사는 자신의 꿈 중의 하나인 “재미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학의 성취는 좋은데, 흥미는 떨어지는 것”에 대

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수학 수

업을 계획하여 연구 대회에 출품하였다. 그는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

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했다. 김 교사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인공지능에 대

해 혼자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를 학습 도구로 개발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수

업을 마친 후 “챗봇”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관한] 정의적 특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자 그는 “희열을 느

낄” 정도로 성취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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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지민 교사의 이야기

 가. 교직 입직 이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

을까”

  박지민 교사는 사랑시의 학구열이 높은 도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예

술스러운 애, 자기주장도 확실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박 교사는 노

래하고 표현하는 직업인 뮤지컬 배우, 가수를 꿈꾸며, “원래는 음악을 

하려고” 예술중학교 준비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재능이 

좀 애매”했다고 평하며, 그 대신 “공부는 좀 잘 했”기에 음악 대신 

공부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 공부를 시작한 

박 교사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접지 못한 채,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성악”으로 진로를 틀기도 했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튼 진로로 인해 

그녀는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고 이는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수를 하게 된 그녀는 “성적에 맞추어” 아버지의 권유로 교육대학교

를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박 교사에게 막연히 “멋있게 보였던” 특정

한 교과를 가르치던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 같

아 보여 매력적인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실 원치 않게 교대에 진학하게 된 박 교사에게, 의외로 교대

는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잘 맞는” 곳이었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

급을 운영하는” 초등교사의 일은 그녀에게 약간 특이하지만, 매력적으

로 느껴졌다. 그녀는 예비교사 시절 교대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교과교육론”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음악에 대한 

미련을 잊지 못해” 대학 내에 있는 통기타 동아리에 들어가 리더로 활

발하게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던 박 교사는 대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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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휴학을 하게 된다. 초등교사가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시

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동기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과감하게 휴학을 결정하고,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시도했다. 

초등교사가 되면 교사로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녀가 꿈꾸던 일

을 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당시 학생의 신분

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특히 공연계 일은 파

트 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시간을 모두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휴학 동안 “라이브 카페 가수를 하기도 하고, 뮤지컬 

극단에서 작품을 하기도 하고, 교육연극을 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이 

시기의 시도들이 지금 그녀가 “현직에 와서 내 색깔을 갖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평했다.

연구자: 처음에 휴학할 때 선생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음악을 더 하고 싶으셔서 

확고한 의지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박지민: 약간, 어,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웃음) 그게 일단은 뮤지컬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휴학하기 1년 전부터,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뮤지컬에 엄청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뮤지컬 아마추어 극

단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앙상블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는 주연도 하게 되면서. 뭔가 오만함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요. 그니까 프로 극단에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으니

까 아예 그쪽으로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은 제가, 제 꿈을 이뤄보고 

싶은 생각?

연구자: 해봐야겠다?

박지민: 네. 근데 그게 저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아예 그만두거나 더 큰 페널

티를 감수하고 뮤지컬 배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니

까 잠깐 휴학을 하고 뮤지컬 공연을 하면 페이도 받고, 거기에 거의 붙

박이로 공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문인으로서. 대충 해도 안 되는 거

고.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꿈을 

연구자: 해 볼 수 있는?

박지민: 그쵸. 아마추어 극단에서 할 때도 약간 일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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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던 느낌이었다면, 휴학을 해서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면서 저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뤄보고 교사가 되어야지만 제가 후회를 안 할 것 같

더라구요. 저는 되게 지금도 교직이 잘 맞고, 그때도 교사가 너무 잘 맞

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20. 8. 24.)

  박 교사는 휴학 동안, 본래 꿈꾸었던 뮤지컬 배우가 되고자 여러 뮤지

컬 극단에 오디션을 보면서 그 문을 두드렸다. 그러다 그녀는 창작극단

에서 활동하며 직접 창작 뮤지컬을 올리기도 하고, 아마추어 뮤지컬 동

호회에서 여러 작품을 올리며“아마추어와 프로 사이”로 1년 정도 뮤지

컬 배우 생활을 경험한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사회참여 연극”에 우

연히 연이 닿게 되어 배우로 무대에 올랐다. 사회와 관련한 뚜렷한 메시

지를 담은 주제를 다루는 “교육연극”을 경험하며, 한때 박 교사는 

“배우이자 교사인 티칭아티스트”로서의 길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녀가 

참여했던 교육연극은 무대의 배우가 극 안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극 중

간에 적극적으로 관객들의 의견을 묻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깊이 생각

할 수 있게끔 발화하고 개입하는 식의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박 교

사는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공부를 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 더 극적으로 연출한 연극에 본인 박지민 역할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사는 이 “휴학의 기간을 단순히 1년 노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을”하고 싶었기에 교육과 관련된 활

동도 참여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교사는 또래 성교육 강사 과정

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

을 하게 된다. 그녀는 교대의 교육 실습 동안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데 비해, 오히려 “성교육 강사를 하면서 애들을 더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여러 학교

를 돌아다니며 “백 시간 이상의 강의 경험”을 쌓았다. 박 교사는 당시 

또래 성교육 강사 경험을 통해서 교사로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학생들 앞에 서는 “담력” 역시 키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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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사실 저는 교사도 되게 잘 맞고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을 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뮤지컬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음. 저는 뮤지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하고 싶고 가수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사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까를 휴학 막바지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학 생

활 1년을 하다 보니까 이 뮤지컬로 사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아이들도 

되게 그리웠거든요.

(2020. 8. 24.)

  박 교사는 휴학 동안 “꿈꾸던” 일들을 시도해보았기에 더 “행복

한” 마음으로 교사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휴학 말

미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과, 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만

족감을 둘 다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로 고민”

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교사도, 뮤지컬 배우도, 가수도 하고 싶었던 박 

교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 그녀는 이를 교사의 길 안에서“어떻게 하며 같이 할 수 

있을” 지를 모색하였다.

 나. 기간제 교사 시절: “교사보단, 싱어송라이터”

  박지민 교사는 임용고시를 본 후, 발령을 기다리는 1년 반 동안 기간

제 교사로 일하며, 동시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게 된다. 어렸을 때 가

수를 꿈꾸기도 했던 박 교사는 마음 한구석에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작곡할 때 “악기를 잘 다

루지 못해” 반주를 만들기 어려워 ‘미디’6) 학원에 등록하게 된 것이 

6) 그동안 음반을 제작하려면 녹음실을 계약하여 실제 악기 연주를 전문 엔지니어를 통
해 녹음해야 했는데, 미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한 사람이, 집에서도 모든 작
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작비도 훨씬 줄어들었다.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
람도 작곡을 하고, 악보를 출력하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악보를 이해하지 못해도 편곡이 가능해졌다. 미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음악과 친
숙해질 수 있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 (음향 기기 역사, 2013. 2. 25.,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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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음원을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가 된 계기였다. 박 교사는 곡을 

만드는 것과 발매를 모두 도와주는 학원에서 미디를 배우며 “멜로디에 

반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쓴 곡이 “반응이 좋아” 그녀

는 곡 쓰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어, 이 시기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

다. 박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병행하던 이때 자신

에게 기간제 교사보다는 “싱어송라이터가 더 업(業)”이었다고 회상했

다. 

  박 교사는 실제로 음원을 발매해보고, 또 직접 “행사를 뛰어보기도 

하면서” 음원 시장의 생리를 직, 간접적으로 이해하였다. 음원 시장에

서 하루에 수많은 곡이 발매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위치까

지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기에 실력 있는 아

티스트도 음원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현장에

서 “잘 나가지 않으면 너무 푸대접을 받는” 실정이었다. 또한, 아티스

트가 열심히 만든 노래들이 배급사 입장과 맞지 않으면 홍보 지원을 받

지 못하기에 아티스트들이 때로는 이에 맞춰주어야 하는 것을 보며 박 

교사는 이 업계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다. 

  한편, 박지민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하는 동안 음악과 과학 교과 전담

을 맡아 자신이 원하는 음악 창작 수업을 연구하고 연습할 수 있었다. 

박 교사는 현재 창작 수업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내용 대

부분은 “그때 다 연습”했다고 회상했다. 박 교사는 한 가지 창작 수업

을 만들고 이를 다섯 개의 반에서 시도해보며 학생들의 반응도 살피며 

어떤 것이“괜찮은” 수업인지 고민했다. 그녀는 “창작 능력이라는 것

이 기복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반을 수업하는 것은 자신만의 

작사 수업, 작곡 수업을 연구하는 데 한 반을 수업하는 것보다 더 도움

이 될 수 있었다고 평했다.

  박 교사는 자신이 발매한 음원 역시 창작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매한 대부분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자신

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녹여냈다. 즉 박 교사에게 있어 음악은 자신

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교사는 자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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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아이들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

각하며, 자신이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를 녹음하고, 발매했던 과정을 아

이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아이들이 그들

의 눈높이에서 직접 쓴 내용으로 함께 가사를 개사해보고, 희망하는 학

생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아 노래를 녹음하고 이를 음원으로 발매하

기도 했다. 

박지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만약에 아티스트로서 많이 그쪽에 

안 뛰어들어봤으면, 휴학이나 아니면은. 휴학 때는 이제 뮤지컬을 뮤지컬

의 세상을 안 거고 두 번째 발령 대기 기간에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둘 다 맛보기밖에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교직]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준 것 같아요.

연구자: 오히려, 거꾸로~?

박지민: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 그런 저의 재능이 사실 뮤지컬이나 그런 싱어송

라이터 이쪽에서는 뭔가 굉장히 폭발적인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저

도 끝까지 노력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안에서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2020. 8. 24.)

  박 교사는 정식 발령을 기다리며 기간제 교사를 하던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가수로서의 꿈을 시도하였다. 해보지 않았다면 “미련”

이 남았을 “꿈”을 직접 실현해보면서 그녀는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신

의 위치에 더 만족하게 된다. 박 교사는 음원 시장의 혹독함과 그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며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듦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녀는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유의

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가능성이 초

등교사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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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직 입직 이후: “창작 교육 전문가를 꿈꾸며”

  박지민 교사는 그녀가 자란 동네에 있는 구름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된다. 그녀는 그동안의 뮤지컬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한 지점, “내적

인 성장”을 이룩한 모습에서 뮤지컬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뮤지컬이라는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인들과 협업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자신을] 훨씬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된” 그녀는 

학생들과 직접 창작 뮤지컬 한 편을 만드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게 

되었다. 

  그러다 박 교사는 생각보다 그녀의 꿈을 훨씬 더 빨리 이루게 되었다. 

당시 5학년 담임이던 박 교사는 국어 시간에 읽기 제재로 유관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자, 동기유발 자료로 한 가수가 부른 독립운동가에 관한 노

래를 들려주었다.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학

생들이 예상치 못하게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자, 박 교사는 이에 착안하

여 학예회 준비 겸 짤막한 “5분짜리 코러스 뮤지컬”을 기획하게 된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던 박 교사는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옷이나 소품을 살 학교의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다 때마침 사랑시 교육

청의 예술 관련 사업 공문을 보고 이에 뮤지컬로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전에 박 교사 본인이 기생 독립운동의 내용을 다룬 뮤지컬에 배우로 섰

던 경험뿐 아니라,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

는 스토리, 콘티 작업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의 가창 지도까지 어렵지 않

게 지도할 수 있었다. 또한, 박 교사는 이 과정에서 창작 뮤지컬을 준비

하며 여러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자신의 

이러한 교육 활동이 학교 내 “막내” 교사로서 다른 선배 교사들의 눈

에 “튀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하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한 

차례, 또 교육청에서 주관한 관련 행사에서 한 차례, 이렇게 두 차례의 

창작 뮤지컬을 학생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린 박 교사는 그 이

후 학교 내 선배 교사들로부터 이러한 그녀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박 교사 역시 “학생들도 연기를 너무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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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퀄리티도 진짜 괜찮았던” 창작 뮤지컬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 큰 만

족감을 느꼈다. 박 교사는 그 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이나 학급 경영에 

있어 “탄탄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한편, 박 교사는 현재 교사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노래하는 “아티스트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박 교사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표현하

고, 또 이를 남기고자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한 

후, 여러 노래의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7) 또한, 그녀는 여전히 싱

어송라이터로서 음원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박 교사가 

음악을 하는 데서 찾는 의미는 변화하였다. 기간제 시절 싱어송라이터로

서 활동하던 박 교사에게 노래하는 것이 “업(業)”에 가까웠다면 현재

는 그녀가 교사로서 명확한 비전을 세우면서, 음악을 하는 것은 “박지

민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미”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박 교사는 현재 교사로서 “음악, 창작 교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명

확한 미래 전망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교육

의 모습”이 뚜렷하게 있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학교 안에서도 “[공식

적인] 부장”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어 하였다. 박 교

사는 최근 초등교사 사이에서 “자기만의 무엇”을 가지고 뚜렷한 전문

성을 세워나가는 교사들을 롤모델로 삼으며, 본인 역시 “창작 교육”이

나 “음악 교육”하면 박지민이 떠오를 정도로 “실력을 쌓고” 싶어 했

다. 이를 위해 현재 박 교사는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교사학습공동체에 구성원으로 혹은 운영진으로 활

동하며, 때로는 직접 리더가 되어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전문성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그녀는 대학원에 “교육연극”전

공으로 진학할지, “음악 교육”전공으로 진학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박지민: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면서 제가 교사를 엄청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건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7) 박 교사는 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커버 영상뿐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음악 지도 방
법,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쉽게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한 학습 자료(~노래, ~송)
를 업로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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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제가 해봤던 시도 해

봤던 것들을 애들한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들도 작곡을 

체험해볼 수 있고 자기만의 노래를 만드는 것도 저는 표현의 하나, 일종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표현을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뭐 내 

생각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존재를 세상에 표현하는 것. 그걸 표현하

면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

는 저희 반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거를 제일 우선시 여기거든요.

(2020. 8. 24.)

  박 교사는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고유한 맥락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그녀가 

하는 뮤지컬 교육은 “전 교과를 통합”하는 것이기에, “모든 과목을 

다 적용하면서 뮤지컬을 만드는 것”은 박 교사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었다. 박 교사는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자기가 재주가 있거나, 

취미가 있거나 하면은 그것을 계속 닦아서 교육으로만 연계를 시키면, 

이게 다 엄청, 교사로서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 표현했다. “사람을 좋

아하고 정이 많은” 그녀의 성격과도 초등교사의 일이 잘 맞으면서 그녀

는 현재 자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선택”을 했다고 느끼고 있

다.

4. 전정아 교사의 이야기

 가. 교직 입직 이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교대를 갔다”

  전정아 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대학교를 지원하기 전까지 초등

교사가 되는 것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국제사회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일을 하기에 용이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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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런 쪽”을 전공하기를 희망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한 그녀는 당시 UN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글로벌”한 일을 하기를 원

했다. 그러나 전 교사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의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

아, “성적에 맞추다 보니” 교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당시 전 교사가 

보기에 교대는 많은 이들이 가길 바라는 대학이자, “인정” 받는 곳 같

았다. 또한, 그녀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월급을 받는 안정

적인 삶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웬만하면 좋게좋게 생각

하고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지닌 전 교사는 당시에 “기

쁜” 마음으로 교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교대에 진학하게 된 전 교사는 “철저하게 유능하고 부

름 받은 교사”로서 살고 싶었으며, 마음 한 켠에는 “그래야 할 것 같

다”라는 의무감도 있었다. 그러나 전 교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당시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답게 행복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교대에 진학하게 되

었다고 회상했다. 이는 추후 그녀가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근무할 때, 

또 휴직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고민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교 시절 인문계열이었던 전 교사는 교대 내 심화 전공으로 수학

교육과를 택해서 초반에는 “수학이 너무 힘들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좋은 교수를 만나 수학 교육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수학 교육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져 이에 집중하려고 했던 전 교사는 1년 동안

의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계기로 자신이 “진짜 재밌어서 했던 것”

이 사실 이러한 “글로벌한” 이슈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녀는 당시 미국에서 하루에 어학원 수업과 사범대 수업을 모두 들으면

서, “다양한 문화권 애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웠

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도시의 정의롭지 못한 면”들을 주제로 한 소

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상이 진짜 

다채롭고 어두운 면도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미국의 교환

학생 경험은 교대에 들어와 “교사와 수학 교육”만 바라보며 살던 전 

교사가 자신의 “원래 관심사”로 되돌아오게 했다. 



- 65 -

 나. 6년 동안의 교사 생활: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다”

  전정아 교사는 초록도의 큰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전 교사는 당시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하고,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은, 야무진 교사”라 표현했다. 그녀는 신규 교사 시절 

“교사로 태어난 사람”으로 교사는 “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

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전 교사는 초등교사라는 일이 “나에게 어

떤 보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시기 동안 교사로서 아

이들을 키워내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전 교사는 당시 자신의 모습이 교사로서의 모습과 본래 

‘나’로서의 모습의 “교집합이 매우 컸”던 시기였다고 평했다.

전정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도 계속 음... 교

사 나는 뭐.. 부름 받은 교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

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사로서도 유능함을 증명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압박 있잖아. 그런 게 있었어. 응. 막 되게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그런...

(2020. 5. 6.)

  전 교사는 교직 초반 신규 교사였기에 “뭘 해도 어설프게 보는” 주

변의 시선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공부를 더 해봐야겠

다는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그녀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가

장 큰 동기는 그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국제사회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교수님도 너무 좋았고”, 

또 예전부터 원하던 분야였기에 전 교사는 당시 대학원 공부가 너무 즐

거웠다. 

  당시 대학원에서 국제사회 교육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전 교사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교수학습 방법도 익히며 “전문성”을 쌓으려 노력했

다. 전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뭐를 해야 한다”라고 뜨는 내용에 대

해서 “배워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느꼈고 또 실제로 배우기 위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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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도를 하기도 했다. 전 교사는 부지런히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나, 

당시 그녀가 근무하던 지역 학교가 묶여있던 클러스터에 있는 수석 교사

들, 특기가 있는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전 

교사는 익히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하던 그런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교수법들이 자신에게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 지쳐갔

다. 그보다 전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하며 힘을 얻고 즐거웠던 

순간은 자신이 좋아하던 국제사회의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 교사에게 이런 활동들이 크게 중요치 않

게 느껴졌다.

전정아: 지금은, 쉬면서 그리고 내가 책 작업을 하면서 내가 잘 하는 것은 뭐 협

동학습을 잘 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음. 그런 운

영 방식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지만.

연구자: 스킬?

전정아: 스킬. 근데, 내가 잘 하는 건 애들하고 그냥 아침에 어제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이거 같이 그냥 뉴스 한 장면하고 이것에 대해 얘기

를 하는 것만으로 나는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냥 애들하

고 얘기하는 것.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별게 아닌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연구자: 그때는?

전정아: 그때는. 근데 이게 굉장히 내가 학교생활을 애들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느

낌을 받는데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능력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았던 거지.

연구자: 그 당시에는?

전정아: 응. 6학년 할 때도 애들이랑 뉴스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지만, 

나는 뭔가 또 다른 스킬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잘 하는 게 맞았고. 나는 그냥 그걸로 할 거야. (웃음)

(2020. 7. 28.)

  전 교사는 휴직 이전 6년 동안의 교사 생활이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 

보내던 바쁜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교직 2년차에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결혼과 함께 남편의 직장 때문에 사

랑시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다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전 교사

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동시에 그 외의 시간에는 사랑시의 임용고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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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녀는 5년 동안의 초록도 교사 생

활을 마치고 6년차에 사랑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매우 큰 사랑초등학교

에 새로 발령받게 된다.

전정아: 음.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적인 충족이 뭔가 항상 목이 말랐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책이

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의 깊이도 더하고 싶은데 그걸 다 하기에는 시

간이 별로 없잖아. 수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수업 맨날. 닥치는 

것 맨날맨날 해치우듯이 해야 하고 거기에 뭔가 도태된 것 같으니까 대

학원을 다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지. 대학원을 다

닐 때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학교생활까지 충실히 하기가 힘들었으니

까. 하나씩은 조금씩 소홀했고. 음.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가. 뭐랄까. 내면의, 만족이 없이 바쁘게만 살다가. 

(2020. 7. 28.)

  전 교사는 바쁘게 보낸 이 시기 동안 오히려 “내면의 만족”은 찾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끊임없이 “6년 내내 뭔갈 하고 있었던” 전 교사는 

당시 그런 자신이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전 교사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취해 있던 당시 자신의 모습

이 돌이켜보면 본인에게 되게 “소모적”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그녀

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기도 했고, 또 책도 꾸준히 읽어

가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여

전히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건가?”라는 의문을 안고 있었다.

 다. 휴직 이후의 현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길을 

결정할 용기가 생겼어”

  전정아 교사는 6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한 이후, 현재까지 휴직 중이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바쁘게” 살았던 전 교사에게 휴직 기간

은 처음으로 “시간이 하염없이 많았던” 시기였다. 전 교사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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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오히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내적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느꼈다. 우연히 공부하는 인간에 관한 책을 읽고서, 

전 교사는 자신이 이렇게 “내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하는 사람임

을 깨닫고, 동네 엄마들을 모아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독서 모임에서 전 교사는 읽고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사람”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 교사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자

신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주제는 “당연히 교육”이라 생각하여 교육과 

사회에 관한 그녀의 시각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게 된다. 전 교사는 

“글을 써야 행복하고, 숨 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글 쓰는 것이 

너무 좋고 “자신과 맞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 교사는 에세이를 출간

한 이후, 교육 언론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인된 작가만이 

글을 기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에세이 연재를 시작했다. 

  휴직을 하는 동안 전 교사는 초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의 응답을 기다리

며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논술을 첨삭해주는 “재능기부”를 시작

했다. 교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책에 교육과 관련한 제도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에 대해 “한 게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작가로서 책을 읽는 독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그들이 자

신이 쓴 책의 “영향을 받게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다. 처음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

육대학생, 사범대학생들의 글을 간단히 “읽어주려고” 했던 전 교사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이후 그녀의 교육학 

설명이 이해가 잘 돼서 이 부분만 따로 설명해달라는 예비교사들의 요청

이 있어, 전 교사는 직접 유튜브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한 교육학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 내가 교사를 왜 하는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전정아: 어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학교에 돌아가야 되나.

연구자: 진지하게 언니가 그때 많이 생각을?

전정아: 응 그렇지. 나는 지금 이렇게 그냥 프리랜서처럼 사는 게 너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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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거기를 돌아간다면 진짜로 행복할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휴직하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잖

아. 복지도 좋고 안정적이고. 근데 나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는 걸 이제 

못 느끼겠는데? 왜냐면 쉬면서 이게 더 좋다는 걸 느꼈으니까. 쉬면서 책 

읽고 글 쓴다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안정

적이고 워라밸? 워라밸의 기준이 뭐냐 그 워라밸 안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초등교사가 시간이 

많고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것만 보고서 워라밸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 시선이죠, 사회적 시선.

전정아: 그렇지. 근데 정작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나답지 못한다면 워라밸

이 높은 게 아니거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2020. 5. 6.)

  전 교사는 학교를 떠나 휴직하는 동안 글을 쓰고, 온라인으로 예비교

사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성찰해볼 수 있었

다. 특히 글을 쓰며 이전에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던 진정한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글 쓰는 사람”

으로 공고히 한다. 

5. 요약

  지금까지 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각자의 고유한 맥락과 상황으로 인해 이야기 속에

서 이들이 주변과의 갈등 혹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했던 주

요한 국면은 조금씩 달랐다. 이 절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

들이 경험한 정체성 갈등의 장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교직 입직 이후 민윤지 교사는 연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고,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 A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하면서, 그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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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다 민 교사는 교직 생활 4년차쯤,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깊은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A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교수학습 자료

들을 내보이면서 민 교사는 지인들, 동료 교사들로부터 능력 있고 뛰어

난 교사라는 평을 얻게 된다. 하지만 민 교사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시

선과 달리 교실에서 자신의 실천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기준에 불

만족스럽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업이나, 학생, 학부모와 맺

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정말 잘 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었을 때 쉽게 

답하기 어려웠던 민 교사는 당시 “좀 회의감”을 느끼며 “괴로웠”다. 

민 교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본질”적인 것에 대해 “집착”하

고 “고민”하게 된다. 이후 민 교사는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공부하

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중시하는 두 번째 학교의 동료 교사들을 만나

며 교사로서 자신의 지향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전에는 자신

이 만든 컨텐츠가 널리 쓰이고, 보기 좋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던 민 

교사는 이제 자신의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

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한다. 

  김태형 교사는 교직 첫해,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싶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와의 마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

다. 그런 와중에도 김 교사는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에 관

한 유의미한 결과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좋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기를 바랐다. 그러나 관리자나 선배 교사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시도가 신규 교사에게는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연구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했던 김 교사는 이러한 주변의 반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후 그는 2년 동안의 군 생활 이후 현재에는 

그를 존중하는 새로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전에 비해서 편안한 마음으

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김 교사는 자신이 관심 있는 소프트웨

어 교육을 활용한 수업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박지민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나 가수가 되어 음악을 하고 

싶어 하였다. 박 교사는 아버지의 권유로 교대에 진학하게 되었으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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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 시절 여전히 음악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 창작극단이나 뮤

지컬 배우가 되어 다양한 학교 밖 경험을 했던 박 교사는 교사로서 학교

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 역시 너무 “좋았”다. 휴학 막바지 시기에 그

녀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였다. 교직 입직 이후, 박 교사는 

학생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뮤지컬 경험이나, 창작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박지민만의’ 창작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전정아 교사는 교사의 길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당시에 교직이 갖는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주변 어른들의 좋은 인식과 함께, “성적에 맞추

어” 교대에 진학하였다. 교직 입직 이후, 전 교사는 자신이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6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시

도하고 익히면서 매우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그녀는 결혼 후 휴직 

동안 처음으로 자신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허락하며 교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된다. 교사 생활 동안 늘 열심히 살면서도 내

면의 만족은 느끼기 어려웠던 전 교사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하지 못한 채 교대를 선택한 것이 

배경으로 자리했을 것이라 평했다. 이 시기에 자신은 글을 “읽고 쓸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전 교사는 작가가 되어 교육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담긴 책을 출판하였다. 전 교사는 교사다움을 강조

하는 보통의 사회적 시선과 달리,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교사로

서의 “사명감”과 대치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 교사는 현재에도 교육

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에세이를 연재하며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

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이처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각자의 맥락에서 때로는 정체성 갈등

을 겪기도 했으며 교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때로는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자신의 이미지와 실제 스스로에 대

한 평가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교사의 길과 자신이 본래 

꿈꾸던 길 사이에서 진로 고민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 다른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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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교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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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

이 장에서는 Ⅳ장에서 살펴보았던 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

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 해석한다. Ⅳ장에서는 각기 다른 맥락에 있는 네 연구 참여자들의 고

유한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반

면, 이 장에서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

나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을 밝히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연구자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본 장을 구성하였다. 

‘외·내적인 성취감 추구’, ‘학교 안팎 맥락과의 상호작용’, ‘개인

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연결짓기’가 그것이다. 우선 첫 번째 절에

서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추동했던 ‘성취감’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절에서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정체성이 학교 

안팎의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본다. 여기서는 밀레니얼 초

등교사들이 놓인 학교 안팎의 맥락을 모두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절에서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고유한 생애 경험을 통

해 형성한 개인적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어떻게 연결하

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Ⅳ장과 Ⅴ장의 앞 절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밀

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추후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Ⅱ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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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내적 성취감의 추구

 가. 외부로부터 인정을 통한 성취감

  연구 참여자들은 교직 초반 시기에 외부로부터 능력 있는 교사로 인정

받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능력 있는 교사란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뿐 아니라 행정 업무에도 능

통하고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이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교사라 표현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능한 교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

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공식적 혹

은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래 전정아 교사의 경

우, 특히 교직 초반에는 “유능함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전정아: 교사를 하면서도 계속 음... 교사 나는 뭐.. 부름 받은 교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사로서도 유능함

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있잖아. 그런 게 있었어. 응. 막 되게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그런. 

(2020. 5. 7.)

  연구 참여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을 때 외부로부터 인정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강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윤지 

교사는 첫 번째 학교에서 그녀의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선배 교사

들과 함께 연구 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수준에서 꽤 높은 성적을 거두었

다. 민윤지 교사는 수상 실적을 통한 공식적인 인정뿐 아니라 그녀가 근

무하던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비슷하게 

김태형 교사 역시, 교직 입직 이전부터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외부 활동

에 참여하고 이 경험들이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김

태형 교사는 “좋은 수업 탐구 대회”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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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다양한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된 이후에도 

연구 대회에 자신의 수업 연구 내용을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자체를 

자신의 실천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여기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업은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그 과정

에서 자신이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에 더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민윤지: 신규 교사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그니

까 그때부터는 원래 약간 나는 칭찬을 해주면 약간 더 잘하고 비판을 받

으면은 더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때 또 성취욕이 막 올라오고. 잊었던 

그, 그게 뿜뿜.

(2020. 7. 27.)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더욱더 이러한 성취감을 

유지하고 이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초등교사

들은 이 과정에서 “기쁨”,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을 느꼈으

며, 이는 자신의 실천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 예로 예비교

사 시절 교대에서는“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부재했다고 평했던 민윤지 

교사는 첫 번째 학교에서 얻었던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인정과 입상 경험

을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 이후 민윤지 교

사가 학교 안팎의 맥락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데 있어 발판으로 작용

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공적”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전달할 수 있기에 성취감을 느꼈던 경우도 

있었다. 김태형 교사는 자신이 “연구 대회”에서 입상할 때 결과물 자

체가 잘 나왔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과

정에서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비슷하게 박지민 교사 역시 자신의 전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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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 “음악 창작 교육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며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박지민 교사는 

언젠가는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부의 공식적인“부장”으로 일하고 싶어 

하였다. 

  이처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인정은 때로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나 실천에 더욱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래 김태형 교사의 표현처럼 아직 “권위”가 부족한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말하고자 하

는 바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형: 또 굳이 연구 대회를 했던 이유는 어. 뭐 그런 통계 결과, 뭐 저 이렇게 

했어요, 통계 결과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랑 연구 대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입상을 해서 증

빙이 된 걸로 사람들한테 어 저 이런 것 해서 이런 상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 받을 정도로 증빙된 자료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

는 거랑

연구자: 약간 신뢰성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태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랑, 그냥 권위가 없이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랑 그 영

향력이 다르다.

(2020. 8. 25.)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외부로부터 인정

받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외부란 학

교 안에서 만나는 동료 교사의 관계부터, “연구 대회”와 같은 공식적

인 장까지 이들을 둘러싼 맥락 전반을 일컫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

정에서 자신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외부로

부터의 인정을 받는 경험은 이들이 자신이 잘 해내고 있다는 “효능감”

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밀레니얼 초등

교사들이 능력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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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인정 경험은 이들이 자신의 실천의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

도록 도왔다는 점이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바

탕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느끼고 

해석하는지, 즉 감정과 결부되어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Zembylas, 2003). 

 나. 내적인 만족을 통한 성취감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로부터 인정에서 얻어지는 성취감뿐 아니라 자신

의 실천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이 충족되어 내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

취감은 외부로부터의 인정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과정

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고유한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에서 느껴지는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성취감과 함께 내적인 만족감 

역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다양한 시도를 추동하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목표들이 미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목표”, “꿈”에 가까이 갈 때 강하게 내적인 만족감

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민 교사의 경우, 예비교사 시절 휴학 기간의 

다양한 학교 밖 경험을 토대로 현재 설정한 목표는 “창작 교육 전문

가”이다. 박지민 교사는 교사로서 자신의 “꿈”이 학생들과 함께 뮤지

컬 만드는 것이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 발령 첫해에 이를 생각보다 빨

리 이루게 되어 굉장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태형 교

사 역시 “재미있는 교육”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교실에서 학생들

이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겪는 정의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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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김태형 교사는 이는 곧 자

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 여겼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본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 “나답

다”라고 느끼며 내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아 교사

에게 교사 생활 동안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주요

한 관심사였던 국제사회에 관한 뉴스를 이야기하던 순간이었다. 당시에 

전정아 교사는 그러한 작은 순간들이 자신의 교사 실천에 큰 내적인 만

족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전정아 교사는 휴직 

이후 교사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는 전정아 교사가 “열심히 사느라 바빴던” 교직 

생활 시기와 달리 시간이 많아진 휴직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

로 “행복”하고 “나답다”라고 느끼는지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내적인 만족감을 경험하는 순간은 흔

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전문적인 기준들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었

다. 그보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목표로 삼는 바

를 이루는 과정을 더 의미 있게 경험하고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성취감이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했다면, 내적

인 만족감은 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 동기이자 원천으로 기능

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나 “연

구”하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윤지 교사는 자신이 열망

했던 “본질”에 가까운 미술교육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석 교사의 

미술 수업을 찾아보러 다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론적 공부를 계속하

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그 결과 충분히 

만족할만한 “완전한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어렴

풋이 그에 “가까워”졌기에 민 교사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

다. 김태형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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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챗봇 만드는 방법을 

혼자 연구하고 익혀 실제로 개발하여 수업 장면에 활용하였다.

민윤지: 그치, 워커홀릭이 엄청 심했고. 되게 중독성 있잖아. 막 성취욕을 더 느끼

는 게. 내가 막 무엇을 더욱 배우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

아. 내가 공부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 와. 연수 가서 그림이든 무엇

을 배워 와. 놀이를 배웠어. 그럼 그거를 막 바로 내일 우리 교실에서 해

볼 수 있잖아. 애들이랑. 그럼 또 애들이 좋아하고.

연구자: 아, 그렇게 막 선순환 같이?

민윤지: 어, 그리고 거기는 별로 이제 그런 연수를 많이 들으러 다니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안정된 학군이고. 되게 튀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조금 

해도, 주변에서 아, 너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분위기였어.

(2020. 7. 26.)

김태형: 누가 저한테 챗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연구자: 네~

김태형: 챗봇이나 인공지능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아 

이런 것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공

지능이면 뭐가 있을까? 챗봇이 있네. 챗봇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하

면서 챗봇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방

법도 있는데 어,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네?

연구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김태형: 네. 그래서 챗봇 도구도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이렇게 이미지도 있고 또 

B 메신저가 확장성이 좋잖아요.

(2020. 8. 25.)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내적인 만

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승진

과 같은 전통적인 경력 궤도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에 가까웠다(김재원·정바울, 2018). 이들의 목표는 연구 참여자들 각

각의 고유한 생애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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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때 더욱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

었다. 이는 국내 밀레니얼 세대의 경험적 연구에서 드러난 특징인 ‘스

스로 즐겁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가영, 2019).

2. 학교 안팎 맥락과의 상호작용

 가. 학교 안 맥락과의 상호작용

  (1) 미성숙하게 보는 시선에 온전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이전 세대의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자신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 시선에 대응했는지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학교 안 시선

은 이들의 실천에 영향을 끼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세대로 이루

어진 학교 조직 속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과 젊은 나이로 인해 아직 

교사로서 결핍된, 더 배워야 할 게 많은 미성숙한 존재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특히 교직 경력이 4년 미만인 김태형 교사나 박지민 교사의 경우 

학교 내에서 주로 “막내”나 “신규”로 불리고 있었다. 전정아 교사 

역시 자신이 교직 초반에는 나이 차가 있는 선배 교사들 사이에서“어리

고 싹싹한 신규”처럼 보였을 것이라 말했다.

  학교 안의 이러한 시선은 때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을 제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무언가를 시

도하는 데 있어 성취감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안

에서도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현 상황 속에서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었다. 예컨대, 김태형 교사는 학교 내에

서 발견한 학생들의 수학 학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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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고, 이를 연구 대회에 출품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에

게 김태형 교사의 시도는 “신규 1년 차도 안 된” 그에게 적합하지 않

은 것처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태형 교사는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아 

교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물리적인 제약을 겪게 되었다. 

김태형: 신규 때 제일 힘들었죠. 관리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좋은 수업

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왜 나를 막고 잘못되었

다, 라고 하고 힘들게 하지?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2020. 8. 6.)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선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성취감에 대한 열망을 숨기며 “튀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

다. 박지민 교사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명확

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 안에서는 이를 잘 드러내지 않고 “필터링”하여 표현한다

고 말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어렵다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교직 첫해 

특히 더 수직적이었던 학교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김

태형 교사에게 “그냥 넘어가지 왜 그랬냐”라는 반응이 되돌아왔으며, 

이는 그가 더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

우도 있으므로 “조심”하고 “참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박지민 교

사는 혹시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허락을 받지 못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쓰고 있으

며, 최대한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박지민: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둘 다 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되

게 억울했던 적도 많았던 건. 음. 옛날에는 아이유가 콘서트에서 한 말 중

에. 꿈이 있는 사람은 약점이 많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학

교에서도 제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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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쵸. 근데 그 겸직은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해요. 근데 

저희 교장 선생님 다들 너무 좋으셨고, 다들 아주 흔쾌히 겸직 허락을 해

주셨지만 저는 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틀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 어. 참고 뭔가 일해야 할 때도 있고. 

말 하나 하는 데도 조심해야 하고.

연구자: 오히려 내가 잘못,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박지민: 그쵸. 이게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칭찬을 해주시면, 엄청 칭찬 

거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교육 말고 다른 뭔가를 하는 거잖아

요? 그래서 이걸 진짜 깔려면은 깔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구

요. 맘먹고 깔려고 하면, 그리고,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어떤 교사의 그런 활동들을 보려면, 학교장 재량. 이게 많더라구요. 

(2020. 8. 24.)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낮은 경력과 젊은 나이로 인해 학교 안에

서 “신규”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존재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었다. 밀레니얼 교사들에 대한 이러한 시선은 때로는 이들의 

실천을 제약할 수도 있기에, 이들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윗세대 동료 교

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대응방식을 활용하였다.

  (2)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 활용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초등교사는 다른 학교급과 구분되게 학급 담임으로서 전 

교과를 모두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이정표, 2019). 이러한 초등교육과정

의 포괄성은 교사들이 자기-표현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재능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Nias, 1989).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초등

교육과정의 포괄성은 초등교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보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은 말 

그대로 다양한 것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는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흥미, 관심사를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박지민 교사는 “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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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많”다고 표현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을 활용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수 실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교사로서 열 개의 교과를 모두 가르치기에 그중,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특정 교과 교육과정에 엮어내거나 자신의 관심

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어

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고, 잠시 디자이너를 꿈꾸던 민윤지 교사의 

경우 자신의 이러한 흥미를 미술 교육과정에 녹여내며 현재 활발하게 미

술교육 관련 수업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박지민 교사의 경우 자신의 

관심 분야인 뮤지컬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박지민 교사는 자신의 학급 학생들과 한 편의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하여 

음악과, 사회과, 국어과, 미술과 등 다양한 교과를 재구성하였다. 유사하

게, 김태형 교사 역시 자신이 관심 있는 인공지능 분야를 수학과와 연계

하여 인공지능 교사(챗봇)를 활용한 수학 수업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박지민: 원래 제 꿈이 뮤지컬 만드는 거였거든요, 애들이랑? 근데, 어 정말 빨리 

그게 실현이 됐어요. 첫 담임일 때 실현이 됐는데, 너무 저는 잘 만들어

진 것 같은 거에요. 되게 

연구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민: 네네. 학부모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퀄리티가 진짜 괜찮았어요. 애들도 너

무 연기를 잘했고. 그래서 너무 진짜 만족이 컸었고 그러면서 제가 약간 

탄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 (생략) ... 음악 수업을 이제 기간제 동

안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실력이 생겼다면, 이제 작년에는 학급 경영을 하

면서 음악을 많이 녹였거든요? 그래서 반가 만들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뮤지컬을 만들면서 그 국어 시간에 뭐 

만들고 다 나눠서 했거든요. 사회 시간에는 뭐 하면서 약간 재구성, 교육

과정 재구성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교수학습에 대해서.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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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교사를 들여오게 된 계기가, 그 

최근에 과거까지는 안 됐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지면서 인공

지능을 교육 현장에 데려오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어요. 연구나 이런 게. 효과성 이런 게. 그래서 아. 그러면 인

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발전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해보고 그 맞춤형 교육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한 인공지능 교사는 

아니지만, B 메신저에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어요.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학 수업 시간에 이제 정해진 학습 목표는 있겠지만 그 학습 

목표에서 그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해요. B 메신저를 켜고 이제 스

토리텔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해요.

(2020. 8. 25.)

  두 번째 방식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개설하여 조직하였

다. 민윤지 교사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있는 교과 교육과정과 달리 창

의적 체험활동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과 방법 선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

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하며, 자신은 “그때 그때 흥미로운 것”을 가

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와 동아리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민윤지 교

사는 본래 관심사인 미술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자신의 당시 관심

사에 따라서 영화 동아리에서부터 뜨개질 공예 동아리까지 다양한 동아

리를 개설하였다. 

민윤지: 동아리라는 게 정해진 교육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동아리 내용 자체 취

지가 내가 특기와 적성에 맞는 뭔가를 계발하는 거잖아. 

연구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약간 꽂아서 하셨군요, 동아리에.

민윤지: 그쵸. 동아리가 그게 좋잖아. 그래서 동아리 시간이 되게 소중해. 항상 내

가 그때그때 흥미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 올해 하는 것은 디지털. 디

지털 매체부라고 해서 올해 이제 원격 수업하면서 (생략)

(2020. 8. 8.)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교육으로 끌어올 수 있는 초등

교육과정의 포괄성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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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초등교직을 선택하는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교사가 된 이

후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학교 밖 맥락과의 상호작용

  (1)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고, 온라인 매체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

동 양상은 크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네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별로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종류, 사용 목

적, 사용 양상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생산자가 되기도, 또 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였다.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

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일종의 ‘자기표현의 장’

으로 기능하였다. 박지민 교사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그녀

는 이 채널에 뮤지컬 넘버나 가요 커버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아티스트

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여기서 박지민 교사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창작 교육 교수법을 업로드하며 그녀가 목표로 삼는 

‘창작 교육 전문가’의 면모도 드러내고 있었다. 김태형 교사는 유튜브

를 언급하며, 자신이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래에 여유가 생

긴다면 꼭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성장하는 이야기, 자신의 학급 운영 

장면, 자신의 관심사인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자기 채널에 

업로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전정아 교사의 경우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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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담

아내고 있었다. 

전정아: 내 교육학 클립, 내 유튜브가 재미있는 면과 힘든 면도 있지만, 재미있는 

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내 취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약간 내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갈등론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

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는 계급 재생산을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비판

적인 관점에서 내 맘대로 해도, 내 채널이니까. ... 음. 나만의 특색있는 

교육학이 나온다는 거?

(2020. 9. 22.)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교수 실천과 관련지

으며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평소 민윤지 교사는 현재 자신이 가

르치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트

렌디”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최근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들을 찾아 수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로 기능하였다. 

또한, 고학년 담임을 맡은 민 교사는 현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밀

레니얼 세대보다 온라인 환경에 더욱 친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

의 생활지도에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례로 그녀는 학생들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주로 보는지를 조사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학생들의 채널은 직접 찾아가서 혹시 학생들

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지 확

인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무하는 학교 밖의 

다른 교사들이나 외부 기관 등 다양한 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모습

을 보였다. 전정아 교사의 경우, 교육학 클립이 담긴 유튜브 채널을 근 

2년간 활발히 운영하며 그녀의 영향을 받은 예비교사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페이스북에서 그녀보다 윗세대 선배 교사들과 활발히 교

류하였다. 현재 휴직 중인 전정아 교사는 학교를 떠나 있지만,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교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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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다양한 제안

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그녀가 새로운 시

도를 해볼 수 있게끔 했다며 소셜미디어의 활용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했

다. 그 예로, 박지민 교사는 지역 교육청에서 먼저 동영상 컨텐츠를 함

께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으며, 다른 교사들로부터 교수학습 자료

를 함께 개발해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셜미디어 이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최근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확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인디스쿨’과 같은 초등교사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존재했지만, 

여기서 소개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좀 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차별화된다. 예컨대 ‘인디스쿨’의 경우, 교사가 교수학

습 자료와 담임으로서 행정 업무의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일들을 공유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그 

사용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반면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

폼은 자신만의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컨텐

츠를 공유하도록 돕겠다는 초점을 지니고 있다. 

  김태형 교사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K 기관에서 개설한 교사학습 

플랫폼인 ‘K 플랫폼’에서 강사인 ‘K 샘’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자신의 지향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데 관심이 많던 김태형 교사

에게 K 플랫폼은 그가 그동안 공부해온 AI 교육에 대해 다른 교사들에

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었다. 연수 강사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최소 몇 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나 기존 강의 경험을 요구하는 다

른 연수원과 달리, K 플랫폼은 자신의 컨텐츠를 강의계획서에 잘 풀어내

면 “누구나 K 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김 교사는 자기표현의 기회로 

삼았다. 

김태형: 요즘 시대가 전문가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이제 또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나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보다 더 이제 제가 배울 때 힘들었던 그런 길을 겪



- 88 -

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겠다, 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구요. 또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메신저가 되

라,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자신

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했어요. 이제 가치 있는 뭔가를 창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올해 목표가 이제 책 쓰는 거랑 강의를 해 

보는 건데. 제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

잖아요. ... (생략) ... 뭐 공람에, 제가 항상 공람을 이렇게 관심 있는 것

을 찾아보는데. 이제 K 기관에서 K 플랫폼 개설, 이라는 것을 눌러보니

까 어 연수 강사를 모집한대요. 그리고 그 분야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19 

상황 때문인지 뭐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요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전공 분

야다. 그래서 또 신청하는 것에 강사 경력이나 이런 게 없더라구요. 보통 

이제 다른 공람 공문 보면, 뭐.

(2020. 11. 1.)

  전정아 교사의 경우, “교사들이 자유롭게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T 플랫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해당 플랫

폼에서 다른 교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을 돕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T 플랫폼은 밀레니얼 교사를 위한 공간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들이 전정아 교사의 사례처럼 교사 주도의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이

나 교사들의 다양한 창작품의 판매, 전자책 발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형 교사와 전정아 교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누구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크리에이터” 또는 “K 샘”이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장할 기회의 장을 제

공하였다. 말하자면,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교사로서 지향하는 

가치나 신념들을 실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를 시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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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사람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표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Olsen, 2006). 둘째,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온라인 환경의 연결성은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에게 오프라인의 

한계에서 벗어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함께 할 학교 밖 동료 교사 찾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에서 함께 할 동료 교사들을 찾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료 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찾고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공부”하거나 “연

구”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밀레니얼 초등교

사들은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

루기 위해 “공부”나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의 파

트너가 될 동료 교사들을 학교 바깥에서 찾게 된 것이다. 또한, 연구 참

여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신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를 함께 할 동료들을 찾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밖에서 함께할 동료 교사를 찾고, 함께 활동하

는 양상은 세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이미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

여하거나 본인이 새로운 교사학습공동체를 직접 만들어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였다. 민윤지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 큰 규모의 교사학습공

동체인 A 모임에서 활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자신이 원하던 본질에 

더 가까운 수업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비슷한 또래로 구성된 학

교 간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민 교사는 당시 1급 정교사 연

수를 받으면서 반드시 함께할 동료를 찾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기도 했으

며, 실제로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과 함께 그녀가 근무하는 하늘시 교육

청의 지원을 받아 교사학습공동체를 꾸렸다. 박지민 교사 역시 교사 뮤

지컬 동호회 B 모임에서 활동하다가 뮤지컬 교육을 “연구”하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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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본인처럼 연구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찾아 학교 간 교사학습공동체

를 만들어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였다. 김

태형 교사는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신

과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동료 교사들을 찾아 멘토링을 해주는 경

우였다. 전정아 교사는 T 플랫폼의 C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처럼 

“교사 이외의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뜻과 맞는 동료 교사들을 찾고, 

또 함께 활동하면서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민윤지 교사는 A 모

임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허용적이고, 지원적인 분위기를 경

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비슷하게 박지민 교사 역시 자신

이 근무하는 학교 안에서와는 달리, 학교 밖에서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능력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동료 교

사들과 서로 가르치고 함께 배우기도 했으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통해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예컨대 민윤지 교사의 경우, A 모임이나 자신이 만든 교사학습공동

체에서 교사들끼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 혹은 새롭게 공부하고 연

수를 들어 알게 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자신의 학급에 적

용하는 식의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을 

찾고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밀레니얼 초등

교사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함

께 할 동료가 필요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다양한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이를 자신

이 직접 만들기도 했으며, 대학원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뜻과 맞

는 동료 교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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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연결 짓기

 가. 전문적 정체성의 자원으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의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고유한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과 교

사의 전문적인 교수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개인적 정체성이란 교사들의 흥미나 

관심사, 가치와 신념, 성격이나 성향과 같은 기질을 포괄한다. 개인적 정

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은 두 가지 양상을 띠었다.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이 ‘자신의 흥미, 관심사’를 교사로서의 실천과 연결하는 것과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교사로서의 실천에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자는 박지민 교사가 음악에 대한 애정을 뮤지컬 교육, 창작 교육

으로 녹여내는 것, 후자는 민윤지 교사가 사회에 기여 하는 것을 중시하

여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 하는 경험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잘 예시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 짓는 구체적

인 방식은 상이했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연결에서 찾은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였다. 말하자면, 연구 참여자

들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전문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어떤 것을 다 가져와도 적용할 수 있

는” 초등교육과정의 포괄성은 이러한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

체성을 연결 짓는 실천들이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래와 같이 교사가 경험하고 체험

한 바가 모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예비교사 시절 의미 있는 경험

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태형 교사의 언급이 이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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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나는 좀 다른 것을 해 봐야겠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했었던 거에요.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배웠던 것 중 하

나가. 간접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학생들에게 영향을.

(2020. 8. 6.)

  박지민 교사의 사례는 교사의 관심사나 흥미와 같은 개인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교수학습 장면에 녹아드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지민 교

사는 자신의 “재주, 취미”라 할 수 있는 음악과 관련한 아티스트로서

의 정체성을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 역시 교사의 능력이 될 수 있

다고 보았다. 박지민 교사는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전문적 정체성과 연

결하는 것의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뮤지컬에 참여하며 그것의 교육적 의

미를 경험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지민 교사는 자신이 다수의 뮤지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내적인 성장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

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교사로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보았다. 박지민 교사는 초등학생의 경우 6년 동안 다양한 교사

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며, 그들 각각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인 경험 역시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지민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만

의 노래를 만들어보거나 뮤지컬을 제작해볼 수 있게 하는 경험과 같은 

창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교

육관으로 삼았다.

박지민: 그쵸. 약간 근데 유튜브 이건 취미 활동인거고, 그니까 약간 본업이나 본 

목표는 음악 창작 교육으로서 유명해지고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저는 

뮤지컬을 되게 그 안에서 배우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내적인 성장이 많이 

됐거든요. 경험도 많이 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서, 이제 어른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뭔가, 애들은 모둠 활

동이라도 같이 하지만, 그거를 느끼면서 애들이 이 효과를 너무 많이 받

았어요. 그리고 제가 훨씬 더 표현도 잘 할 수 있고 되게 저의 약간 창

의력, 창의성? 저는 창의성 진짜 없었던 사람인데 사실 그런 작품 활동하

면서 창의성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자기 

PR의 시대고 자기만의 창의성으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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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면접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키워주고 싶거든요. ... (생략)

(2020. 8. 24.)

  한편, 민윤지 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을 교육과정 실천에 

담아낸다. 민윤지 교사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자신의 실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녀는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

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공헌하기를 

바랐다. 민윤지 교사는 이러한 실천이 자신의 성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의 성장에도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적인 의미를 지

닐 수 있다고 보았다. 단, 이는 아래 민윤지 교사의 표현처럼 교사의 소

명의식과 헌신을 강조하는 “성직자관”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윤지 교사의 이러한 실천에는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의

식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녀의 교육적인 의도가 자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고정된 교사다움이나 직업적 소명의 실현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민윤지 교사의 우

선시된 개인적 신념을 교수 실천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민윤지: 어, 동해서 좀 감명 깊게? 인생에 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되

게 다르잖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역사 관련 활동을 했을 때, 

역사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뭐 나눔의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지, 팔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엎

어졌는데, 팔찌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걷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

이 사실은 되게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몰랐던 애들, 혹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애들도,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자: 그럼 선생님이 원래 그런 문제. 아까 나눔의 집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선

생님이 그 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민윤지: 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 많이 참여를 하

지 못하고. 수요집회도 항상 가야지 가야지 하고 한 번도 참여는 못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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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뭐 사랑시라는 이유로. 뭐 무슨 다양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관심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직업으로, 어쨌든 일은 하는,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로라도 그니까 내 그 자아실현을 넣는 거야. 어. 

꼭 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목적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애

들이랑 같이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애들도 성장하고 같이 기여를 하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또 성직자관 이런 것은 아

닌데. 그냥 내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좋은 영향으로 가

는.

(2020. 7. 26.)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추구하는 바들이 

학생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

의 실천이 자신의 개인적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밀레니얼 초등교사

들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교사로서의 전문적 실천을 위한 일종의 자

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개

인적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교수 실천을 풍부하게 하고 개선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양상: 융합, 접목, 투

영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추구하

는 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개진하며 이를 전문적 정체성과 연결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자신만의 고유

한 교사 정체성 표지를 창안하였다. ‘창작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하

는 박지민 교사 혹은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전정

아 교사가 이를 잘 예시한다. 

  연구 참여자들 간에 각각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그 방식은 조금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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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교사 정체성 형성은 교사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기에 그 양상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

는 일이다. 그러나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

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 짓는 방식을 비교하여 그 유형을 드러내는 것

은,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을 좀 더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는 단편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고유성에 주목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별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양상은 아래와 같이 크

게 세 유형8)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융합(融合)’하는 유형이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박지민 교사와 김태형 교

사가 이러한 유합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교사 이전에 목표하던 자신

의 개인적인 “꿈”을 초등교사가 되어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교사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시기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갖추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

체성을 융합하고 있었다. 

  박지민 교사와 김태형 교사는 네 연구 참여자 중 교사로서 자신의 역

량을 발휘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에 속했다. 

두 교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진 영역을 탐구하는 것을 사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이를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교수 실천에 

적극적으로 융합할 방법을 탐색하였다. 특히 이들은 융합을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두 교사는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초등교사로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는 두 교사가 교사로서의 일을 지속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게 

8) 참고로‘융합’과 ‘접목’이라는 표현은 각각 박지민, 김태형 교사와 민윤지 교사가 

직접 사용한 표현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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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뮤지컬 가수를 꿈꾸었던 박지민 교사는 실지로 교직 입직 이전 

대학교 휴학 시절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어

떻게 “두 가지[교사와 뮤지컬/가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박지민 교사는 예비교사 시절의 진로 고민을 이렇듯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해소했다고 밝히며 

현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선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박지민 교사는 개인적 정

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이 잘 융합된 미래 전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음

악 창작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김태형 교사의 경우,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때까지 

“지구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과학자를 꿈꾸었다.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교육 봉사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이러한 꿈을 교사에 “융합”해

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태형 교사에게 있어 “지구 살리는 

사람”과 초등교사의 두 길은 양자택일의 대상으로서 상충하는 것이 아

니었다. 그는 담임으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환경 문

제에 대해 꾸준히 강조하고, 교실 내에서 자신의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

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둘째, 교사로서의 전문적 실천에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접목(接
木)’하는 유형으로 민윤지 교사가 이에 해당한다. ‘접목’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다. 이 유형은 개인적 정체성을 특히 교과 내용 지식과 

이를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전문적 정체성의 차원에 덧붙이

는 경우이다. 

  민윤지 교사는 네 교사 중 가장 먼저 초등교사가 되고자 결심했으며 

이 길에 대한 확신도 비교적 강했다. 민윤지 교사는 자신의 디자인 실력

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작업을 해오면서도 자신의 이

러한 결과물이 도구적인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를 지

니는 것인지 꾸준히 자문하며 성찰하고 있었다. 동시에 민윤지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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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정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다. 민윤지 교사가 미

술과 관련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전문적 정체성에 덧붙인 것은 처음

부터 초등교사를 꿈꾸었던 그녀가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적 영역 바깥에

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을 교사의 일에 연결하기 위해 택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민윤지 교사는 처음부터 초등교사의 길을 꿈꾸었으며, 교사가 된 이후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인터넷을 통해 익혔던 ‘포토샵’ 기능

과 미술에 관한 흥미를 이를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미술과)과 그것

의 교수학습 방법에 접목하고자 했다. 민윤지 교사는 “선생님이 되어서

도 이런 것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교수 실천에 덧붙일 기회를 탐색하고 시도하였다. 이러

한 접목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민 교사의 ‘미술 교육’ 실천은 민윤지 

교사에게 진짜 좋은 미술 수업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

한 고민을 계속하게끔 할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지녔다. 이는 민윤지 교

사의 미래 전망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본질에 

가까운 미술 수업”을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나 수준

을 넓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서로에게 ‘투영(投
影)’하는 유형이 있는데 전정아 교사가 이에 해당한다. ‘투영’의 사

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생각 따위를 다른 것에 반영시켜 나타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전정아 교사는 

“교직 외의 다른 꿈”으로 표현되는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실천에 해당

하지 않는 자신만의 개인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킨다. 동시에 그녀는 

개인적 정체성의 차원에도 교사로서의 자기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 말하

자면, 이 유형에서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은 각각 서로를 일부 

녹여내며 상호 투영하고 있다. 

  전정아 교사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그녀는 이 과정에서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전정아 교사

의 글쓰기를 통해 표현되는 “자기다움”은 앞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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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처럼 곧바로 교수학습 방법처럼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질의 것

은 아니었다. 여기서 “자기다움”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교수학적 유용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에 때

로는 교사가 이를 추구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과정은 때로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교직에 입직한 전정아 교사가 교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협상하는 과

정으로 읽을 수 있다. 

  전정아 교사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

고 있었다. 전정아 교사는 교육에 관한 칼럼을 쓰고, 교사의 삶에 관한 

책을 집필하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표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과정

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역시 투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가로서 책

을 집필하는 과정은 동시에 교사로서 자신이 궁금했던 지점들을 고민하

고 답하는 과정이었다고 평했다. 전정아 교사는 교사가 “자기다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감”과 대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할 때,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정

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아이

들이기를 원했다.

  연구자는 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양

상을 위와 같이 융합, 접목, 투영의 세 유형으로 거칠게 구분해보았다. 

그러나,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느 시점에 이르

러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서술된 

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양상은 연구자

가 연구하는 당시에 포착한 일시적 양태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태는 

시간이 흐름이나 이들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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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가.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성취감의 역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밀레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성취감이 충족되는 

원천을 외부로부터의 인정으로 혹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얻어

지는 내적인 만족감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레니얼 교사가 

성취 지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Lacdo-O, Macawile & Caliwan Jr, 2018; 

Walker, 2009).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의 느낌인 성취감은 그 목적을 무엇으로 

삼는지가 교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교사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

었다. 연구 참여자별로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내적 만족감 중 무엇을 성취감의 주된 

원천으로 삼는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다. 네 교사 중 상대적으

로 교직 경력이 더 긴 민윤지 교사와 전정아 교사의 경우, 교직 초반에

는 항상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교사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

다. 이들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욕구가 자신의 실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교직 초반과 달리 현재는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성취감의 주된 원천을 내적인 만

족감에서 찾고 있었다. 두 번째로 김태형 교사와 박지민 교사는 외부로

부터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식적인 권위를 빌리는 전략을 사용하

고자 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내적인 만족감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각각이 서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성취감이 밀레니얼 교사가 느끼는 일종의 ‘감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감정의 역할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

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사의 감정은 정체성 표현, 형성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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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서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뿐 아니라 그것이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 역시 제기되었다(Zembylas, 2003). 교사

의 감정은 교사들이 특정한 교수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거나 제한하

는 방식으로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Beauchamp & Thomas, 

2009). 예컨대, 교사들은 일에서 성공하고 있을 때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경험하며, 이는 이들이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다

(Shapiro, 2010).

  이러한 교사의 감정과 정체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밀레니얼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성취감의 역할을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성취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천을 평가하고 다음 

실천을 계획하는 데 있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특정한 감정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들의 성취감은 

“기쁨”, “재미”, “만족감”,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성취감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추동하였으며, 그 과정이 성공적이었을 

때 이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예컨대 

김태형 교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교실에서 수

업을 통해서 혹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한다. 그리고 김태형 교사가 이 과정을 잘 해냈을 때 느껴지는 성취

감은 자신이 꿈꾸던 바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며 그러한 시도를 

계속하게끔 하였다.

  성취감은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이들의 실천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

기 위한 노력은 비단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서 강조되는 밀레니얼 교

사들 ‘자신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교사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통한 자기실

현에는 자신의 실천이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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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정아 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있어 이렇듯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추구하는 

것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밀레니얼 교사들이 추구하는 성

취감,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그 

결과는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추후 학교 현장에서 밀레니얼 교사들이 성취감을 느낄

만한 기회, 이들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만한 기회가 제공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

구 참여자들이 학교 안 맥락에서는 낮은 경력과 젊은 나이로 인해 주변

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자신이 열망하는 바를 온전히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꺼렸다. 반면에 이들은 자

신을 표현할 기회를 학교 밖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학교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회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온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밀레니얼 교사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밀레니얼 교사들은 온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온라인 환경이란 앞서 살펴

보았듯,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교육부 산

하 공공기관이 개설한 K 플랫폼, 교사들을 위한 T 플랫폼 등과 같은 디

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 양상을 띠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셜미

디어는 일종의 ‘자기표현의 장’으로 기능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접할 수 있는 최신 현상, 현안 등을 반영하는 컨텐츠

를 자신의 교수 실천의 레퍼런스로 삼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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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다른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사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관계 맺고 있는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는 점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온라인 환경이

라는 비교적 새로운 맥락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MacLure(1993)에 

의하면, 교사 정체성은 교사를 설명하는 범주가 아니라 교사가 자신을 

주장하고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고유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온라인 환경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점은 

이들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범주, 즉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드

러내기에 온라인 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

면,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데 있어 온

라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온라인 환경의 어떤 지점이 이들에게 

자원으로 기능하는지를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온라인 환경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교사

들의 자기 정체성 ‘표지’를 위한 해석체계로 기능하였다(Olsen, 2006). 

앞서 언급했듯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있어 ‘자기표현의 

장’이었다. 밀레니얼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제약 없

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는 동료 교사, 학생, 관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모

습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데 비해,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Carpenter et al., 2020). 

  특히 밀레니얼 교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불특정한 다수를 청중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

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환경이 밀레니얼 교사

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표출하는 활동은 때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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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기관에서 밀레니얼 교사들이 소

셜미디어상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해왔

다. 예컨대, 박지민 교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음악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기

도 했으며, 유사하게 전정아 교사의 경우에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본 

T 플랫폼이 먼저 그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둘째,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교사에게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밀레니얼 교사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새

로운 이들과 만나고, 이들과 맺는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하였다. 예컨대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학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전정아 

교사는 단순히 이들과 ‘유튜버-채널 구독자’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 

자신을 전정아 교사의 “랜선 제자”라 칭하며 그녀에게 많은 도움과 영

향을 받았다고 밝히는 예비교사들과 전정아 교사는 유튜브, 블로그, 이

메일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교사가 다양한 관계들

(학생, 동료 교사, 관리자) 속에서 자신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대해 협상

하며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는 측면에서(Brown & Heck, 2018), 교사가 

맺는 구체적인 관계는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밀레니얼 교사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맺는 새로

운 형태의 관계들은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의 ‘교사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다. 또한, 밀레니얼 교사들은 온라인 환경 속

에서 용이하게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에게 접근하고, 이들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교사학습 플랫폼인 K 플랫폼이나 교

사들을 위한 창작 플랫폼인 T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이러한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온라인 환경은 그 

자체로 다른 맥락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연계되

어 밀레니얼 교사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밀

레니얼 교사들이 온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교사 정체성 형성

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관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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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다. ‘자신만의’ 교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밀레니얼 교사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밀레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전

문적 정체성을 연결하며 그 과정이 교육적 의미를 지님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

체성을 연결 짓는 양상은 융합, 접목, 투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

을 수 있었다. 이들이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하여 형성

한 교사 정체성은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모습을 띠었다. 박지민 

교사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있는 “창작 교육 전문가”가 이

를 잘 예시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정체성 표지는 이들이 자신만의 교사 되기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김재원·정바울(2018: 242-243)은 학교 조직 맥락 속에서 승진과 같은 전

통적인 경력 궤도를 따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달리, 국내 밀레니얼 교

사들은 교사 작가, 교사 연수 전문가와 같은 교사 리더 혹은 전문직처럼 

대안적인 경력 궤도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밀레니얼 예비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삶의 가

치’를 지향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였다

(Clark & Byrnes, 2015; Mäkinen et al., 2015; Tang et al., 2020). 연구 참

여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생애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적 정체성과 교사로

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

해나가는 과정 역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밀레니얼 교사의 특징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밀레니얼 교사가 이렇듯 자신만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는 밀레니얼 교사는 밀레니얼 세대이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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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지점을 바탕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던 

Mannheim(1952)의 세대이론에 비추어보면, 밀레니얼 교사는 밀레니얼 세

대라는 ‘실제 세대’ 내에서 ‘교사’라는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대 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징은 밀레니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직, 간접적

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한다고 여겨지

는 특징은 이미 이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변화 양상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밀레니얼 교사들이 온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이론을 통해서 본다면, 밀레니얼 교사들이 규범적인 교사

의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가

는 것은 국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도 결부하여 이해될 수 있다. 국내 

밀레니얼 세대 관련 경험 연구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 규범에 자신

의 모습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

며 이를 일과 연계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가

영, 2019; 조문영. 2019). 이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

로 표출되는 개인적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실천에 해당하는 전문적 정체

성을 연결 짓고, 이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한다. 나아가 밀레니얼 교사들이 ‘교사’로서 이러한 연결에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그 연결을 정당화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재미를 추

구하는 동시에 이를 초등교사의 일과 연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밀레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실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삼으며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주체

가 된다. 이 과정에서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규범적인 교사의 역할은 불

안정하게 되며, 교사의 일과 그것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을 보

다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위적인 접근은 충분치 않다. 그보다는 



- 106 -

밀레니얼 교사들이 교사로서 가르친다는 것, 교사의 일을 무엇으로 보

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개별적인 의미 형성과정에 방점을 둘 필

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는 추후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우선,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있어 교사가 된다는 것, 교

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이 요

청된다. 밀레니얼 교사들은 이전 세대 교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 

2020년대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양상 역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밀레니얼 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전문적 정체성에 다

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교사 정체성 표지를 만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추후 밀레니얼 교사들은 이전에 보기 어려

웠던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교사 정체성 연결의 다양한 

양상들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둘째, 밀레니얼 교사들이 새로운 자신만의 교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만족감의 기준이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밀레니얼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외부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

히 여기는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렇다면,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밀레니얼 교사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할 때, 이러한 체계적 지

원은 ‘실제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에서 시

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07 -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교직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정체성 형

성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성

을 중심으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에 따라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

제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밀레니얼 초등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

체성 형성과정의 특징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명의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

성 형성과정은 그들 각자의 고유한 맥락과 상황으로 인해 이들이 주변과

의 갈등이나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한 구체적인 장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네 명의 이야기를 교직 입직 이전 

시기, 교직 입직 이후 시기, 미래 전망의 세 국면을 공통적인 축으로 삼

아 간략히 정리하였다.

  교직 입직 이전 시기에 민윤지 교사의 김태형 교사의 경우, 초등교사

가 되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나 지향을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 사회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등교직의 길

을 선택하였다. 반면, 전정아 교사와 박지민 교사는 본래 자신이 꿈꾸던 

교직 이외의 다른 목표가 있었으나 주변 어른들과 부모님의 권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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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초등교사가 된 이후의 시기에 네 연구 참여자 모두 학교 안팎에서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이들의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이 

있었다. 민윤지 교사는 교수학습 컨텐츠를 제작하는 큰 규모의 교사학습

공동체인 A 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분야

인 미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대학원에 진

학하기도 하였다. 박지민 교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뮤지컬을 

창작하기도 했으며,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김태형 교사는 예비교사 시절부터 흥미를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과 수업에 연계

하고자 했다. 전정아 교사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관심 있던 국제사회 

전공을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각종 연수를 

듣고 책을 읽으며 노력하였다. 그러다 전 교사는 휴직 이후 글 쓰는 것

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깨닫고 현재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

들과 그 외 자신이 평소에 쓰고 싶어 하던 에세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연

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력 

분야에 힘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윤지 교사는 미술 교육에 대해 

더 공부, 연구하여 자신의 교사로서의 역량의 폭을 넓히려 하며, 김태형 

교사 역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더 연구하고 자신이 익힌 바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박지민 교사는 “창작 교육 전문가”라는 목표

를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현재 휴직 

중인 전정아 교사는 교사이자 계속 “글 쓰는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

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

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로는 ‘외·내적인 성취감 추

구’와 ‘학교 안팎 맥락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

체성 연결하기’가 있었다. 먼저, 밀레니얼 교사들의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이들의 성취감 추구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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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로부터의 인정 경험 혹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

지는 내적인 만족감을 원천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취감은 “기

쁨”, “재미”, “만족감”,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표현

되었으며, 이들이 자신의 실천을 평가하고 다음 실천을 계획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단, 연구 참여자별로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내적인 만족

감 중 무엇을 주된 성취감의 원천으로 삼는지 그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

화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은 학교 안팎의 맥락과 상

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낮은 경력과 

젊은 나이로 인해 선배 교사들이나 관리자들로부터 아직 미성숙한 존재

로 비추어지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선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초등교육과정

의 포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흥미, 

관심사를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

다. 이들은 교과 교육과정 내의 교수 실천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

리 활동을 활용하였다. 한편, 학교 밖에서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소셜

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자신이 추구

하는 바를 함께 할 동료를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함께 공부, 연

구할 동료를 찾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

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초등교사의 교사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연결 짓기’의 모습을 보였다.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은 고

유한 생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을 교사로서의 전문적 교수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 정체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개인적 정

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연결 양상은 ‘융합’, ‘접목’, ‘투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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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앞서 드러난 밀레니얼 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특징이 해석되고, 이것이 추후 밀레니얼 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

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러내었다. 우선,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성취감은 밀레니얼 교사들의 실천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밀레니얼 교사들의 성취감은 밀레니얼 교

사들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추동하였다. 밀레니

얼 교사들의 성취감 추구는 밀레니얼 교사의 성장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

장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밀레니얼 교사들이 성취감을 느낄만한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밀레니얼 교사들이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온

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밀레니얼 교사들에

게 온라인 환경은 자신이 표지하고 싶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온라인 환경은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밀

레니얼 교사들이 온라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교사 정체성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관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교사들은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연

결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교사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밀레니얼 교사들이 규범적인 교사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감을 의

미한다. 따라서, 추후 이들이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다양한 교사 정체성 

협상 양상들이 지니는 실천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밀

레니얼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교사 정체성 형성

에 있어서 그 만족감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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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절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의 교사 되기 과정을 질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내 밀레니얼 교사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아직 국내에서도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연구 역시 

양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편이며, 탐색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사 정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밀레니얼 교사들의 교사 되기 과정

을 이들 내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아직 ‘낯

선’ 밀레니얼 교사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밀레니얼 교사 정체성 형성에 학교 안팎의 어떤 맥락들이 중재하는지를 

파악하며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밀레니얼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교사 연구에 세대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를 밀레

니얼 교사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대 개념

은 사회적 맥락과 시간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통해 ‘동시대의 

비동시성’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Mannheim, 1952). 교사의 삶을 이

해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식인 생애주기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과 

달리, 세대 개념은 특히 시의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는 과거와 달리 최근 중요해진 온라인 환경이 밀레니얼 교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경험되는지를 드러내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들이 밀레니얼 교사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지에 드러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와 관련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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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선, 

본 연구는 밀레니얼 교사 중 초등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초등교사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를 모두 

가르치며, 또 학급 담임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중등교사들과 다른 

맥락에 처해있다. 또한, 초등교사의 경우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균질한 상황에서 양성되는 반면, 중등교사의 경

우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을 받기에 교직 입직 이전 

맥락 역시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 밀레니얼 초등교사뿐 아니라 

중등학교의 맥락에 있는 밀레니얼 교사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네 명의 밀레니얼 초등교사로 삼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밀레니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밀레니얼 초등교사들의 내부적인 관점에

서 이들의 교사 되기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네 

명이라는 소수의 사례를 풍부하게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 결과를 밀레니얼 교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이후 밀레니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을 

통해 이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읽어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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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eacher identity 

formation of millennial teachers who have recently appeared in the 

teaching profess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four millennial primary teache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established three questions to be sought for as 

follow:

First, how was the teacher identity formation of millennial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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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 identity formation of 

millennial primary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rd, what is the meaning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millennial 

primary teachers' identity formation?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se three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first study are presented by reconstructing the 

teacher identity formation of the four participants into a story about 

the ins and outs of their experiences in school. It describes their 

stories reflecting the unique context and circumstances which each 

teacher was faced over time, focusing on the three aspects of before 

& after they entered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econd question,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 primary teachers' teacher identity formation 

in three kinds. First, millennial primary teachers seek a sense of 

accomplishment to gain external recognition and internal satisfaction. 

Second, it shows that they form their teacher identity while interacting 

with the context ins and outs of the school. Millennial primary teachers 

responded in various ways to the view of them as immature in the 

context of school and utilize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primary 

curriculum. They actively used the online environment outside of the 

school context and looked for peer teachers who would be with their 

study or research. Third, it shows that millennial primary teachers tend 

to link the personal identity based on the experiences in their life with 

the professional identity related to the professional practice as a 

teacher. Millennial primary teachers justified this while emphasizing that 

such a link has even the meaning of education to hel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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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tudents. It shows the aspects of this link in three 

ways, which are fusion, grafting, and projection.

In the results of the third study, which were explor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haracteristic meaning of millennial primary 

teachers' identity formation was discussed. First, the role of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millennial teachers' identity formation was discussed. 

Second, it discussed that an extended understanding would be availab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of online environments such as 

social media and digital platforms affecting millennial teachers' identity 

formation and the teachers. Finally, it looked at the meaning of that 

millennial teachers are creating their own unique teacher identity in 

the process of linking the personal identity with the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meanings and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it sought a basic understanding of domestic 

millennial teachers as it covered the identity formation of millennial 

teachers qualitatively. This will be useful as a basic material when 

seeking practical support for millennial teachers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it applied the concept of generation to a 

study of teachers to find out how millennial teachers have experienced 

the prese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identify the overall tendency of millennial teachers because it 

presented the cases of four participants only and was conducted of 

primary teachers only out of millennial teachers.

Key words: Millennial primary teacher, teacher identity, millennial 

teacher, millennial generation, primary teacher, teach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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