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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과� 특징� 알아보기� -

박 � � � � 준 � � � � 혁
서울대학교� � 대학원
체 � 육 � 교 � 육 �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떤� 요인과� 특징들에� 의
해� 어떤� 양상으로� 형성� 및�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은� 무
엇인가? 둘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체
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 설정했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알아
본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실천적� 성격을� 띤�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4단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교직
경력, 성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여부, 학교급, 학교유형이라는� 선정� 기준
에� 따른�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현지문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삼각검증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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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했고� 연구� 윤리를� 준수했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
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는� 총� 28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들은� 체육
교사의� 직무영역과� 자질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총� 9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었다. 능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실행� 능력, 숙련된�
운동�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 ②학생(라포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생관리� 능력), ③행정(업무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체육기획� 능력)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지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스포츠문화� 지식, 체육학� 지식), ②학생(전달방법� 지식, 피
드백�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③행정(축적된� 경험적� 지식, 체육운영� 지
식, 디지털리터러시)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심정체성의� 차
원에서는� ①수업(수업� 성찰과� 반성, 수업과� 삶의� 합치, 열정), ②학생(부드
러운� 카리스마,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③행정
(교사리더십, 넓게� 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사명감)의� 영역에서� 총� 10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
는� 핵심적인� 지향(철학)은�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의
미�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향
점이� 능력의� 숙달을� 위한� 방향인� 다대고(多大高) 스포츠� 지향인지� 아니면�
능력과� 더불어� 심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향인� 진선미(眞善美) 스포츠� 지
향인지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 또한� 차이가� 났다. 진선미� 스포
츠� 지향에� 가까울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보다� 넓고� 깊게� 형성되었다.
  둘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
에� 따라�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 및� 정책� 요인의�
네� 층위에서� 분석되었다. 개인� 내� 요인은� ①꾸준한� 공부(성장), ②성찰과�
반성(성장), ③에너지와� 열정� 관리(성장), ④결혼과� 육아(정체, 퇴화)의� 4가
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 간� 요인은� ①롤모델과� 멘토(성장), ②주변의�
지지와� 인정(성장), ③사회적� 관계와� 교류(성장, 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조직적� 요인은� ①교사학습공동체(성장), ②수많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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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체, 퇴화), ③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은� ①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성장, 
정체), ②모호한� 교육� 목표(정체, 퇴화), ③워라밸과� 개인주의(정체, 퇴화), 
④코로나-19(성장, 정체, 퇴화)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각의� 영향
요인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방향성에는� 퇴화, 정체, 성
장의� 3가지� 방향성이� 있었으며, 그� 방향성의� 모습은� 요인들마다� 한� 가지�
방향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경우들도� 있었기에� 다층적이었다.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포괄적인� 변화의� 모습은� 성인� 발
달� 모형에� 근거한� 변화단계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총� 4가지� 단계로� 드러났
다. ①첫� 번째� 단계는� 버팀과� 시행착오다. 체육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전
문적� 공동체에� 사회화가� 되는� 단계를� 말한다. ②두� 번째� 단계는� 머뭄과� 고
원현상이다. 수업과� 학생의� 영역, 능과� 지의� 측면에서�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③세� 번째� 단계는� 이끔과� 핵심역할이다. 수업, 학생, 
행정의� 모든� 영역, 능, 지, 심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게� 함양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이
다. ④네� 번째� 단계는� 나눔과� 길라잡이다. 자신이� 총체적으로� 내면화한� 전
문직� 정체성을� 외부의� 세계로� 드러내면서� 나눔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화단계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①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하는� 교사는� 상대
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수
월하지� 않았다. ②학교급의� 차원에서는� 체육교과의� 중요도가� 중심적인� 역
할을� 했으며,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
만, 고등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③학교유형의�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이동의� 유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④교
사성별은�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 체육교사들
과� 남자� 체육교사들은� 각기� 다른� 특성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은� 기존�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과는� 체육교사교육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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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체육교사� 사
회화� 연구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성의� 심
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의�
횡적인�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정체-성장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이기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
모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므로� 체육교사교육의� 종적인� 범위� 또한� 확장시켜
줌을� 논의했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
이� 중요하다.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 등� 인문적�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들은� 체육교사들에게�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기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
시와�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문적, 서사적� 체험의� 과정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본� 연구에� 따른�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
원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예비체육교사교
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체육교사� 개개인이� 체육교사로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 및� 환경을� 체육교사들에게� 꾸준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변화단계� 각각의� 세부적인� 측면을�
더� 깊숙하게�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과� 범위를� 체육(교육)전문인�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 형성, 체육교사, 퇴화, 정체, 성장
학� � 번� : 2019-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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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살아가다보면 종종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육이 너무 좋다

고 체육선생님을 하고 싶다며 나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특한 점은 

꼭 아이들이 체육을 '잘'한다고만 해서가 아니라, 평소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라는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체육교사 외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체육 관련 직업들이 등장하

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도 체육진로교육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고등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과목까지 생겨났다.

그러다보니 “선생님! 체육선생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한해에 몇 번씩 받아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색다른 질문을 한다. 

“선생님! 체육선생님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라고…. 순간 아차 싶

었다. 말문이 막힌 채 그동안의 나의 대답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난 학생들

에게 대학입시 정보, 그것을 위한 공부나 실기 능력 등의 '형식적' 차원에서만 

읊어주고 있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한 채….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가 체육교사로 살아가며 간과하고 있었던 부

분일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말이다. 나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본다.

“좋은 체육교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과 '심성'을 지녀야 할까?”

“과연 체육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2019년 9월 박 교사의 일기 中)

  어떤� 이들이� 체육전문인일까? 체육전문인은� 체육에� 관련된� 일을� 우수하
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offman, 2009). 최의
창(2010)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체육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체육
전문인이� 다양한� 전문직들로� 분화되어� 양적으로� 확대됐고, 자연스레� 기대
되는� 역할과� 책임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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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급격한� 성장� 속에서� 전문적인� 기준이나� 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체육전문인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제대로� 발을� 맞추어�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체육학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체육학의� 학문화�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에서� 학과로의� 지위를� 굳히게� 된� 것을� 통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나친� 자연과학화가� 진행되었고, 체육전문인들이� 경기력� 증진� 전문기술자
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 또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점점� 스며들었다
(Lawson, 1990). 그러나� 체육전문인들이�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
한� 능력을� 출중하게�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전문적
인� 요소들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체육전문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전문
성은� 기능적, 시장지향적� 전문성과� 더불어� 사회적, 시민지향적� 전문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Hoffman, 2009).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과학적� 지
식� 위주의� 기능적� 측면� 향상에� 치우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Boone, 2005)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Pascual(2006)은�
체육전문인의� 전문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능력적� 발달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언급하며, 심성적� 발달과� 능력적� 발달의� 두� 가지� 측면�
모두의� 고른� 함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훌륭한� 체육전
문인에게는� 능력만이� 아니라, 심성도� 요구된다는� 것이다(최의창, 2010).
  이미� 여러� 전문직� 분야에서는� 능력적� 측면, 심성적� 측면의� 두� 측면을� 모
두� 다� 갖추어야� 전인적� 전문인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점점� 강조하
고� 있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공학자, 성직자�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Cooke et al., 2010). 그래서� 이들을� 봉사, 돌봄� 및� 배려전문직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Lawson, 1984). 교사도� 그러하다. 홍은숙(2011)은� 교사가� 지
녀야� 하는� 전문성이� 교과� 지식이나�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육방법� 지식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전문직의� 가치와� 그에�
수반하는� 윤리의� 차원까지� 잘�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실천적� 측면까지� 포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Korthagen(2004)도� 교사의� 행동, 지식적� 차원과�
함께� 가치관과� 신념� 등� 인성, 감성적� 측면에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체육교사도� 그러하다. 체육교사는� ‘체육교육전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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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에게� 있어� 교과이론과�
실기기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품덕과� 인성까지� 함께� 갖추어야만� 진정
한� 전문성을� 지닌� 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하면, 체육
교사의� 전문성에는�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차원인� 기법적�
측면과� 함께� 학생을� 인간적으로� 대하며�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차원인� 심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앞서� 언
급했듯이� 그�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전문직들� 모두에서� 유
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체육교사의� 차원에서도� 현실� 속의� 체육교
사� 전문성은� 얕은�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으며, 주로� 능력의� 측면에서만� 다
뤄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최의창, 2018a).
  체육교사교육의� 현황을� 통해� 앞선�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지금껏� 예비(직전)체육교사교육을� 제
공하는� 교원양성기관은� 교원자격증� 취득의� 수단� 밖에� 되지� 못한다는� 비판
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는� 데� 필요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
혀지고� 있다(최희진, 2009). 또한, 학문적� 이론과� 실제� 현장의� 괴리로� 인해�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직체육교사교육도� 마
찬가지다. 학교현장에서� 현재� 체육교사들이� 참여해야하는� 필수적인� 교육은�
체육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유일하지만(조욱상, 김종욱, 2014), 체육교
사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김대진, 2009).
  이처럼� 예비(직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토대로� 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교사교육자들은� 특히� 그동안� 교사교육과정
에서� 펼쳐지는� 교육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간과해왔다. 그리고� 그
에� 따라� 교사들이�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하는� 윤리적� 측면에� 대해� 잘� 알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Campbell, 2003). 이러한�
상황은� 예비체육교사가� 체육교사교육을� 받고, 현직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지녀야하는� 전문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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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습득을� 할� 수� 없는� 현실� 속� 모습을� 보여준다.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체육교사로서의� 성장과정에서� 심성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이� 능력적� 측면과� 더불어� 심성적� 측면까지� 인식하고�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성적� 자질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의사교육� 등� 다양한� 전문직� 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적� 차원의� 효율과�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기능과� 지식적� 측
면은� 높은� 수준을� 지녔지만, 인간적� 성품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전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의사교육에서� 전문성의� 요소는 구조적� 요소와� 태도적� 요소
로� 구분된다(강윤식, 2010). 의사들의� 전문성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았
을� 때는� 의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비교적�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그
리고� 이러한� 의문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직에서� 급속한� 기계화, 기능화
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직� 교육에서� 심성보다는�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풍
토가� 만연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최의창, 2010).
  그렇다면� 전문인을� 위한� 능력적� 측면의� 자질이� 주로� 강조되는� 현실� 속
에서� 심성적� 측면의� 자질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심성적� 자질의� 교육은�
업무화, 학습화, 사회화라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최의창, 
2009; Arnold, 1997; Clifford & Feezell, 2009). 이� 세� 가지� 방식들� 중�
현실적으로� 전문직�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체계화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측면은� ‘학습화’의�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에서는� 학습화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성적� 자질의� 함양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심성적� 자질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의창, 2011). 즉, 심성적� 자질의� 교육은� 학습화의�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토대로� 업무화와� 사회화의� 방식까지� 포괄한� 형태로� 전문직� 교육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성적� 자질의� 교육, 특히� 학습화의� 측면에서� 최근� 여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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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교육에서는�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 단순히� 연수와� 지속적인� 교육의� 차원
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
다(Cooke et al., 2010).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전문적� 정신에� 동화시켜� 완전히� 통합된� 도덕적� 자아를� 구축하는� 여정이며
(Bebeau & Monson, 2012),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Cooke et al., 2010). 즉, 전문직� 교육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일이� 사람과� 사회를� 위한� 전문직이라는� 정체성(전문직�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전문직�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을� 개
발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몇몇�
전문직� 교육의� 주요� 목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Cruess 
et al., 2014; Cruess et al., 2015).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
학화로� 인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부분, 성장과정에서� 심성적� 측면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했다는� 점은� 체육전문인의� 상황과� 다른� 전문직
들의� 상황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전문인의� 측면에서도�
다른� 전문인들처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MacPhail과� Lawson(2020)은� 체육교육자로서� “무엇이� 할� 만한� 가치가� 있
는가?”와� “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체육전문인으로서� 우리에게� 더� 없
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는� 전문직� 정체
성이며, 이는� 체육의� 근본적� 목표와� 일맥상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전
문직들의� 상황과� 유사하게� 체육교사들� 또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체육교사와� 같은� 체육(교육)전문인들이� 전
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직� 정
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의� 근본적인� 토대(가치, 철학)에� 대한� 이해를� 체
육교사들�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체육교사들의� 전� 생애에� 있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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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
하는� 것,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들은� 목적이� 뚜렷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핀란드의� 학자� Tirri(2020)에� 의해� 등장한� 개념인� ‘Purposeful 
Teacher(목적� 있는� 교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Purposeful Teacher는� 도
덕적인� 목적을� 가진� 교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자유와� 책임을� 소유한� 윤리적인� 교사상을� 말한다. 
즉, 교사가� 목적� 있는� 가르침을� 위한� 과정� 속에서� 교육과� 윤리의� 두�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을� 강조한다.
  최의창(2011)에� 따르면,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은� 체육의� 전문직� 정체
성(Sport Professional Identity)이� 올바로� 형성된� 상태에서� 실천을� 해나
가는� 것이다. 류태호� 등(2015)은� 교사의� 신념이나� 정체성이� 한� 순간에� 결
정되기보다� 교사의� 삶을� 통해서� 특정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결정되는� 것이
기에� 신념과� 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고� 또한�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리
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을� 종합적
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Cruess et al., 2016b). 이�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문직� 정체
성은� 어디서� 얻게� 된� 것이며, 그들이� 겪어나가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밝혀낸� 전문직� 정체성과� 그� 형성의� 모습이� 체육교사교육의� 전�
생애적� 과정� 속에� 반영된다면� 체육교사들이� 온전한� 체육교사� 전문성� 함양
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밑바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
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기존의� 연구들은� 예비체육교사� 전문직� 정체
성에� 관심을� 가지거나(박대원, 2015; 전세명� 등, 2017; 조기희, 이옥선, 
2012a, 2012b), 현직체육교사로서� 특정한� 시점과� 기간� 속에서의�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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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다루거나(유생열, 2013; 이용진, 2018), 특정한� 집단(여자, 무용�
등)을� 대상으로� 다루거나(김미소, 2020; 장서이, 2017; 장윤정, 2018), 전
문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직업적� 정체성� 등� 보다� 더� 폭넓은� 차
원에서� 진행한� 연구(류태호, 2000; 오정수, 정병근, 2015; 이원희, 2019) 
등의� 동향이� 있었다. Davey(2013)도� 지금까지�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바라
보는� 것이� 아닌� 특정� 맥락� 또는� 특정� 개인에� 집중(특정� 인종, 특정� 성적지
향, 여자, 다문화� 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총
체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즉, 다양한�
경력�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체육교사들이�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포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체
육교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퇴화, 정체� 및� 성장하게� 되는� 다양한� 형성과� 변화과정의�
패턴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단계별로� 이들이� 어떤� 전문직� 정체성을� 지닌� 체육교사가� 되어� 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초기� 연구
로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과� 그�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예비(직전) 및� 현직� 체육교사교육과� 더불어� 정책
적�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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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 어떤� 요인과� 특징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떤� 양상으로� 형성� 및�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탐색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공동
체에� 적응하면서� 형성하게� 된�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첫째,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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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인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전반적인� 특성, 가치, 규범�
등이�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스며들어서� 개인이� 전문인처럼� 생각
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면화된� 자질들의� 총체이다(Cruess et 
al., 2014).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란, 체육교사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교육직무를�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하여� 요청되는, 주요� 직무영역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기능, 지식, 인성적� 자질의� 종합적� 총체를� 의미한다. 보통의� 체육교사를�
올바른, 성숙한� 체육교사로서�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인정받도록� 해주는� 실
체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적응적�
발달의� 과정이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당사자의� 심리적� 발달
이� 관여된다. 둘째,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당사자가� 그�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과� 참여양식� 속으로� 사회화되는� 과
정이다(Jarvis-Selinger et al., 2012).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란, 체육교사가� 학교체육� 수업, 학생, 행
정� 직무영역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능, 지, 심� 차원의� 자질들이� 각각� 만들
어져� 가는,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체육교사의� 몸과� 마음속에
서� 이� 형성�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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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다
양한� 경력� 및� 특성을� 지닌� 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러나�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은�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Davey, 2013) 체육교사들� 개개인의� 전문직� 정체성을� 보다� 더� 상세하
게� 그리고� 깊숙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포괄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교직경력이� 있는� 연구자의� 판단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
표적인� 특성들을� 선정하여� 연구의� 과정� 속에�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지역� 간� 차이, 예비교사교육기관에� 따른� 차이�
등의� 특성들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전문직� 정체성� 모습의� 차이를� 고려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면담과� 설문을� 주된� 자
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전문직� 정체성은� 역
동적, 다차원적,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Rodrigues & 
Mogarro, 2019) 면담� 및� 설문과� 함께� 일상적인� 모습� 및� 교육의� 현장을�
관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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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이� 체육교사들이� 지닌� 다양한� 특징들에� 의해� 어떻게� 퇴화, 
정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 제� 1장에서는� 체
육교사의� 전문성과� 우리나라� 체육교사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제� 2장에서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까지� 이어지
는� 흐름에� 대해� 알아보며�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주목을� 받게� 된� 과정과�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되어� 있
는� 교사� 사회화의� 개념과� 함께� 다양한� 전문직(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교육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1. 전문직으로서의� 체육교사

  가. 교사� 전문성의� 개념

    1) 전문성

      가) 전문직의� 정의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을� 갖
추어야� 할� 대상, 즉� 전문직(Profession)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하나의� 직업이� 직업(Occupation)인지� 전문직(Profession)인지
에� 대해�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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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차
원과� 관련이� 있다(Hargreaves & Fullan, 2012). 대개� 이론적이고� 체계적
인� 지식과� 기술, 해당� 직업의� 결사와� 직업윤리, 봉사지향적인� 직업의� 특
성, 그리고� 높은� 직업적� 자율성� 등을� 지닌� 직업군을� 전문직으로� 지칭하며
(강윤식, 2010), 전문직에� 대한� 긴� 역사가�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
로� 교사와� 법률가� 그리고� 의사� 등을� 전문직으로� 여겼다.
  먼저, 전문직� 분야의� 가장� 초기� 학자인� Flexner는� 전문직의� 6가지� 특성
을� 제시했으며(Flexner, 2001), 이는� 아직까지� 널리� 인용되곤� 한다. 그가�
언급한� 전문직의� 특성은� ①개인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지적인� 작업들이� 관
련된� 것, ②과학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발전시키는� 것, ③실천적이
며� 분명한� 목적으로� 발전하는� 것, ④교육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그들만의� 언어나� 용어가� 존재), ⑤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 ⑥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Lieberman(1956)은� ①사회적� 봉사의� 기능을� 수행, ②고도의� 지적인� 기술�
소유, ③장기간의� 준비기간, ④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광범위한� 자율권�
지님, ⑤자율권� 범위� 내에서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확실한� 책임, ⑥경제적
인� 이익보다� 사회봉사를� 우선, ⑦자치적인� 조직의� 결성, ⑧전문직� 윤리강
령의� 존재� 등으로�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Lieberman, 1956).
  이러한� 특성들을� 요약하여� Goode(1960)는� 전문직의� 두� 가지� 핵심적� 특
징으로� 장기간의� 추상적� 지식과� 관련된� 훈련과� 함께�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
으로�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강윤식(2010)에� 따르면, Goode가� 이야기한�
전문직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과�
공공을� 위한� 서비스�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전문직의� 특성은� 구조적� 요건�
그리고� 태도적� 요건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여기
에서� 교육제도, 면허� 및� 자격� 제도, 전문적인� 조직, 윤리강령� 등은� 구조적�
요건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일정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다. 반면, 직업윤리나� 소명의식과� 같은�
태도적� 요건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직업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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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온전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적� 요건과� 더불어� 태도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전문성의� 정의

  전문직� 또는� 전문인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특성들의� 복합체를� 전문성
(Professionalism)이라� 한다. 전문성은� 곧� ‘전문적이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직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이� 있다(Hargreaves & Fullan, 2012). Brandeis(1914)는� 단순한� 전
문�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수준이� 아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목적이어
야� 하며, 성공의� 지표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 특성을� 설명
하며� 전문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후로 전문성� 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의학, 체육학�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박미혜, 2017).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고� 그� 요소를� 살펴보면, ①실제적인�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 잠재
력, ②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 ③특수한� 영역이나� 분야, ④지식, 기술, 태
도를� 갖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통해� 보면, 전문성이란, 
특정� 영역에� 관한� 고등�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여� 탁월한� 성취를� 달성
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훈, 오헌석, 2016).
  다음으로, 전문성의� 유형을� 구분해보자면, 크게�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
서의� 이론적� 전문성(Professionalism)과� 직업적� 태도� 지향성을� 규명해주
는� 실천적� 전문성(Professionality)으로� 나눌� 수� 있다(최의창, 2009, 
2010; Evans, 2008).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의� 이론적� 전문성은� 최적� 수
준의� 수행에� 중점을� 둔다. 반면, 실천적� 전문성은� 전문직이� 지닌� 지식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당� 직종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중점을� 둔다(박미혜,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구체화하고� 효율적
인� 학습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전문성은� 특정� 인
간� 활동의� 영역에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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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Swanson & Holton, 2001). 인적자원개발
의� 측면에서의� 이론적�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일련의� 정해진� 과제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지과정을� 관찰하고� 제어하는� 지식� 및� 기술을� 축적
하는� 것으로, 전문인들의� 일은� 지식과� 절차를� 과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재구조화하고� 재배치하는� 등� 정교화해가는� 것이다(Ericsson, 2006).
  반면, 전문인의� 실천� 차원에서� 논의될� 전문성은� ‘전문성의� 개념’ 자체가�
아닌� ‘전문성을� 지닌�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개발� 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박미혜, 
2017). 이러한� 실천적� 전문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 직무수행의� 기
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전문직에� 대해� 판
단할� 때� 전문�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박종우, 1994). 특히� 실천적� 전문성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서� 직업에� 대한� 사명과�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기� 에�
전문직� 교육을� 위한� 핵심적이고� 최종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Cruess et 
al., 2016b). 이는� 뒤에� 서술할�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어떻게� 형성하여� 지니고� 있는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교사� 전문성

      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인� 교직관은� 크게� 전문직관, 성직관, 노동직관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손봉호� 등, 2001; 신득렬, 2002).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교사를� 전문직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오늘날� 인정
을� 받는� 관점이다. 교사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본질
적인� 교육적� 목적과�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 그리
고� 교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지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 교육
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교원� 자격증을� 획득한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교사를� 전문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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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볼� 수� 있다.
  교사라는� 전문직은� 앞서� Lieberman(1956)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이후로�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 1966년에는�
국제노동기구와�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내용을� 통해
서� 교사가� 전문직임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연구들이� 교사를� 전문직
으로� 인정하고� 있다(원기호, 1995; 한만석, 2014). 다양한� 전문직들은� 사
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익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공적인� 성격
을� 가지며� 공공봉사의� 의무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문직� 속에는�
내적인� 가치가� 밑바탕에� 전제되어�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역시� 이에�
따라�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성격을� 띠며, 내적� 가치의� 실현을� 통
한� 사회적� 봉사기능이� 가장� 우선된다(홍은숙, 2011).
  홍은숙(2011)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바람직한� 인간을� 위해� 교육시킨다
는� 독특한� 목적을� 지니며, 이를� 통해� 사회적� 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
가서� 교사에게는� 교과에� 관한� 지식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수� 방법상의� 기술� 및� 지식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
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교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사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교수와� 지도� 등을� 책임지
고� 그에� 대한� 권위를� 지니며, 이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 교사들은�
또한� 양질의� 교육과� 함께� 교권수호를� 위해� 자체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윤
리강령을� 만들어� 자율적인� 규제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살펴보
면,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직은� 교과를� 매개
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전문적인� 직업�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나) 교사� 전문성의� 정의

  여러� 학자들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해오고� 있으나(Flexner, 2001; 
Lieberman, 1956), 그것은� 직업적� 특성의� 차원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교
사� 개개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이기복, 2011). 교사�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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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일들이� 복잡성과� 역동성� 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높은� 관련이� 있다
(김옥예, 2006). 즉, 교사� 전문성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
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김이경, 김현정, 2014).
  조정기(1999)는� 전문직의� 기본� 특성으로�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특
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옥예(2006)는� 교사의� 전문
성을� 지식, 기술, 신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교사� 전문성을� 지식
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각� 교과� 교육�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각� 교과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을� 교사� 전문성
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교과에� 대한� 지식이� 곧�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와� 관련된� 지식은� 교과내용지식과� 함께� 교과의�
특성� 및� 활용� 측면에서� 독특하게� 관련된� 지식이� 있다. 둘째, 교사� 전문성
을�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수-학습과
정, 학생지도, 학급경영� 등� 학교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기술들을� 실
제로� 실천에� 옮기는� 장기간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방법적인� 차원을� 의미한
다. 셋째, 교사� 전문성을� 신념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비록� 교사의�
신념과� 같은� 차원은� 정의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라� 외면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는� 학생에� 대한� 애정, 교직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다.
  흔히� 교사의� 전문성을� 이론적� 전문성�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술공학적� 접
근을� 비판하는� 교육학자들이� 많다. 곽덕주(2007)는� 이러한� 접근이� 교사� 전
문성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직에는� 체계적인� 고등� 교육과� 훈련� 등을� 거쳐� 지니고� 형성되는� 이론적� 전
문성만� 아니라, 사회적� 봉사와� 더불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공동체가� 합의
하는� 실천적� 전문성의� 요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욱환
(2005)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서는� 물론이며� 직전교육과정이나�
자격시험에� 의해서도� 보장될�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전문성이� 환자의� 치료
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하며� 의과대학� 졸업장, 의사� 면허시험� 합격증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다. 똑같은� 요구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어떤�
의사는� 명의가� 되고� 다른� 의사는� 악덕의사나� 돌팔이가� 된다. 교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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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교사가� 소지한� 대학졸업장, 교사자격증, 교원임용고사� 합격증� 등에� 의
해서� 확보되지� 않으며, 교사가� 수행한� 수업, 학생상담� 등� 구체적� 교육활동
의� 성과와� 교사가� 가진� 가치관, 태도, 일상적� 행위� 등에� 의한� 간접적인� 교
육효과에� 의해서� 드러난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낮음에� 따라� 학생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 지식과� 기술의� 측면만이� 아닌� 신념의� 측면까지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론적� 전문성과� 실천적� 전문성� 모두
를�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만이� 전문직으로서� 지니는� 특수성은�
학교라는� 공적� 기관에서�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가
진�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만석, 
2014).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 효과를� 결정짓는� 주체임을� 인식해야하고� 교
수활동에� 요구되는� 권리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의무를� 지닌다(오욱
환, 2005). 교사가� 가진� 전문성에는� 교과내용� 측면의� 지식과� 더불어� 그� 지
식을� 잘� 전달하는� 교육방법적� 지식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전문직의� 가치와� 그에� 수반하는� 윤리까지� 잘�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적� 측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홍은숙,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최의창(2010)은� 전문성의� 요소를� 전문능과� 전인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전문인을� 설명하는� 요소로� 오직� 전문기능과� 전문지식의� 합
으로서의� 전문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제대로� 된� 전문능력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인성적� 측면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진정한� 전문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인성적� 측면을� 전인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전문인은� 기존의� 전문능의� 개념과� 전인성이� 함께� 깃든� 사람이어
야� 하며, 전문성이란, 전문능과� 전인성이� 통합된� 개념인� 것이다. 즉, 교사
의� 전문성도� 교과이론과� 실기기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품덕과� 인성까
지� 함께� 갖춘� 교사가� 진정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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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개념

    1) 체육교육에서의� 전문성

      가) 체육전문인의� 정의

  체육전문인의� 종류와� 수는� 과거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체육전문인에게� 기대하는� 바도� 함께� 높아지
고� 있다(최의창, 2009). 체육전문인의� 개념을� 초기에� 다루었던� 대표적인�
학자는� Lawson(1984)이며, 그는� 체육� 분야가� 전문분야라는� 것을� 강조하
면서� 체육인이� 전문인임을� 주장했다. 체육전문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Hoffman(2009)은� 체육과� 연관된� 직무를� 우수하게� 수행해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더해 최의창(2009)은� 체육전문인을� 재능과� 품성을� 함께� 지
닌� 전문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전문직, 배려전문직, 대인전문직인� 체육전문인은� 능력과� 심
성을� 하나로� 지니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
재� 체육전문인들� 가운데� 가장� 발달된� 영역으로는� 체육수업과� 스포츠코칭을�
아우르는� 체육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Harris, 1993), 본� 연구에서� 다
루고� 있는� 체육교사들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정의

  체육교사의� 전문성이란, 체육교사가� 하는� 일이며, 체육교사가� 하는�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이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체육교사의� 자
질에� 관한� 이야기이다(최의창, 2010). 체육학에서�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우수한� 교수자의� 직무수행을� 관찰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및� 태도, 소양을�
밝히거나,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전문지식�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류태호� 등, 2015). 상당수의�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며,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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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도덕적인� 측면들을� 배제한� 채� 수업의� 기술적�
측면만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르치는� 일의� 총체적인� 면을� 확인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유정애, 2000). 이렇게� 체육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개념
을� 파악하는�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De Marco, 1999; Manross & 
Templeton, 1997; Ulrich, 1976).
  최근� 들어� 최의창(2011)은� 과학적� 접근에� 기반을� 둔� 기술적� 관점에� 편중
된� 전문성에� 대한� 비판으로� 인성적� 자질인� ‘심성’을� 체육교사의� 전문성� 요
소로서� 강조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전문인들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접근한� 방식은� 경기력� 향상과� 체력� 증진� 등을� 추구하는� 과학적�
접근이지만(김선희, 2010; Whitson & MacIntosh, 1990), 과학적� 접근�
위주의� 노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체육전문인에게는� 능
력만이� 아니라, 심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며, 이는�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들을� 봉사, 돌봄� 및�
배려전문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Boone, 2005; Lawson, 1984). 이와� 같
은� 맥락에서� Hoffman(2009) 또한� 체육전문인이� 기능적/시장지향적� 전문
성과� 사회적/시민지향적�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
어야� 온전한� 전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자는�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기능� 측면의� 탁월함을� 통해� 현실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문인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후자는�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하여� 민
주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전문인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즉, 각
각� 체육전문인의� 전문지식적� 차원과� 공공윤리적� 차원을� 부각시킨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이� 기법적(능력), 심법적(심성) 전문성
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기법적� 전문성은� 체육교과의� 내용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효과적
이고�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관련된� 지식들이다. 반면, 
심법적� 전문성은� 학생을� 인간으로서� 대하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간적
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측면이며, 학생의� 심성적� 자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이다. Pascual(2006)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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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능력적(기법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언급하며, 심성적(심법
적), 능력적(기법적) 두� 측면�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전문인의�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질� 높은�
시스템의� 구축, 특히� 전문인을� 배출해내는� 교육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
했다(Silva et al., 2011). 비록� 체육교사� 자격기준(김홍식, 2008;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 등�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다루는�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체육전문인들의� 질적인�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국
내에서� 제공되는� 전문직� 교육과정은� 아직�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김선희, 2004; 김현식, 2004; 최의창, 2009; Lawson, 1984).

      다) 체육교사� 전문성의� 관점

  예비체육교사와� 현직체육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
부터� 이루어져� 왔다(장경환, 이옥선, 2014; 최의창, 2009). 그� 이전까지는�
체육교사가� 지녀야� 할� 일반적인�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함양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교사교육자
의� 개인적� 경험위주의� 주먹구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최의창, 2010). 그
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과학적� 원리, 효율적인� 수업을� 추구하는� 기
능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체육교사� 전문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기능적�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고, 교사가�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생성해내고� 분석하는� 반성적�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반성적� 접근
이� 부각되었다. 또, 기능적� 접근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회� 불평
등� 개선에� 관심을� 지니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야� 한다는� 비판적� 접근� 또한� 등장했다(Kirk, 1986; Tinning, 1991). 반성
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의� 장점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보완적인� 관심을� 덧붙인� 온건적� 대안이다. 반면, 비판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며, 근본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급진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각의�
접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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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적� 접근
  기능적� 접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수업� 능력을� 갖춘� ‘효과적
인� 교사’를� 내세웠다. 즉, 교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와�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Siedentop & Tannehill, 2000), 현재에도� 기능적� 접근은� 지배적인� 접
근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명확한�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예방적인� 수업� 관리를� 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시간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학습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최의창, 2009). 기능적� 관점에서는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는� 효
과적인� 교수전략, 기술, 행동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과학적� 측면
에� 중점을� 두는� 것에� 있다(최의창, 2004a, 2009). 이� 때� 주어진� 문제는� 기
능적� 성격의� 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해결
의� 과정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
와야� 한다(Harris, 1993). 이� 시기에는� 주로� 교수방법�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법이� 연구되었다(류태호� 등, 2015).
  그러나� 기능적� 접근의�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었고� 최의창(200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교육이� 아닌� 훈련
으로서�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론의� 중요성이� 지나
치게�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체육전문인들의� 경험과� 반성적� 성찰능력
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② 반성적� 접근
  반성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Schön(1983)의� 반성
적� 실천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1990년대에� 들어� 주목을� 받았다(서경혜, 
2005; 조덕주, 2009). 반성적� 접근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
찰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반
성적� 성찰능력을� 강조한다. 반성적� 전문성을� 지닌� 교사는� 이론적� 지식을�
통해� 교육을� 해나가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며, 현장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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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함께� 결합하여� 실천적� 지식을� 창출하는� 주체(조덕주, 2009; 
Lawson, 1990)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
이자� 동시에� ‘연구자’가� 된다(최의창, 2011). 따라서� 반성적� 접근에서� 체육
교사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자신의�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은� 물론� 끝
난� 뒤에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능
력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배양하는� 것이다(Lawson, 1990).

③ 비판적� 접근
  비판적� 접근은� 반성적� 접근과�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 그렇지만� 비판
의� 강도와� 비판의� 측면이라는� 두� 차원에서� 두� 접근� 간에� 서로� 차이점이�
존재한다(최의창, 2010). van Manen(1977)은� 반성적� 접근의� 확장된� 개념
이� 비판적� 접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반성의� 수준을� 세� 가
지� 수준에서� 제시했다. 첫째, 기술적� 수준에서는� 교육목표의� 성취에� 관련
된� 도구에� 대한� 반성을� 제시한다. 둘째, 해석적� 수준에서는� 교육행위와� 관
련이� 있는� 경험, 의미, 인식� 등에� 대한� 반성을� 제시한다. 셋째, 비판적� 수
준에서는� 윤리적� 맥락에서� 교육에� 내포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부분의� 정
당성에� 대한� 반성을� 제시한다(서경혜, 2005). 여기에서� 기술적, 해석적� 수
준의� 반성에서� 멈추지� 않고� 비판적� 수준까지� 나아가서� 사회를� 개선하고� 사
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비판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성적� 접근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정현우, 2015).

④ 인문적� 접근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비판적� 접근에� 대한�
단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이� 등장하기도� 했다.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
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나� 선이� 없음을� 깨닫게� 해준� 접근이다.
  또� 다른� 접근은� 그동안� 체육전문인을� 교육시켜온� 지배적� 방식이� 과학적, 
학문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 특히� 과학적� 방식으로만� 얻
어진� 이론중심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기인한� 접근이다(최의창,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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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육의� 인문적� 차원은� 인정되지� 못하거나� 소외되어왔으며, 체육전문인
들은� 다양한� 체육학� 세부학문분야의� 개념과� 이론을� 암기하거나� 습득하고, 
과학적� 방식으로만� 체육활동을� 이해하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
이라고� 교육받아왔다는� 것이다(최의창, 2004b; Charles, 2001).
  교사의� 전문성에서� 인성적� 자질로서� ‘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는� 주장들은(최의창, 2011; Pascual, 2006) 이러한� 맥락을� 뒷받침해준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전달하는� 교수에게� 올바른�
‘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Fenstermacher et al., 2009). 
즉, 심성적� 측면과� 인성적� 발달은� 체육을� 가르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다(Jones, 2005; Pascual, 2006). 그러나� 아직도 인성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현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문성� 논의
의� 초점은� 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능력� 측면의� 이해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
황이기� 때문이다(최의창, 2007).
  앞서� 언급했듯이�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기법적(능력) 전문성은� 기능증진에� 초점을� 두고� 심법적(심성) 전
문성은� 심성함양에� 중점을� 둔다. 인문적� 접근에서는� 전문성을� 모두� 함양하
기� 위해서는 체육전문인의� 교육에� 인문적, 서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체육
의� 서사적� 차원을� 드러내어� 인문적� 방식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질을� 함
양시켜야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체육교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운동종목을� 가르치거나� 기술수준을� 높여놓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체육교사는�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의� 내면과� 삶에� 모종의� 질적� 변화를� 이끌
어내는� 성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즉, 운동의� 기능, 전술, 규칙� 등을� 가르치
는� 일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과� 태도와� 정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최
의창, 2010). 앞선�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했다.

전문성의� 측면 자질의� 측면 교육내용
기법적� 전문성(능력) 지식과� 기능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활동� 강조
심법적� 전문성(심성) 감성과� 덕성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 강조

표 1. 체육교사의 전문성(최의창, 2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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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문적� 접근에� 기반을� 하여� 체육교사의� 전문성이� 발전해야할� 방
향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교
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체육을� 교
수학습� 과정에� 담긴� 인성적, 인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있기에�
총체적� 전문성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Charles, 2002). 즉, 
심성적� 자질을� 강조하고, 인문적� 관점에서� 체육교사의� 전문성의� 개념을� 재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최의창, 2007, 2011). 둘째, 체육전문인의� 심성적�
자질에� 대한� 내용과� 그�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최의창, 2011). 즉, 다른� 전문직과� 동일한� 자질은� 무엇인지, 체
육전문인들만의� 독특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체육전문인의� 심성적� 자질의� 중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며, 이는� 체육의� 인문적� 차원을� 체험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최의창, 2009, 2011).
  이때, 심성적� 자질이�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모습은� 전문직� 정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전문인으로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인
식을� 하는� 방식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실천과정에� 영향을� 주는� 내면적� 특징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전문직� 정체성(Sport Professional Identity)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인식은�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이� 올
바로� 형성된� 상태에서� 전문인으로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체육
전문인� 개개인과� 더불어� 체육전문인� 공동체� 차원에서도� 알� 수� 있도록� 역할
을� 할� 수� 있다(최의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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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교사� 전문성� 교육� 현황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크게� 교사가� 되기� 전� 대학
을� 통해� 제공되는� 예비(직전)교사교육과� 교사가� 된� 이후� 교사� 능력의� 개발
을� 위해� 제공되는� 현직교사교육의� 두� 차원이� 있다(김대진, 2008).

      가) 예비체육교사교육� 현황

  체육교과에서의�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
식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최희진, 2009). 먼저,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
과� 같다.
  김대진(2008)은� 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예비교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뚜렷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가진� 예비교사의� 선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학에� 비해� 교과교육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문지도� 교수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등�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통로는�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교직과목�
이수� 및� 교육대학원� 졸업� 등�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책
임감� 있는� 예비체육교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
다. 손천택, 강신복(2003)은� 내용적으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체육학�
프로그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에서� 교과지식, 교육학적� 지식,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등을� 교사교육의� 중요한� 내
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또, 달라진� 것이� 있더라도� 표면적
인� 측면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최희진(2009)은� 우수� 예비체육교사�
선발의� 한계, 교사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한� 교육과정, 교과교육
학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부족, 체육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질적� 평가�
프로그램� 부재� 등이�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이러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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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교육의� 개선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진(2008)은�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기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
했다. 교육적� 성격의� 교양과목을� 이수, 체육교과교육을� 강화, 교사양성대학
의�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 의무이수� 학기� 제도�
도입, 학문� 간의� 계열성� 고려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도모, 심동적� 영역의�
지도� 능력뿐만� 아닌�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 등� 총체적인� 지도능력의�
함양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그
리고� 교육실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손천택, 강신복(2003)은� 교사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사로서� 인성적� 측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사회� 변화와�
교육현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
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히� 체육교
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과정인�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
다. 더불어, 교육실습의� 비중도�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희
진(2009)은� 교사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재정비, 
체육교사� 양성� 대학에� 대한� 평가� 인정제� 실시� 등의� 방안을� 언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최의창(2018a)은� 예비체육교사교육의� 특징을� 제
시했다. 첫째, 학술적� 지식(연구출판물) 중심이다. 둘째, 과학적� 지식(계량
적� 증명) 중심이다. 셋째, 운동실기(게임능력) 중심이다. 넷째, 진로역량(자
격증) 중심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대학� 체육교육은� 예
비전문인들에게� 모종의� 종합적� 성향을� 키워준다고� 언급한다. 이� 모종의� 종
합적� 성향은� 과학적� 체육전문성이며, 과학적� 체육전문성은� 체육� 분야에서�
만연하는� ‘삼비(非)현상’(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민주적� 현상)의� 씨앗의�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인문적� 체육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체육과� 대학교육의�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모두� 통
틀어서� 예비전문인들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문적� 체육전문성이� 강조되지� 않
고� 있는� 것은� 물론�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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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직체육교사교육� 현황

  현직교사교육은� 교사의� 초임� 단계에서� 정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 및� 실행된다. 그리고� 이는� 교
직�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조욱상, 김종욱, 2014). 이러한� 측면에서� 현직교사교육이� 중요
한� 이유는� 예비교사들이�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교육적� 이론들을� 학
교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괴리감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
이다(허영주, 2007). 아무리� 훌륭한� 직전교육을� 받은� 체육교사라도� 배우는�
학생들은� 이미� 그� 교사가� 교육을� 받던� 시기와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
아가게� 되기� 때문이다(김대진, 2009).
  현직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법들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연구년� 및� 학위취득
을� 위한� 대학� 파견� 교육� 등의� 특별� 연수가� 있으며(교육부, 2017), 독서, 
멘토링, 학회, 수업� 컨설팅, 교사� 공동체, 집필활동,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
여, 동료교사와의� 일상적� 대화, 예비교사교육� 지원� 등� 다양한� 비공식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도� 존재한다(이옥선� 등, 2017; 이옥선� 등, 2018; 
WestEd, 2000). 그러나� 현재� 현직체육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현직교사교육은� 체육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조
욱상, 김종욱, 2014). 체육교과에서의� 현직교사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
육교사의�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김대진, 2009), 현직체
육교사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진(2009)은� 연수기회의� 부족, 연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
과정의� 무체계성, 연수교원의� 확보, 연수� 일정� 및� 방법상의� 문제, 연수� 결
과� 평가의� 공정성� 부족, 연수� 기관의� 미흡� 등을� 문제점들로� 제시했다. 김
영태, 김희복(2005)은� 대체로� 현행� 교원� 연수제도에� 대하여� 교직� 전문성의�
증대보다는� 단지�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과정으로� 인식되
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중복, 연수기관의� 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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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부족, 연수� 전문요원의� 부족� 등� 교육� 조건이� 미비하다는� 문제점들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다. 김영식(2003)은� 전문성� 신장에� 관
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일화� 되어있지� 못한� 연수� 과정과� 정보력, 그
리고�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체육교사들의� 연수가� 많이� 미
흡하다는� 현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현직체육교사교육의� 개선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진(2009)은� 연수과정을� 자기연찬의� 기회로� 삼는� 것, 경험� 중심� 연수
로의� 전환, 능동적� 참여의� 장으로� 변화, 평가� 방식의� 전환, 교직� 생애� 주
기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고, 체육교사들이� 자아성찰을� 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최의창(2004b)은�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현직체육교사교육이� 궁
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있지� 않기에
(무방향성) 현직체육교사교육에� 방향성을� 되찾고� 이상적� 체육교사상의� 논
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향성은� 반성적� 체육교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둘째, 현직체육교사교육은� 어떤� 체계적인� 논리나�
이론적� 원칙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무체계성) 현직체육교사교
육에� 체계성을� 부여하고� 이상적� 체육교사의� 자질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지식적, 기능적� 측면은� 물론� 감성적, 덕성
적� 측면의� 자질도� 함께�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현직체육교
사교육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며, 다른� 현직교사교육과� 아무런� 연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에(무연계성) 현직체육교사교육에� 연계성을� 마련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연계성은� 체육교사로서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
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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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합정리

  최의창(2004b, 2018a)은� 현재� 예비/현직체육교사교육� 모두에서� 인문적�
체육전문성이� 강조� 및�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예비/현직체육교사교육� 전반에� 인문적� 지혜나� 서사적� 체험이� 강조된� 내용
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체육교사들이� 올바른�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의� 합치를� 위
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했다. 이와�
같이� 체육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총체적인� 전문성의� 구체적�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 운동소양)라고도� 하며, 그� 세부
적인� 요소로는�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이� 있다(최의창, 2018a). 즉, 체육교
사들이� 스포츠리터러시를� 온전하게� 함양해야� 곧� 기법적� 전문성(자질)과� 심
법적� 전문성(자질) 모두를� 갖춘� 올바른� 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역/자질 기법적� 자질� (능력) 심법적� 자질� (심성)

개념

행동으로� 드러나며, 가시적으로�
목격되고,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표현되며, 객관적으로� 포착이� 가
능한� 측면

(기능과� 지식)

마음이� 관여되며,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고, 말과� 글로� 쉽사리�
표현되지� 않으며, 상황과� 맥락�
속에서� 느낌으로� 전해지는� 측면

(감성과� 덕성)

특징
인지적, 행동적� 영역이며
과학적, 학문적� 이해의� 영역

도덕적, 감성적� 영역이며
인문적, 서사적� 이해의� 영역

향상방안
능/력의� 측면 심/성의� 측면

능력� 향상 심성� 함양

향상방법

학습화(의도적인� 노력, 의식적)
사회화(생활� 속에서, 자연적) &
학습화(의도적인� 노력, 의식적)

특별연수나� 대학원교육을� 통한�
방법(연수, 교육), 이론적으로� 공
부하기, 과학적으로� 운동하기

수업실행을� 통한� 방법(하나로� 수
업), 인의예지롭게� 수업하기, 인
문적으로� 운동하기

표 2. 체육교사 자질의 두 측면(최의창, 2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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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 정체성

  가. 교사� 정체성의� 개념

   1) 정체성

      가) 정체성의� 정의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21).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이
나� 상황� 속에서� 개인이� ‘누구인가’가� 되는� 것을� 규정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의미들을� 뜻하며, 이는� 고정된� 개인적� 속성이� 아닌� 관계적� 현상� 속
에서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Burke, 1991). 각� 개인의� 정체성
은� 가족, 신념, 지역공동체, 소속� 등� 여러� 개인의� 경험적� 혼합물로서, 사회
에� 있는� 다양한� 실천공동체들� 안에서� 구성원들이� 경험의� 의미를�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형성되기에� 개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이� 반영
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Wenger, 1998).
  정체성� 연구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kson(1956)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많은� 공헌을� 했다. 이후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에서� 수
많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교육학� 분야에서의� 정체성�
연구는� Gee(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현대의� 관점은�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변
화했다. 즉, 정체성� 개념을� 사회구조, 문화� 등� 맥락적� 요인과� 함께� 개인을�
둘� 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체성의� 다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왔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경
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비록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기본적� 전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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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체성의� 구성요소

  다양한� 연구자들은� 자신만의� 분야와� 자신만의� 관점에� 따른� 정체성에� 대
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체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다양한� 연구들에� 등장하는�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한다
면, 다음� <표� 3>(이용진, 2018 참고� 및� 수정보완� 제시)과� 같다.

    2) 교사� 정체성

      가) 교사� 정체성의� 정의

  교사� 정체성이란, 교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신념이나� 교사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등� 교사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된� 것으로, 오늘날� 교사교육
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Beijaard et al., 2004). 교사� 정체
성은� 교사로서� 지녀야하는�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 외에도, 개인적� 경험, 학
교� 환경� 및�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
와� 교사로서의� 실천방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지니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ukor, 
2015). 따라서� 교사� 정체성은� 주로� 학교에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주변� 사회의� 영향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연구자 구성요소
Mead(1934) 주체적� 나 객체적� 나

Erikson(1968) 개인적� 정체성 자아� 정체성
Castells(1997) 정당화� 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기획적� 정체성

Helms(1998) 가치와� 믿음
제도/문화/

사회적� 기대
행동

미래의
자아와� 사회

Gee(2000) 자연� 정체성 제도� 정체성 친밀� 정체성 담론� 정체성

유은정(2009)
본성적�
정체성

제도적�
정체성

친화적�
정체성

담화적�
정체성

미래상�
정체성

표 3. 정체성의 구성요소(이용진, 2018 참고 및 수정 보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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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사� 정체성의� 특징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중대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연
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었고, 이는� 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 기술, 
자질�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Feiman-Nemser & Floden, 1984; 
Lortie, 1975).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교사를� 학교� 문화와� 교직� 사회에
서� 요구하는� 역할규범에� 순응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존재, 즉� 지식, 기술, 
태도, 규범, 가치�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개인으로� 그려내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교육현장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과� 교사� 개개인의� 주체성� 그
리고� 그� 이야기가� 형성되는� 맥락의� 특수성들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교사의� 주체성, 성찰성, 실천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Connelly & Clandinin, 1999; Elbaz, 
1983; Polanyi, 1958; Schön, 1983, 198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 교사� 정체성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한다. 
교사� 정체성은� 교직의� 내부와� 외부의� 상황과� 맥락에서� 자기� 및� 타인의� 평
가와� 담론� 과정을� 통해� 역동적이고� 다중적으로� 타협� 및� 재구성된다(김규
태, 2018). 교사들은� 교과� 내용�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 정서적� · 도덕적� 발달을� 책임지는� 교수� 전문가� 등�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받으며(Beijaard et al., 2000), 교직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Gee, 2000), 교사� 정체성은� 사회
성과� 담론성의� 특징이� 있다(김규태, 2018). 또, 교사� 정체성은� 다중성을� 띠
고, 사회적이며, 불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Akkerman & Meijer, 
2011).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교사� 정체성은� 이야기(내러티브)를�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재구성된다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안아라, 김한별, 
2013). 따라서� 교사� 정체성은� 다중성, 사회성, 불연속성, 담론성의�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규태, 2018).
  김규태(2018)는� 이러한� 교사� 정체성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
째, 다중성이란, 교사가� 하나의� 정체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교사� 정
체성� 안에� 다양한� 하위�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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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이란, 교사� 정체성이�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불연속성이란, 교사� 정체성이� 연속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구성과정과� 함께� 변화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
째, 담론성이란, 교사�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되는� 과정에는� 이
야기(내러티브)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교사� 정
체성이� 전달되고, 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교사� 정체성� 개념은� 교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집단적� 정체
성’의� 영향을� 받는� 산출물이자, 교사� 주변의� 맥락, 개인의� 자아, 그리고� 다
양한� 참여� 경험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사� 정체성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상이고, 다
수성, 불연속성, 사회적� 속성을� 모두� 함의하는� 개념이다(Beauchamp & 
Thomas, 2009; Akkerman & Meijer, 2011). 또한, 그� 전달� 과정에서�
담론성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안아라, 김한별, 2013).
  교사� 정체성은� 교사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
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회� 속에서�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Sachs, 2005). 그리고� 그것은� 교사들의� 의미� 형성과�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Bullough, 1997).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동료와� 교류할� 때� 스스로� 무엇을� 중시하고� 우선시
하면서� 어떤� 교사가� 되려하는지(Yazan, 2017), 그리고� 교사에게� 기대되는�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과� 기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Beijaard et al., 
2004)라는�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정체성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
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혜정, 2013). 일반적인� 정체성과� 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의� 범주를� 직업과� 전문직의� 개념으로� 옮겨본다면� 전문
직� 정체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다음으로는� 전문직과� 전문성의� 개념을� 바탕
에� 두고� 전문직의 정체성, 즉� 전문직�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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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

    1)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관점에� 따라� 이해하는데� 있어�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달라질�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과� 다양
한� 정의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전문직� 정체성은�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교육�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개념을� 다루고� 있는� 전문직들� 역시� 점차� 다양
화되고� 있다. 전문직� 정체성이란, 정체성의� 범주를� 직업� 생활로� 한정한� 직
업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직업적� 정체성이란, 스스로를�
직업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직업에서의� 경험과� 인식� 등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일컫는다(오지영, 2014). 이� 정의에서� 직업인은�
모든� 종류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직업적� 정체성이� 전문직� 정체성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전문직� 정체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문직의� 유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점이란, 전
문직� 자체의� 구조적� 속성인� 전문성의� 차원이� 아닌� 전문인으로서의� 태도와�
행동� 등의� 차원이�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에� 적합하다
는� 것이다(Gross, 1958).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전문직에�
대한� 태도가� 업무수행이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
기도� 했다(박종우, 1994; 전태준, 2006).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직
업군에서�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인이� 스스로를� 전문인으로�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다(박종우, 1994). 또한, 개인이� 스스로를� 전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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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된� 경험, 동기, 가치, 속성, 신념� 등의�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강용관, 2013; Hall, 
1968). 즉,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로, 사회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개인이� 전문인으
로서� 지녀야할� 전문직�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Ibarra, 1999). 따라서� 전문성과� 관련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전문직� 정
체성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이론적� 전문성과� 실
천적� 전문성� 중� 전문직� 정체성은� 실천적� 전문성과� 관련된� 정체성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올바른� 태도와� 행동양식과� 관련된� 실천적�
차원의� 전문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곧� 전문직� 정체성인� 것이다.

그림 1. 직업, 전문직, 전문성, 전문직 정체성의 관계

(이용진, 2018 참고 및 수정 보완 제시)

전문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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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지금까지�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
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개념의� 특정� 요
소들에� 집중해서� 바라보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기에� 아주� 적은�
수의� 연구만이�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으며, 
이�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가� 특정� 맥락� 및� 개인에� 집중(인종, 성적지향, 
여자, 다문화� 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있다(Davey, 2013).
  Rodgers와� Scott(2008)은�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이� 몇�
가지� 공통된� 가정을� 공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출발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영향력이� 포함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은� 항상� 변화하고, 불
안정하며, 다중적이다. 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스스로의� 전문적� '이야
기'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직� 정
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넷째, 전문직� 정체성은� 감정
이� 관여되는� 개념이다. 즉, 전문직� 정체성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
며, 변화하고, 불안정하며, 다중적이고, 이야기로� 구성되며, 관계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Davey(2013)는� Rodgers와� Scott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두� 가지� 요소를�
덧붙인다. 첫째, 전문직� 정체성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아니
라� 가치에� 대한� 제안이라는� 점이다. 둘째, 개인의� 정체성� 전반에� 걸쳐� 모
종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또는� 집단적� 정체성이라
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견해들을� 모두� 통
합해본다면, 전문직� 정체성은� 다음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첫째, 전문직� 정체성은� 그� 내적과� 외적� 차원� 모두� 개인적� 방식과� 사회적�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별
적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협상되는� 것이다. 둘째, 전문직� 정
체성은� 항상� 본질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중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많은� 요소와� 표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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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이며, 모든� 요소들이� 재협상� 및� 재구성의� 대상이� 된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은� 정서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 모두를� 수반한다. 즉, 전문직�
정체성은� 자신을�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정서적� 방식이자� 자신의� 가치를� 구
성하는� 가치지향적인� 전문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직� 정체성은�
반드시�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과� 함께� 해당� 집단과� 동일시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즉, 그것은� 단지� 개인으로서� '내�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호의나� 감정을� 포함하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전문직�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Davey, 2013; Wenger, 1998).
  전문직� 정체성은� 여러� 유형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Hall(1968)이� 분류� 및� 제시한� 연구가� 있다. 그는� 전문직의� 요소들을� 구조
적� 측면, 조직적� 측면, 그리고� 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전문직의� 태도적� 측면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하므로�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는� 전문� 조직의� 형성, 공공서비
스의� 신념, 자기규제의�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을� 전문직의�
태도적� 속성의�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이들을� 전문직� 정체성의� 다섯� 가지� 차
원이라고� 했다. 비록 전문집단과� 사회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모두의� 기
대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문직� 정체성의� 이러한� 특정한� 핵심� 가
치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ooke et al., 2010).

      나) 전문직� 정체성의� 관점

  Davey(2013)는� 전문직�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매우� 널리� 사용되지만, 동
시에� 서로� 다소�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에� 개념들을� 구분하는� 과정에� 상당한�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러한� 혼란의� 한� 가지� 이유는� 이� 개념에� 초점
을� 맞춘� 문헌들이� 여러�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중� 한� 가지� 관점에서
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Korthagen, 
2004).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다양한�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포괄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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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주요� 이론적� 관점은� ①심리적/발달적, ②사회문화
적, ③후기구조주의적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관점은� 자아와� 정
체성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적, 이념적� 가정과� 신념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Korthagen(2004)은� 이러한� 구분� 또한�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
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론가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넘나들기에, 
결국에는� 그들� 사이에� 많은�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rootenboer et al., 2006).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 주요� 관점
이� 어떻게� 전문직� 정체성� 개념을� 정의하는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문직� 정체성�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① 심리적� / 발달적� 관점
  정체성� 이론의� 심리적/발달적� 전통에는� Mead와� Erikson과� 같은� 초기�
학자들이� 있다. Day 등(2006)은� 이러한� 초기� 관점이� 자아가� 맥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하고� 안정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하여� 개인의� 내면세
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개인이�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여기게� 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영
향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긴�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핵심적
인� 자아는� 개별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관점에서� 정체성은� 결국�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며, 외부의� 영향은� 정체성
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해될� 수� 있다.
  Erikson과� 같은� 발달� 심리학자들은� 고전적� 관점을� 보다� 확장시켰다. 그
는� 정체성과� 정체성� 형성의� 궤적이�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반면, 
자아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평생� 동안� 지속
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을� 거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정체성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동안� 내부� 및� 외부의� 작용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여전
히�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처럼� 심리적/발달적� 관점에서� 나오는� 정체성� 이론의� 또� 다른� 측면에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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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관점이� 있다
(Goffman, 1959). 그리고� 각각의� 정체성에는� 상황적(자신을� 발견하는� 구
조와� 상황에� 따라� 다름) 측면과� 함께� 실질적인(보다� 안정적이고� 불변) 측
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한다(Ball, 1972). 
  요약하자면, 심리/발달적� 관점이�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전문직� 정체성이� 실질적이고� 상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즉, 전문직�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개인� 내에� 위치한� 내면화된� 정신적�
모형이나� 이상에� 관한� 것임을� 알려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내면
화� 과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오
직� 스스로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상(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
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사이의� 일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

② 사회문화적� 관점
  정체성� 이론의� 사회문화적� 관점에는� Wenger와� Bourdieu와� 같은� 학자
가� 포함된다. 이� 관점에서� 인식하는� 정체성이란, 개인의� 내부와� 외부� 모두
에� 위치하는� 것이며, 이� 속에는� 문화�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Beijaard et al., 2004). 그러나� 그들은� 개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사회적� 측
면에� 더� 관심이�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의미, 가치, 
태도, 성향� 및� 실천� 등을� 반영하며, 이는� 과거의� 경험들과� 내러티브들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통해� 중재
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Coldron과� Smith(1999)는� 전문직� 정체성을� 개발
하는� 데�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이라는� 두� 측면의� 영향이�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측면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전문직� 정체성의� 개발은� 다양한� 실천전통에�
내재된� 일련의� 관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질과� 유용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Bourdieu(1983)의� 사회� 이론은� 사회화된�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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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구조의� 권력구조� 등에� 대한� 우
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인� 아비투스
(Habitus)는� 개인이� 획득한� 기질, 신념, 지속적인� 사고� 패턴, 행동, 담론�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직면한� 외부� 구조, 상황� 등에� 대응하여� 내부
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장소가� 사회구조�
속에� 위치해� 있음을� 생각해보면� 아비투스와� 사회구조는� 정체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생각에� 중요한� 차원을� 덧붙일� 수� 있다.
  Wenger(1998)는�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거시� 및� 미시, 
개인� 및� 그룹) 측면을� 다루며, 협상된� 경험으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학습� 경로로서의� 정체성, 다양한� 소속의� 결합으로서
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식별하는� 정체성이라
는� 다섯� 가지� 차원의� 정체성을� 제안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실천이� 서
로�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서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실천공동체의� 형성은� 곧� 정체성들� 사이의� 협상과정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의� 공통적인� 특징을� 요약하자면,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
적/전문적� 차원의� 이야기들, 자아에� 대한� 관점, 사회구조�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이들� 사이의� 지속적인� 재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가� 주변� 환경들에� 대한� 언급� 없이는� 결코� 설명�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 Taylor(1989)의� 견해와� 일치한다.

③ 후기구조주의적(포스트모더니즘) 관점
  후기구조주의적(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은�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여러�
학문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의� 단일성과� 연
속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자신과� 타인의� 상대적인�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
춘� 심리적/발달적(개별� 현상) 및� 사회문화적(사회적� 현상) 설명과는� 달리�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정치적� 맥락, 담론적� 실천� 및� 권력이� 정체성� 형성
에� 미치는� 힘에� 대해� 강조한다(Zembylas, 2003a, 2003b). 즉, 정체성은�
통합된� 것이� 아닌, 불안정적, 역동적, 상대적이며, 다양한� 역할의� 자아들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Zembylas(2003a)는� 사회구조와� 개인자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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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존재하는� 영역�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향력
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즉� 전문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Day et al., 2006). 여기에서� 심리적/발달적�
관점은� 이� 주체가� 개인, 사회문화적� 관점은� 이� 주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면,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이� 주체를� 문화적, 정치적� 맥
락에서� 만들어진� 권력의� 역동성과� 언어를�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 관점은� 사람마다� 정체성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개인이� 서로� 다른� 사회적� 담론과� 환경에� 대한� 참여를� 통해� 다양
한� 맥락을� 경험하며�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Gee, 
2000). 예를� 들어, Gee는� 개인이� 자연의� 영향력을� 통해� 개발된� 핵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Nature Identity, 자연� 정체성), 집단에의� 참여를�
통해� 조작된� 정체성(Institution Identity, 제도� 정체성), 담론� 또는� 다른�
주체와의� 대화를� 통해� 개발된� 정체성(Discourse Identity, 담론� 정체성), 
그리고�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체성(Affinity Identity, 친밀� 정체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 네� 가지의�
상호� 관련된� 관점을� 통해� 정체성이� 개발되며, 각� 관점들은� 다른� 사람의� 정
체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타협� 가
능하고, 각각� 수용� 또는�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개인은� 동시에� 다양한� 담론
에� 참여할� 수도� 있다. 후기구조주의적� 견해를� 따르는� 다른� 학자들도� 정체
성이� 다중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전문직�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불안정
하고, 유동적이고, 불연속적이고, 분절되었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담론의� 실천과� 공동체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안내되고� (재)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정체성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중적인� 실체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모두� 시간이� 흐르며� 경험하
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및� 심리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 정체성은� 권력과� 담론적� 실천이라는�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는� 감정과� 가치의� 측면과도�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Zembylas,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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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전문직� 정체성

      가)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Beijaard 등(2004)은� 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들은� 교사�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연구물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지
만,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를�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대한� 성찰적인� 인식이라고� 언급한다. 즉, 교사� 전문직� 정체성이란, 
교사� 스스로� 본인의� 역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
에� 깃든� 본연적� 가치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송경오, 2015). 이는� ‘나는�
교사로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교사가� 되길� 원하는가?’ 등의� 질문
들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교사�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이해
와� 성찰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며�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해나
가는� 것이다(Akkerman & Meijer, 2011).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맥락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정체성이다. 둘째, 전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인� 교사가� 자기� 자신을� 전문인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전문직의� 구성원인�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전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박종우, 1994). 이러한� 맥락에서� 교
사가�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교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안
목을� 토대로� 진행되는� 성찰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의미
와� 가치� 등을� 지니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 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하
고� 이해하는� 과정은� 전문인으로서� 교사의� 삶에� 깃든� 핵심적인� 부분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준다(Day, 2011).
  개인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개
인� 정체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융합으로� 이끈다(Day et al., 2006). 최근�
수십� 년� 동안� 교사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 정체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il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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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er, 2015).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
회에서� 받아들여진�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개념과� 기
대에도� 영향을� 받는� 개념이다(Beijaard et al., 2004). 즉, 전문직� 정체성
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에� 관
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Beijaard et al., 2004; Korthagen, 2004).
  Korthagen(2004)은� <그림�
2>와� 같이� Onion 모형을� 통
해� 교사의� 성찰� 수준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가장� 내면
에� 위치한� 사명감(Mission)
은� 교사로서의� 모습의� 기반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
(Identity), 신념(Beliefs), 역
량(Competencies) 등을� 구
성하며� 행동(Behavior)으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은� 일방
적이지� 않으며, 안에서� 밖으
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외부의� 환경과� 교사의� 행
동� 또한� 신념과� 정체성� 등� 내
면적� 차원을� 바꾸기도� 한다
(이원희, 2019).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의미, 이미지, 자기� 지식으로� 구성된
다. 이는� ‘나’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개념(행동을� 하는� 자
아)을� 포함하며, 자연스레� 개인적인� 가치, 감정, 신념, 지식, 기술� 등의� 영
향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사회학적, 문화적� 경험� 등의� 영향�
또한� 받게� 된다(Rodriguez & Mogarro, 2019).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교사� 전문성� 중� 지식, 
기술, 신념(태도) 중에서� 신념(태도)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단순히� 교사

그림 2. 교사 성찰의 수준: Onion 모형

(Korthag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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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한� 습득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교사들에게� 전
문직�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더� 심오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교사� 전문직� 정체성이나� 전문인으로서의� 역
량은� 필수전제가� 된다(Hargreaves & Fullan, 2012). 이러한� 관점에서� 교
사는� 태도적� 측면이� 중요한� 전문직이다. 훌륭한� 교사는� 기술적인� 탁월함이
나� 광범위한� 지식의� 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
과� 함께� 희망적인� 마음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다
(Hargreaves, 1998). 하지만, 전문직�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와� 도
덕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과� 지식의� 측면, 특히� 그것의�
심층적� 차원에�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이� 깃들어있다(이용진, 2018).
  지식의� 측면에서는� 지식의� 깊고� 심층적인� 측면으로서� 암묵적� 지식
(Im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될� 수
는� 없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묵시적� 성격의� 지식)의� 차원까지� 다룬다
면� 전문직� 정체성과� 더� 많은� 접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암
묵지)은� 학습과� 체험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지만, 형식이�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교사가� 명시적으로� 지도할� 수� 없
는� 유형의� 지식이다(Polanyi, 1966). 즉, 암묵적� 지식은� 교사의� 일상생활
과� 행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스며드는� 것으로, 이는� 교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과� 맥을� 같이�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기술의� 실천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으로서�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 Phronesis,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
바른� 실천인지를� 깊이� 숙고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의�
차원까지� 다룬다면� 전문직� 정체성과� 더� 많은� 접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실천적� 지혜(프로네시스)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고� 기술적� 차원을�
실천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적절하게� 판
단을� 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천병희, 2013). 즉, 실천적� 지혜는� 교사의� 일
상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므
로, 이는� 교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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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교사라는� 전문직의� 모든� 지식, 기술, 신념
(태도)의� 세� 차원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 Davey(2013)는� 전문직� 정체
성이� 다양한� 요인들이� 한데� 모아져서� 만들어지며, 이렇게� 구성된� 전문직�
정체성이� 잘� 갖추어지게� 된다면� 해당� 전문직의� 효과성과� 함께� 전문직� 교육
과정의� 질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도� 언급한다. 특히�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문적으로� 발전하며, 
교육� 변화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Nias, 1989).
  교사�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
했다(Akkerman & Meijer, 2011). 국외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교사� 연구가� 점차� 진행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 실체가� 미미하게� 다루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진(2018)은� Helms(1998)
의� 정체성� 관점에서� 기존의� 정체성� 연구들을� 종합하여� 전문직� 정체성의� 구
성요소� 네� 가지로� 신념과� 믿음, 미래상, 제도문화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
을� 제시했다. 첫� 번째, 신념과� 믿음은� 다른� 세�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
며� 스스로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인식이다. 두� 번째, 미래상은� 앞으로� 되고
자� 하거나� 될�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세� 번째, 
제도문화사회적� 환경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자기� 인식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규범과� 기대이다. 네� 번째, 행동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실
천하는� 모든� 자발적� 행위이다. 나아가서� 이� 네� 가지�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그림 3. 전문직 정체성 분석 렌즈(이용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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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밝히면서� ‘단일� 시기� 정체성� 분석� 렌즈’를� 구성하여� 성장단계� 체
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총체적� 정체성� 분석� 렌
즈’를� 제시하여� 시기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흐름� 또한� 연구하고자� 했다.
  Beijaard 등(2004)은� 교사� 전문직� 정체성� 연구를� 배경과�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개인적� 측
면과� 전문적� 측면이� 점차� 통합되며�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 ②교사라는� 직
업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나� 관련� 특징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인식, ③교육
자가� 실천을� 통해� 느끼는� 삶의� 이야기라는�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세� 가지�
정의를� 제시했다. 또한, Davey(2013)는�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Becoming’은� 전문인이� 되는� 동기와� 이유, 직업에� 대한� 초기� '입문', 변화
하는� 정체성의� 초기� 자각에� 대한� 관점이다. 둘째, ‘Doing’은� 직업� 또는� 경
력으로서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과� 개념, 그리고� 전문적� 활동으로서의� 범위
에� 대한� 관점이다. 셋째, ‘Knowing’은� 그들의� 전문� 지식� 기반, 전문성, 교
육과정� 및� 성인교육에� 대한� 관점이다. 넷째, ‘Being’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전문인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양한� 역할, 페르소나(자아상) 및� 감정에�
대한� 관점이다. 다섯째, ‘Belonging’은� 집단적� 정체성(전문직으로서� 그들
을� 결속시키는� 것)으로서, 다른� 전문적� 공동체와� 교류하며� 느끼거나(느끼
지� 못한) 것에� 대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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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합정리

  교육에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Davey(2013)의� 다섯� 가지� 관점/요소
는� 곧� 교사� 전문직�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렌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의� 차원을� 종합하여� 전문직� 정체
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ecoming(되어가기) 렌즈는� 전문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열
망, 이것을� 택한� 동기�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초기� 입문� 경험에� 중점을�
둔다. 둘째, Doing(하기) 렌즈는� 전문인으로서의� 일상� 경험과� 함께� 관련된�
전문적� 업무에� 중점을� 둔다. 셋째, Knowing(알기) 렌즈는� 전문인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또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다양한� 지식� 기반과� 해당�
전문직에게� 특수하게� 요구되는� 교육적� 본질에� 중점을� 둔다. 넷째, Being
(존재하기) 렌즈는� 그들이� 전문직� 교육을� 경험하며� 형성된� 자아상과� 정서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들이� 채택한� 전문적인� 페르소나(자아상),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그들의�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Belonging(포함되기) 렌즈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특정� 실천전통에� 관심
을� 가지는� 공동체에� 연관성/친밀성을� 느끼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문직의� 전체적인� 전문적�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이� 전문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
인과의� 상호작용과� 우리가� 행동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
대한� 반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전문직� 정
체성의� 개념은� 전문인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전반적인� 특성, 가치, 규범� 등
이�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스며들어� 개개인이� 전문인처럼� 생각하
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면화된� 자질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Cruess et al., 2014). 따라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란, 체육교사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교육직무를�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하여� 요청되는, 주요�
직무영역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기능, 지식, 인성적� 자질의� 종합적� 총체를�
의미한다. 보통의� 체육교사를� 올바른, 성숙한� 체육교사로서� 보이도록, 드러
나도록, 인정받도록� 해주는� 실체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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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정체성� 형성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

    1) 전문직� 정체성� 형성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정의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
어� ‘Phronesis(프로네시스)’는� 전문직� 정체성과� 밀접한� 개념이며, 시대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왔다(Kinghorn, 2010; Kumagai, 
2014). 이러한�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표로서의� 전문직� 정체
성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Cruess et al., 2016b). 전문직� 정체성� 형
성(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의� 개념은� William Sullivan 등이�
미국� 카네기� 교육진흥� 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에서� 발간한� 카네기� 보고서(Carnegie 
Report)로부터�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21세기의� 시작� 무렵부
터� 2010년까지� 카네기� 교육진흥� 재단은� 전문직�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s Program, PPP)를� 기획하여� 전문직�
교육기관이� 의사, 간호사, 성직자, 기술자, 변호사의� 다섯� 가지� 전문직� 군
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수십� 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Benner et al., 2009; Cooke et al., 2010; Foster et al., 2006; 
Sheppard et al., 2008; Sullivan et al., 2007). 카네기재단의� 회장인�
Lee Shulman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전문직� 교육과정� 중� 가장� 간과된� 측
면은� 서비스와� 책임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핵심을� 지닌�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카네기� 교육진흥� 재단의� 최종� 결론
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전문직�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 즉� 전문적� 가치, 행동� 및� 포부의� 개발이� 전문직� 교육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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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했다(Cooke et al., 2010; Hamilton, 2011). 여기에서� 전문
성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서로� 동일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친다(Albarracin & Wyer, 2000). 전문성은� 보편적� 핵심� 가치와� 같
은� 전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의� 집합이고,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전문적� 정신에� 동화시켜� 완전히� 통합된� 도덕적�
자아를� 구축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Bebeau & Monson, 2012).
  Sullivan(2005)은� 전문직� 교육에� 관한� ‘Work & Integrity’에서� 전문직
은�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갖추어야�
제대로� 된� 전문적� 실천과� 전문직�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차원
은� 인지적� 차원이다. 이는� 전문적� 실천의� 본질과�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필
요한� 이론과� 지식을� 뜻한다. 두� 번째� 차원은� 기술적� 차원이다. 이는� 좋은�
실천을� 위해� 지녀야� 할� 명시적� 기술들과� 전문직� 집단에서� 공유하는� 암묵적�
기술의� 총체를� 뜻한다. 세� 번째� 차원은� 도덕적� 차원이다. 이는� 전문적� 공
동체가� 공유하는� 실천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 및� 태도에� 관한� 것이며, 의미�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가르쳐진다. 이는� 특히� 전문적� 자아를�
폭넓게� 탐색� 및�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도� 특히�
도덕적� 차원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카네기� 보고서
에서는� 전문직들에서� 특히� 이� 세� 번째� 차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카네기� 보고서에� 등장한� 모든� 전문직들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맥락이� 가장� 중요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구해야할�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에� 대해� 깊어지고� 있는� 이해에는� 다양한� 문헌들
의� 영향, 특히� 카네기재단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Cooke et al., 
2010), 많은� 전문인들이� 전문직� 교육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
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전문직� 교육에� 필요한� 토대
로� 확인되었다(Bebeau & Monson, 2012). 즉,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
념은� 전문직� 교육의�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직�
교육과정� 내에� 해당� 전문직의� 중요한�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하려
는� 의도와� 목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Longan 
et al.,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직� 교육기관은� 전문� 지식과� 판단력을�



- 50 -

숙련자에서�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전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이�
자신의� 미래� 정체성을� 가정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전문
직의� 정의� 가치와� 모범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Sullivan, 2015).
  현재�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들에� 있어� 이러한� 모습을�
함양한� 전문인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김선, 
허예라, 2004; 김용일, 2000; 전우택, 양은배, 2003). 그동안� 효율성과� 효
과성의� 측면을� 주로� 강조하다보니� 높은� 수준의� 기능과� 지식을� 지니고� 있지
만, 인간적, 심성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전문인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현
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문직에서� 급속한� 기계화, 기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성보다는�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의창, 2010). 즉, 도덕적� 발전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 포
함되어야� 한다는(Forsythe, 2005; Podd, 1972) 인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최의창(2007)은� 체육전문인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적� 성품이� 강조되는� 체육전문인� 교육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기
도� 했다. 즉, 체육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섭렵하고� 학술적� 논문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떠한� 수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학생
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등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묻는� 자기� 성
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최의창, 2010).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곧� 전문직�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끌어� 준다. 이처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전문인을� 비롯한� 모든� 전문직�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Jarvis-Sellinger 등(2019)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이� 관여되는� 개인적� 측면, 그
리고� 개인이� 그�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전문적�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과� 참여양식� 속으로� 사회화되는� 집단적� 측면의� 두� 가지� 수준에
서� 동시에� 일어나는� 적응적� 발달의� 과정이다. Cooke 등(2010)은� 이것이�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의� 과정이기에� 상호작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Konkin & Suddard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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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특징

  더욱� 더� 성숙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도록� 변화하는� 과정에는� 전문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nn(2011)
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처음
에는� 지엽적이고� 시범적인� 모습을� 띠는� 전문적� 공동체로의� 참여는� 점점� 더�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한� 참여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동안� 개인의� 정체성은� 전문적�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과� 서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다양한� 가치와�
신념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거부, 수용, 경쟁� 및� 타협의� 경험에� 기반을�
한다(Chandran et al., 2019; Rabow et al., 2010). 특히� 이는� 다양한�
전문직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유용했던� 실천공동체
(Lave & Wenger, 1991)의� 개념을� 반영한다(Wilson et al., 2013).
  개인은� 전문적� 실천공동체에� 대한� 주변적� 참여에서� 완전한� 참여로� 이동
하며, 그� 기간� 동안� 전문적�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을� 획득하게� 된다(Lave & Wenger, 1991). 즉, 전문적� 실천공동체에� 의
해� 확립된� 행동� 규범을� 받아들여야만� 한다(Wenger, 1998). 이� 때, 전문적�
실천공동체의� 규범이� 개인의� 신념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에�
대한� 일련의� 개인적� 협상을� 수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Frost & 
Regehr, 2013). 그렇지만� 전문적� 실천공동체의� 핵심적� 태도와� 신념은� 본
질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Cruess et al., 2014). 이러한� 핵심적� 태도와� 신
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전문적� 실천공동체에서� 제재� 또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Hafferty et al., 2016). 이�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는� 기존
에� 학생이� 지녔던� 정체성에� 그들이� 다양한� 형성�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전
문직� 정체성의� 총체이다(Cruess et al., 2014; Jarvis-Selinger et al., 
2012). 이� 과정은� <그림� 4>에� 정리하여� 제시했다.
  각� 개인의� 여정은� 모두� 독특하며, 일부는� 이�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기존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요구사항�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Frost & Regeh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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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uxe, 2010).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학습이� 일어나는� 전체� 환경과�
더불어, 교사, 멘토, 동료,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Brooks, 2018). 즉, 이�
과정은� 많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것이
며, 이� 속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적� 관점들이� 함께� 어우러져있다
(Lewin et al., 2019; Vignoles et al., 2011).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학습자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참여시키고, 학습자가� 여정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고� 있
는� 상황을� 꾸준히� 추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직� 정
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들로는� 롤모델, 멘토, 경험적� 학습�
등이� 있다(Monrouxe, 2010; Skorikov & Vondracek, 2011). 경험적� 학
습은� 성찰에� 의해� 강화되며, 특히� 롤모델과� 멘토에� 의해� 지도되었을� 때� 더
욱� 효과적이다(Mann et al., 2009).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은� 명시적� 지식
과� 암묵적� 지식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히� 비교는� 어렵지만, 대
다수가� 암묵적� 지식(Eraut, 2000; Hafferty, 2016)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 4.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Weng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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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그림� 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5>에� 따르면, 의사들의� 전문적�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롤모델과�
멘토의� 역할� 그리고� 임상� 및� 비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의식적
인� 반성과� 무의식적인� 습득에� 의해� 내면화된다. 이외에도� 학습환경, 가족
과� 친구� 등� 중요타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 특히� 의식적인� 반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잘못된� 관습과� 태도를� 형성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올바른� 전문직�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식적� 반성은� 사회화� 과
정� 속에서� 거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적� 정체성에� 동화되는� 과정� 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에� 도움을� 준다
(Cruess et al., 2015).
  전문직� 정체성은� 획일적이지� 않고� 또한� 선형적으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Frost와� Regehr(2013)는� 의사교육의� 목표가� 모든� 의대생들을� 표준화된�
모습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들은� 개인의� 정체성
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직에� 대해� 사회와� 전문적�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특

그림 5. 전문적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Crues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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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핵심� 속성들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같이� 유지하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Cruess et al., 2016b). 따라서�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을� 통해� 그들의� 개성을� 극대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Chandran et al., 2019). 이�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여정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고, 종종� 전환이나� 변화와� 따른� 성장, 정
체, 때로는� 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Monrouxe, 2010).
  모든� 전문인은� 개인과� 직업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생� 동안� 언제든
지�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은� 결
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개념이다(Lockyer et al., 2016). 따라서� 전문
직� 정체성� 형성이란, 전문직의� 지식, 기술, 가치� 및� 행동을� 자신의� 개인�
정체성� 안으로�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기나긴� 변화의� 여정이다(Holden et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공학자 성직자

대상에� 대한� 책임감� 내면화 ✔ ✔ ✔ ✔ ✔

전문적인� 탁월함을� 위한�
역량과� 헌신

✔ ✔ ✔ ✔

도덕적� 사고 ✔ ✔ ✔ ✔

사회적� 책임감
(사회와� 공공의� 선을� 위해)

✔ ✔ ✔ ✔

대인관계의� 중요성� 이해 ✔ ✔ ✔ ✔

전문직� 윤리강령� 준수 ✔ ✔ ✔

청렴결백함 ✔ ✔ ✔

동정심 ✔ ✔

진실성 ✔ ✔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

✔ ✔

표 4. 전문직별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Hamilton, 2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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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Hamilton(2011)은� 카네기재단에서� 실시한� 의사, 간호사, 변호
사, 공학자, 성직자의� 다섯� 가지� 전문직� 교육과정� 연구를� 종합하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을� 정리했으며, 이를� <표� 4>에� 제시했다.
  또한,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성찰적� 탐구를� 이끄는� 교육방법들도� 제시했
다. 첫째, 직업의� 책임에� 대한� 성찰, 둘째, 세� 가지� 차원(인지적, 기술적, 
도덕적)의� 통합, 셋째, 피드백, 성찰� 및� 자기� 평가가� 그� 방법들이다. 이외
의� 방법으로는� 전문직� 교육과정의� 일부로� 구성,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사
의� 주도적� 논의, 임상� 교육과� 실제� 경험, 코칭� 및� 모델링, 스캐폴딩, 성찰
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내러티브적� 방법, 소규모� 그룹� 토론� 등이� 있었다.

    2) 교사� 사회화

      가) 교사� 사회화의� 정의

  교육전문인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구� 영
역은� 교사� 사회화가� 있다. 교사� 사회화는� 곧� 교직이라는� 직업� 사회로의� 사
회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그� 단계를�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권진옥, 2014). 보다� 구체적으로� 교사� 사회화
란,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 세계의� 구성원으로� 교직�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
에서� 학교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규범이나� 기술, 지식, 태도, 가치� 등에�
반응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한� 교직� 사회로의� 적응양상, 그리고� 이� 과정� 속
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질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강신복, 2000; 이윤철, 
2007; 최상근, 1992; 최희진, 2002; Lortie, 1975).
  특히� 체육교육에서� Lawson(1986)은� 체육교사� 사회화에� 대한� 정의를� 사
람들을� 체육교육의� 분야로� 이끌고� 체육교사교육자와� 체육교사로서� 그들의�
인식과� 행동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화� 과정이라고� 했다. 즉, 체육교사�
사회화는� 체육교사들이�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 가치� 및� 규범을� 배우며�
교직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효진, 1996).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체육교사�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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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는� 80년대� 초반� Templin(1981), Lawson(1983a, 1983b) 그리
고� Blase(1985)에� 의해�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Templin & Schempp, 1989). 이후에� Templin과� Schempp(1989)의�
꾸준한� 연구에� 힘입어� 체육교사� 사회화는� 스포츠교육학의�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수행되어온� 교사� 사회화� 연구의� 흐름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학적� 및� 비판론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인� 관점인�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사� 사회화는� 제도� 규범에�
맞추어� 만들어진� 교사의� 모습을� 그려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
할을� 학습해나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한다(Schempp & Graber, 1992; 
Templin & Schempp, 1989). 반면,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교사� 사회화는�
교사들이� 교직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자신을� 조작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목표를� 규정하며, 이에� 적절한�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
리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한다(한국교원학회, 2007; Templin & 
Schempp, 1989). 마지막으로, 비판론적� 관점은� 앞선� 두� 관점과� 달리� 교
사를� 절충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즉, 교사가� 사회� 참여적이고� 협동적이어
야� 하며, 자기반성을� 주요� 탐구방법으로� 삼아� 교사� 사회화� 과정� 속에서� 비
판�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류태호, 2000). 이� 중� 특히� 해석학
적� 관점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사회화의� 특징

  교사� 사회화의� 단계에� 관한� 모형은� 크게� 단순� · 직선형� 단계� 모형과� 복
합� · 순환적� 단계� 모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단순� · 직선형� 단계� 모형은�
교사� 사회화의� 과정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
나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Fuller(1969)는� 교사의� 변화와� 발달을� ‘교직
이전–초기교직–후기교직’의� 세� 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 ·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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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단계� 모형이� 실제� 교직의� 복잡하며�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합� · 순환적� 단계� 모
형이� 새로이� 제시되었으며, 교사의� 사회화� 과정이�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성
장의� 모습을� 보인다고� 밝힌� 교사� 사회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체육교육� 분야에서� Lawson(1983a, 1983b)은� 교사들이� 겪게� 되는� 교사�
사회화� 과정을� 3단계로� 분류했다. 첫째, Acculturation(문화적� 사회화) 단
계이다. 이는� 미래의� 교사들이� 교사, 학부모�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
적�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교사가� 되기� 위한� 많은� 발
달적인� 영향을� 받으며, 예비교사들� 개개인이� Subject Warrant(무엇이� 해
당� 직업에서� 성공요소이며, 자신이�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자
기� 인식)를� 형성하게� 된다(Lortie, 1975). 둘째, Professional 
Socialization(전문적� 사회화) 단계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사교육에서�
교사, 동료, 학교교사� 등을� 관찰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교사라는� 전문직� 분야에� 대해� 알아가는� 시점이다. 셋째, 
Organization Socialization(조직적� 사회화) 단계이다. 이는� 개인이� 실제�
현장에서� 임용된� 교사로� 근무하며� 그들이� 전문직으로서� 경력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시점이다. 모든� 시기에� 걸쳐� 사회화가� 일어나지만, 특히� 이� 시기
의� 초기� 1~3년� 동안� 많은�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Stroot & Ko, 
2006). 이� 모든� 세� 단계의� 총체를� 체육교사� 사회화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진다기보다�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장서이, 2017).
  강신복, 최의창(1996)에� 따르면, 체육교사� 사회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첫
째, 각� 단계별로� 교사� 사회화를� 촉진� 및�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다(Dodds, 1989). 둘
째, 각� 단계별� 예비체육교사나� 현직체육교사들의� 가치관, 인식, 태도� 등이�
어떤� 것인지와� 함께�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되는가를� 파악
하는� 연구(Templin & Schempp, 1989)가� 있다. 즉, 체육교사� 사회화� 연
구는� 주로� 교사가� 되어가는� 적응과정이나� 영향요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체육교사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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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해� 초점을� 둔다(Bauer & Erdogan, 2011).
  구체적으로� 교사� 사회화에� 관련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희진(2002)은� 교사� 사회화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중
고교시절, 교사양성과정시기� 그리고� 현직교사시기의� 총� 3단계의� 시기로� 나
눌�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서� 교사� 사회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 가정, 학교, 동료, 사회, 국가� 등의� 다양한� 탐구� 대상을� 바라보
아야� 하며, 이를�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
다. 이러한� 교사� 사회화� 관련� 요인들에� 대해� <표� 5>에� 종합하여� 제시했다.

  이� 밖에도� Richards 등(2014)은� 체육교사� 사회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
합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사회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을� 했다. 또한, 조기희� 등(2019)은� 초임체육교사� 사회화에� 관한� 체계적� 문
헌�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적응� 전
략, 이들의� 연관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변화� 양상에� 대해� 제시했다.
  결국, 교사� 사회화� 연구들은� 각� 개인이� 전문인이� 되는� 형성� 과정에� 대해�

초중고교시절의
관련� 요인

교사양성과정시기의
관련� 요인

현직교사단계의
관련� 요인

초중고교시절
사상, 지식, 신념

교사교육기관의
잠재적� 교육과정

학급� 및� 학교� 수준� 요인

-학생
-학급의� 생태적� 특성
-학교의� 특성에� 대한� 경험
-동료교사
-상위자, 평가자

교사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료문화

정보처리� 능력 교사교육기관의� 환경
교직으로� 교화시키는
제도적� 과정초중고교시절

교사행동
교사역할� 연습의� 양(부족) 사회� 및� 국가적� 수준� 요인

-근무� 학교의� 종류
-주변� 지역의� 사회적� 상황
-정치주도� 세력의
교사� 직무에� 대한� 영향

-이데올로기, 문화

교직의� 전문적� 지위

초중고교시절
교사의� 수업� 모델

실습학교의� 지도교사
교사교육기관과� 실습학교의
역할� 관계

교직에� 입직하도록�
이끈� 생애� 경험

실습학교� 재학생과� 주변인
독서, TV 등의� 대중매체

표 5. 체육교사 사회화 요인(최희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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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실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문인으로
서�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 또한�
개인이� 전문적� 공동체에� 사회화되는� 전문적� 사회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즉, 교사� 사회화� 분야는� 그� 초점이나� 내용은� 다르겠지만, 교직에
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사회화의� 개념이나� 교사�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도움
이� 될� 것이다.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관련� 연구

  전문직� 정체성� 형성� 연구는�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직업�
분야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카네기재단에서� 실시한� 다섯� 가지� 전문직에� 대한� 연구들� 중�
의사, 간호사, 변호사의� 세� 가지� 영역에� 교사교육을� 더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 간호사, 변호사교육� 연구

      가) 의사교육

  Merton(1957)은� 의사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교육의� 기능이며, 
그� 기능은� 초심자를� 효과적인� 실천자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주고, 그가� 의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전문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전문직� 정
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의사교육의� 목적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에� 영
향을� 주었다(Cruess et al., 2015). 즉, 의사교육의� 과제는� 교육과정에서
최상의� 지식과� 기술을� 알려줌과� 동시에� 전문직� 정체성을� 심어주어� 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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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ruess 등(2015)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반응에� 대한� 도식을� 제시했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교육
의�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들은� 의사처럼� 생각, 행동, 느끼는� 과정을� 보여주
고� 이를� 점차�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
로의� 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점차� 더� 전문직� 정체
성을� 채워나가게� 된다. 그� 속에서는� 만족감,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
도� 있지만,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존재하게� 된
다. 즉, 학습자는� 위와� 같은�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역할과� 반응을� 하면서� 점
차� 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갖춰가게� 된다.
  Chandran 등(2019)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실천공동체� 내에서� 개인, 
관계적, 집단적� 정체성의� 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언급한다. 개
인은� 공동체� 내에서의�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한� 참여로� 나
아가며, 그� 동안�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과� 점차� 그� 맥을�
같이하게� 된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멘토링과�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경
험에� 의해서도� 지속된다. 그러므로� 의사교육의� 전� 기간에� 걸쳐� 제도적인�
지원과� 의도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연계적이고� 통합된� 교육과정을� 지

그림 6. 전문적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반응(Crues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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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야만� 하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의사교육의� 최고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전인적인� 진료의� 추구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전문직� 정체성을� 형
성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습
득해야� 하는� 지식의� 양은� 많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식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사처럼� 실천하는�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전문인으로� 거
듭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프
로그램이� 아닌� 장기적, 통합적, 연속적� 교육의� 차원에서� 전문인의� 책무�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
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아가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Miller(1990)는� 어떤�
하나의� 평가방법도�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포괄할� 수� 없다고� 말했
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가는� 종적이
어야� 하고� 복잡성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Cruess et al., 2016a). 의
사교육에서의� 평가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는�
Knows(지식), Knows How(역량), Shows How(수행), 그리고� Does(행
동)라는� 네� 가지� 수준의� 피라미드� 구조를� 제안했다. 이� 피라미드는� 전문성�
평가를� 위해�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수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모두�
다른� 특징이� 있다. 최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강조되면서� Does(행동)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사의� 정체성에� 의
료� 전문인의� 가치와� 태도를� 접목시키는� 것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지
표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다섯� 번째� 수준을� 추가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전문직� 정체성의� 존재를� 반영하는� Is(정체성)이다.
  국내에서는� 김정아� 등(2019)이� 덕� 기반� 전문성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통합하여� 덕윤리적� 전문성의� 개념과�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이� 덕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품성이� 계발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하
며, 이를� MacIntyre가� 언급한� 실천공동체에�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MacIntyre, 1983). 즉, 덕� 기반� 전문성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개인의� 품성� 계발과� 전문적� 공동체로� 동화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바
라보면� 결국�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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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호사교육

  간호사들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보조자라는� 20세기� 중반
까지의� 대표적인� 인식에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
으로� 치료에� 임하는� 역할로� 그� 인식이� 변화해왔다(Kalisch & Kalisch, 
1987).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
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험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Johnson et al., 2012).
  간호사교육에� 있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자신, 사회, 돌봄을� 받는� 사
람, 동료� 등� 모든� 차원에� 책임감을� 지닌� 전문직의� 일원이� 되면서� 일어나는�
자기� 이해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는� 간호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뿐
만� 아니라, 기술과� 인식의� 개발, 그리고� 책임과� 요구� 및� 실천의� 도덕적� 차
원� 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전문직� 정체성을� 확
립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려� 깊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계획이� 요구된다(Benner et al., 2008, 2009). 또한, 이� 과정� 속에서 간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외부인의� 입장에서도� 일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비추어
지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주의해야할� 점들� 또한� 간호사교육

그림 7. 전문직 정체성 형성 평가 피라미드(Cruess et al.,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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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야만� 한다고� 했다. 이처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
한� 간호사교육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간호사교육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
성, 도덕적� 차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있더라도� 잘� 개념
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Crigger & Godfrey, 2011).
  이러한� 현실� 속에서� Crigger와� Godfrey(2014)는� 간호사교육에서� 전문
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먼저, 간호� 전문가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Nurse 
Professionals, FrNP)는� 실천적인� 결정의� 과정을� 설명해준다. FrNP는� 간
호사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 실천적� 지혜/행동/프로네시스(Practical Wisdom/Action or 
Phronesis), 그리고� 결과/텔로스(Outcome or Telos)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 행위자는� 간호사교육을� 받는� 학생� 또는� 간호� 전문가이며, 그들은�
매일� 많은� 의사결정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프로네시스는� 맥락에� 알맞고�
적합한�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황별� 후속� 행동을� 결정하는� 숙고
의� 과정이다. 텔로스는� 다른� 두�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사회적� 결과와� 개인적� 결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실천자의� 텔로스란, 좋
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자�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Crigger & Godfrey, 
2011). 이� 과정을� <그림� 8>에�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림 8. 간호 전문인을 위한 프레임워크(Crigger & Godfr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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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문적� 변화의� 계단� 모델(Stair-step Model of Professional 
Transformation)은� FrNP 실천을� 통한� 결정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일생동
안� 지속적으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과� 헌신을� 통해� 간호사는� 계단에� 오르며, 그것은� 전문
직의� 규칙, 관례, 구성원� 기대� 등의� 사회적�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들은� 가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지
만,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올바르게� 주어진다면� 경력이� 발
전함에� 따라� 어떤� 잘못도� 바로잡히게�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속에� 오류와� 잘못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도� 하다(Crigger & Godfrey, 2011). 이는�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목표나� 텔로
스는� 항상� 존재하지만, 완전
히� 달성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상을�
바라보지만, 종종� 실패하는�
인간의� 본질을� 반영한다. 이
렇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약
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목표
나� 텔로스를� 보고� 그것을�
향해� 계속� 노력한다. 정리하
자면, FrNP는� 전문적� 실천
과� 함께� 어떻게� 윤리가� 일
상적� 실천의� 토대가� 되는지
에� 관한� 개념적�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적� 변화의� 계단� 모델은� 전문
직� 정체성� 형성� 및� 전문적�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이후에� Simmonds 등(2020)은� <그림� 10>과� 같이� 학부� 간호사교육에서�

그림 9. 간호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의 계단 모델

(Crigger & Godfre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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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적� 실천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실천들
에� 내재된�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파악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습하는� 맥락의� 범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다차원적� 특성�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를� 안내하는� 교육적� 실천과� 학습� 결과의� 폭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강현숙� 등(2002)이� 간호사� 전문직� 정체성을�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시도를� 했고� 간호사들이� 자기혼돈과� 갈등, 문제의� 인식, 
자기계발이라는� 3단계의� 전문직� 정체성� 재구성과정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정체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연구들의�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다) 변호사교육

  변호사교육에서는� 기존� 지식� 위주의� 기능� 중심적이었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윤리적�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카네기� 보고서는� 로스쿨이� 학생들의� 전
문직� 정체성� 형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사교

그림 10. 간호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Simmonds et al., 2020)

전문직

정체성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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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들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이� 거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
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전문성의� 개념으로� 축소하여� 받아들였
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었고, 미
국� 변호사� 협회는� 이미� 모든� 로스쿨에� 전문적인� 윤리적� 규정을� 가르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교육자들은� 정확히�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이해
하지� 못했다. 즉, 기존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초기
에는� 이� 개념이� 변호사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Thomson, 2014).
  이러한� 맥락에서� Longan 등(2020)은� 변호사라는� 전문직� 교육에� 들어선�
학생이� 법조인의�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언급
한다. 첫째, 규율에� 따른� 강제적인� 과정이다. 이는� 몇몇� 규율을� 따르지� 않
았을� 경우� 따르게� 되는� 대가�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둘째, 전
문직임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추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는� 전문성의� 요소들을� 각각�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현재의�
대부분의� 전문직� 교육이� 이� 차원에� 머문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다. 나아가서� 이들은� 전문적인�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직� 정체성
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적인� 가치� 및� 덕목을� 제시했다. 역량의� 덕목, 고객
에� 대한� 충실함의� 덕목, 법에� 대한� 충실함의� 덕목, 공공심이� 있는� 행동의�
덕목, 시민성의� 덕목, 그리고� 실천적� 지혜의� 덕목이� 그� 가치들이다.
  Hamilton(2011)은� 변호사교육이� 육성하고자� 하는� 다면적인� 발전적� 성
장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어떠한� 개념보다� 더� 잘� 포착한다고� 했다. 그리
고�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Brooks(2018)는� 다음의� 제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변호사교육자들� 모두가�
인간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접근해야하며, 변호사교육� 또한� 이
에� 보다� 더� 적합하게�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변호사들의� 전문
직� 정체성� 형성을� 교실� 안과� 밖�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
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원칙과� 실천을� 채택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했
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들은� ①체험적� 과정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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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독립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③내면화할� 수� 있는� 실천을� 제공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도� 매우� 영향력이� 있고� 때로는� 학
생들의� 자존감, 웰빙, 긍정적� 전문직� 정체성� 형성�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기에� 이� 영향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2) 교사교육� 연구

      가) 교사교육

  교사�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과�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Galindo, 2007; Lutovac & Kaasila, 2011), 개인과� 환경, 일터에서의�
삶과� 전반적인� 생애� 경험� 등이� 얽혀� 있는� 역동적인� 현상이다(Akkerman 
& Meijer, 2011; Beauchamp & Thoma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어
린� 시절� 경험, 중요한� 인물, 이전의� 교육� 경험� 등� 교사의� 성장� 배경과� 개
인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alindo 2007; Knowles, 1992). 이는� 개인과� 전문적� 측면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층들을� 형성하도록� 이끈다
(Goodson & Cole, 1994). 즉, 교사의� 교실에서의� 실천은� 개인의� 정체성
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실패, 두려움� 그리
고� 희망을� 지닌� 개인의� 가장� 깊은� 층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Kagan, 
1992; Weinberger & Shefi, 2012). Korthagen(2004)은� Onion 모형을�
통해� 모든� 수준의� 전문적� 발달, 즉� 행동, 역량, 신념, 정체성, 사명감� 모두
가�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Beijaard 등(2004)은 교사들� 개개인이� 지니게� 되는� 가치� 그리고� 그들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특징들을� 다루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Beijaard et al., 2004), 지금까지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는� 좁은� 차원에� 머물러왔다는� 점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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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개념을� 교사가� 되
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의� 통
합� 과정으로� 정의했다(Beijaard et al., 2004). 지금까지� 이러한� 가정을� 뒷
받침할� 실증적� 증거가� 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현직
교사교육이�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Rodriguez & Mogarro(2019)는� 22편의� 교사� 전
문직� 정체성�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했고,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그림� 11>과� 같이� 제시했다.

  Beijaard 등(2004)은�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
제점을� 제시했다. 특징으로는, 첫째,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교사교육�
중에서의� 지속적인� 해석과� 재해석을� 통한�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Kelchtermans(2005)는� 이러한� 역동적인� 정체성을� 교사들의� 자기�
이해라고� 불렀다. 이� 발달� 과정� 속에는� 많은� 지식적� 원천들이� 관여하고� 있
으며, 학생들의� 성격, 가족� 및� 중요타자, 교육� 실습� 및� 경험, 정책적� 맥락, 

그림 11.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 (Rodriguez & Mogarro, 2019)

전문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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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전통, 문화, 그리고� 암묵적� 지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Sugrue, 
1997). 둘째,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하위� 정체성들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 정체성들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교사
들은� 그들�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들이다. 
넷째, 교사들은� 규정된� 표준, 기본� 역량� 등� 특정� 사회적� 기대에� 따라� 전문
직� 정체성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관련� 연구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은� 다양
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전문
직� 정체성� 형성에서의� 특징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와� 함께�
그� 형성의� 포괄적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의� 중
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방법의� 차원에서� 면담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Schepens 등(2009)은� 교사로서� 태어나는(Born) 것(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성격적� 특성에� 근거)과� 교사가� 되는(Becoming) 것(경험적� 특성에� 근
거)이라는� 두� 관점� 사이의� 긴장감에서� 영감을� 받은� 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
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 성격� 특성, 경험� 외에도� 특히�
교사교육의� 맥락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결정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로� 증가했
고�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독특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극복과정과� 정체성� 형성을� 살
펴보았다. 둘째,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정체
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경력교사들이� 삶을� 회고하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장도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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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합정리

  우리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통해� 지녀야하는� 요소들은� 전문직이� 갖추
어야� 할� 모든� 지식과� 함께� 전문인이� 다루는� 대상(학생, 환자� 등)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포함한다. 즉, 전문직� 교육은� 지식� 및� 역
량�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와� 함께� 윤리적� 측면�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몇몇� 전문직� 분야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전문직� 교육에� 필수
적인� 요소로� 판단하여�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전문직에�
따라� 용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용어의� 차이를� 떠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문직� 교육과정이� 해당� 전문직의� 중요한� 가치들을� 교육과정을� 통
해�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Longan et 
al., 2020). 체육교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람직한� 전문가� 상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자질의� 개발을� 위해(Cruess et al., 2015; Sullivan, 2005; 
Sullivan et el., 2007) 체육교사교육에서� 올바른� 체육교사상이나� 비전을�
체육교사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한편
으로� 그것은� 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
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들이� 타인이나� 집단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것
이다. 즉,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발생하
게� 되는� 적응적� 발달의� 과정이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당사
자의� 심리적� 발달이� 관여된다. 둘째,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당사자가�
그�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과� 참여양식� 속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이다(Jarvis-Selinger et al., 2012). 따라서�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이란, 체육교사가� 학교체육� 수업, 학생, 행정� 직무영역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능, 지, 심� 차원의� 자질들이� 각각� 만들어져� 가는, 성
숙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체육교사의� 몸과� 마음속에서� 이�
형성�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
성의� 핵심이다.



- 71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토대는� 연구� 문제와� 질문을� 설정하는� 과
정과� 더불어� 자료수집과� 분석, 해석에� 대한� 방향성을� 형성하게� 된다(Huff, 
2008). 연구자의� 철학적� 신념과� 토대는� 곧� Kuhn(1970)이� 언급한� ‘패러다
임’과� 같은� 것이며, Guba와� Lincoln(1994)은� 패러다임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측면에서� 연구자를�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체계로� 정의한다. 이러
한� 철학적� 인식론은� 연구의� 밑바탕에� 존재하면서� 연구를� 지배하는� 연구논
리가� 된다(조용환, 1999). 본� 연구는�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
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 어떤� 양상으
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vism) 또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라고� 일컫는� 입
장을� 취한다. 이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형성하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는� 해석적� 틀을� 의미한다(Creswell, 2013).
  어떠한� 연구가�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에� 대해�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기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다. 진정한� 기준은� 연구논리, 즉� 연구
를� 아우르는� 철학적� 인식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린� 것이다(조용환, 
1999). 사회구성주의� 또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연구의� 논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연
구는� 지식이나� 진리가�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사회구성주의� 연구논리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Rossman과� Rallis(2003)는�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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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첫째,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한다. 둘째, 상호작용
적이고� 인간주의적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맥락에� 집중한다. 넷
째, 미리� 헤아리지� 않으며� 생성적이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해석적이다. 최
의창(2016)은� 체육학에서� 질적� 연구가� 실천(현장)과� 정책(제도)과� 철학(이
상)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융합하는� 매개체인� 3P(Practice, Policy, 
Philosophy)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장의� 개선과� 실천을� 위한� 연구가� 되
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총체적
으로� 살펴보는� 연구로서, 특히� 체육교사들을� 위한� 실천, 정책, 철학을� 총
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Creswell(2013)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접근에는� 내러티브, 현
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라는� 다섯� 가지� 접근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접근� 중� 사례연구를� 연구� 접근으로� 선택했다. 사
례연구는� 개인, 소집단, 조직, 프로그램� 등의� 경계를� 가진� 체계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는� 연구를� 말한다(Creswell, 2013; Stake, 2005; Yin, 2009). 사례연구의�
유형에는� 하나의� 사례에만� 초점을� 두는�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여러� 개의�
사례를� 살펴보는� 집합적� 사례연구,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
는� 사례� 자체에� 초점을� 두는� 본질적� 사례연구가� 있다(Creswell, 2013). 본�
연구는� 다양한� 체육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이기에� 집합적� 사례연구에� 해당된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이것이� 어떻게� 퇴화, 정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지� 탐
색했다. 이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4단계를�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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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의 절차

  첫째, 이론적� 탐구� 단계는� 2021년�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연구� 주제의� 맥락
적인� 의미를�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의� 전문성, 전문직� 정체성, 전문
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학
기� 체육교육장학론특강(부제: 전문직� 정체성� 개발)을� 6월까지� 수강하며�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공부를� 꾸준히� 진행했다.
  둘째, 연구� 설계� 단계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주
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직들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며� 연구목적과� 문제를� 구체화했다. 유목적적� 표집법에� 따라�
교직� 단계, 성별, 교사학습공동체, 학교유형, 학교급� 등� 다양한� 특성을� 지
닌� 체육교사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또한, 사전� 개방형� 설문과� 생애사적�
심층면담� 질문은� 사전에� 지도교수, 동료� 연구자와의� 상의를� 통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셋째,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에� 걸쳐� 자
료� 수집과� 분석의�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설문, 심층면담, 
현지문서� 등의� 자료는� 2021년� 5월� 28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승

연구일정
연구단계

20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주제� 설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 참여자� 선정

질문� 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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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이후� 수집했다.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동료� 연구자들을� 통
한� 사전� 면담(Pilot Testing)을� 통해� 심층면담에� 대한� 최종적인� 준비를� 마
치기도� 했다. 이후� 자료� 분석은� Huberman과� Miles(1994)가� 제시한� 나
선형� 자료� 분석에� 따라� 자료의� 조직화, 자료� 읽기와� 메모, 자료를� 코드로�
기술� · 분류� · 해석, 의미� 구조와� 주제� 형성의� 순으로� 진행했다.
  넷째, 결과� 정리� 단계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
며, 자료의� 해석이� 개인�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원활한�
공유가� 되기� 위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심층적� 이해를� 위한� 더� 큰� 추상
적� 단위로� 조직화했다(Creswell, 2013). 마지막으로, 해석한� 자료는� 그림, 
표, 도식� 등의� 시각적� 자료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현했다. 
이후� 최종적인� 결론� 및� 논의사항� 등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

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맞는� 가장� 충실한� 예를� 가지
고� 있어야� 하며, 연구� 질문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김영천, 2006; 
Padgett,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Patton(2002)의� 유목적적� 표집� 방
법(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여� 선정을� 했다. 유목적적� 표집� 방법
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알맞으면서� 모집단을� 대표하리라고� 생각되는� 대
표적� 사례들을� 연구자의� 안목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참여자
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기준들을� 토대로�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경력에� 따른� 기준이
다. 이는� 김갑성(2014)이� 교직의� 경력발달단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기준을� 따르며, 이� 기준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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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에� 따른� 기준이다. 남녀� 성별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도�
분명�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김혜연, 2020). 셋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기준이다.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
을� 종합해보면, 체육수업의� 변화, 교사� 자신의� 변화� 등� 지속적� 전문성� 개
발�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조기희, 2018). 넷째, 학
교유형에� 따른� 기준이다. 김은수� 등(2019)에� 따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는� 학교조직문화�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
은� 해당� 전문적� 공동체와� 문화로의� 사회화를� 포함하기에�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도�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했다. 다섯째, 학교급에� 따른� 기준이다. 중
학교와� 고등학교는� 체육과교육과정� 측면(교육부, 2015a, 2015b)과� 더불어�
체육교사의� 자율성� 등의� 요인(오상훈, 2020)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적� 측면의� 변화와� 사회화를� 통한� 변화� 모두를� 포함하기
에�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직경력� 측면에서는� 각� 단계별로� 3명의� 체육교사들을�
참여자로� 모집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측면에서는� 남자, 여자� 체육교사를�
되도록� 각각� 7명, 5명으로� 최대한� 균등하게� 모집했다. 셋째, 교사학습공동
체� 참여� 여부는� 그� 범위를� 유튜브(Youtube) 활동과� 책� 출판�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8명의� 체육교사를� 모집했다. 넷째, 학
교유형의� 차원에서� 10명의� 공립학교� 체육교사와� 2명의� 사립학교� 체육교사
를� 모집했다. 다섯째, 학교급의� 차원에서는� 중학교� 체육교사와�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고르게� 모집하고자� 노력했다.

교직경력 교원� 경력발달단계
0~5년 1단계� : 초임, 적응기

6~10년 2단계� : 성장기
11~20년 3단계� : 성숙, 침체기

21년� 이상 4단계� : 완성기

표 7. 교원 경력발달단계(생애주기)의 재구성(김갑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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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연
구자가� 기존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는� 각�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했다. 해당�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었을� 때� 비로소�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둘째, 각종� 체육교사학습공동체� 및� 체육교사들의� SNS망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알려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이�
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선정했다. 셋째, 위의� 두� 방법을� 활용함과� 동시에� 선정된� 연구� 참여
자들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참여자를� 추천� 받는� 방식인� 눈덩이� 굴리기
(Snowball) 전략을� 통해� 연구� 참여� 교사를� 추가� 선정했다. 본� 연구의� 최
종적인� 연구� 참여자들은� 위의� 5가지� 기준에� 비추어� 고르게� 선정된� 12명의�
현직� 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위에� 있는� <표� 8>과� 같다.

순 이름 ① 경력 ② 성별
③ 교사

학습공동체
④ 학교유형 ⑤ 학교급

기준 1~4단계 남/여 유/무 공립/사립 중/고등

1 이자신 1 남 무 공립 중
2 홍축복 1 여 무 공립 중
3 이인성 1 남 유 공립 중/고등
4 박묘미 2 여 유 공립 중/고등
5 조진리 2 여 무 공립 중

6 권사랑 2 남 유 사립 중/고등
7 최오성 3 남 무 사립 중
8 김미소 3 여 유 공립 중
9 조신의 3 남 유 공립 중/고등

10 한유명 4 남 유 공립 중
11 우슬기 4 여 무 공립 중
12 전해법 4 남 유 공립 중/고등

표 8. 연구 참여 교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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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심층� 묘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한다(Creswell, 2013). Yin(2009)은� 기록물, 면접, 직접� 관찰, 참여관
찰, 물리적� 인공물� 등� 여섯� 가지� 형태의� 자료수집의�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체육교사들에게서�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
집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개별�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등을� 활용했다. 또한, 교수� · 학습� 지도안, 수업� 관련� 자료, 교사� 일지� 등
의� 현지문서와� 함께� 온라인� 자료� 및� 교사� 집필� 서적� 등� 교사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는� 다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다.

  가. 사전� 개방형� 설문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면담� 이전에� 사전� 개방형� 설문을�
먼저� 실시했다. 사전� 개방형� 설문을� 통해� 각� 기준에� 알맞게�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적합한지� 파악하
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생애사적�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기에� 사전� 개방형� 설문은� 연
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
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 개방형� 설문은� 본� 연구의� 취
지에� 알맞으면서� 연구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 측면에서�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나아가서� 사전� 개방형� 설문의� 과정은� 연구자가�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
체성� 형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이
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의� 차원에서는� 연구
자가� 연구� 참여자의�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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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었기에� 더� 양질의� 면담과정을� 구성해낼� 수� 있었
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차원에서는�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본인의� 체육교
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과
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 개방형� 설문의� 과정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중요한� 첫� 단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에 담긴� 질문의� 내용은� <표� 9>와� 같다.

질문� 내용

1. 선생님께서� 체육교사가� 되기� 전까지� 겪었던� 체육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느
낌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창시절� 경험, 체육교과/체육선생님에� 대한�
생각, 교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 등)

2.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체육교사로서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3. 교직에�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4. 초임� 교사� 시절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5. 체육교사로서�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초임� 교사� 시
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6. 체육교사로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이끌었던� 것
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 체육교사로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정체하도록� 만들었던� 것
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8. 체육교사로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퇴화하도록� 유도했던� 것
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9.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선생님만의� 특별했던� 경험이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10.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교사학습공동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중에서� 선생님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교
사학습공동체는� 무엇인가요?

표 9. 사전 개방형 설문의 주요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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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애사적� 심층면담

  전문직� 정체성은� 우리가� 전문인으로서의� 삶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
람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Davey, 2013).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이
다(유기웅� 등, 2018). 면담은�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얻기�
위해� 목적성을� 가진� 대화로� 연구� 참여자의� 신념과� 행동을�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구방법이� 된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들의�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주요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했다.
  면담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Marshall & Rossman, 2010). 면담� 참여자와의� 공감대� 형성
을� 위해�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로� 면담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면담� 중에
는� 연구�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려� 했다. 
또한, 면접� 장소와� 시간� 및� 형식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했다. 
혹시� 비대면�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온라인에서� 줌
(Zoom)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개별� 심층면담은� 총� 1회(필
요한� 경우� 2회� 이상), 100~210분의� 범위에서� 진행됐다. 면담� 질문지는� 사
전에�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미리�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올� 수� 있
도록� 했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했다.
  연구자는� 사전에� 완성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진
행하되, 반구조화� 심층면담의� 특성에� 알맞게� 면담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적인� 질문을� 했다. 심층면담� 가이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체육교사
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구성했다. 
면담� 질문은� Spradley(1979)가� 제시한� 기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
질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충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
종� 면담� 가이드는� 사전� 면담(Pilot Testing)과� 전문가� 그룹과의� 상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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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완성했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갔다.
  면담� 내용은� Davey(2013)이� 제시한� 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질문을� (재)구성했으며, 이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동기� 부여� 및� 전문적� 포부’의� 차원이다. 즉, 전문직으로서
의� 삶, 이끈� 동기, 촉진/방해요인, 희망과� 예상, 초기� 경험, 전문성� 개발�
경험, 직업� 계획� 등을� 파악한다. 둘째, ‘직업� 설명� 및� 전문적� 업무’의� 차원
이다. 즉, 직업에� 대한� 설명, 주요� 역할과� 책임, 전문적� 활동과� 그� 범위, 
우선순위와� 사회� 기여� 등을� 파악한다. 셋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차원
이다. 즉, 직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원천, 경험과� 자격� 획득, 지식의�
원천, 교육의� 관점과� 철학, 교육과정에� 대한� 관념, 지각된� 특별한� 점과� 기
술� 등을� 파악한다. 넷째, 전문직� 정체성이� 개인적� 자아와� 직업적� 자아� 사
이의� 지속적인� 상징적� 대화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바라본� ‘전문직� 내에서�
지니는� 개인이� 지니는� 정체성’의� 차원이다. 즉, 획득한/이상적� 자아, 역할, 
개인적� 자질, 감정, 호불호, 행복과� 불안의� 원천, 자기� 이미지, 가치�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전문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친밀감’의� 차원
이다. 즉, 기능적인� 관계, 공동체의� 친밀성, 실천공동체, 다른� 전문적� 공동
체와의� 유사점/차이점� 등을� 파악한다. 이를� <그림� 12>에� 제시했다.
  이처럼� 전문직�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이전� 경험, 가치, 신념, 
성향, 동기, 열망, 전문적� 지식과� 능력, 공동체의� 친밀성� 및� 연결성을� 해석
하고� 구성하는� 방법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전문직� 정체성
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 대한�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 및� 변화될� 수� 있다. 전문직� 정체성은� 우리가� 전문인
으로서의� 삶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
층면담은� 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선� 사전� 개방형� 설문을�
통해� 기준에� 알맞게� 구성된�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다. 심층면
담� 가이드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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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Dave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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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

Ⅰ. 배경정보
� 성별, 학력, 교육경력: 
� 학교급, 학교유형: 
� 교사학습공동체� 소속: 

Ⅱ. 
체육교사로서

의� 삶

- 초임교사로서� 교직에� 입문했을� 때의� 포부는� 어떠했나요?
- 초임교사로서의� 기대와� 현실은� 어떻게� 일치/불일치했나요?
- 체육교사로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

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체육교사로서� 스스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

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경험들이� 이러한� 퇴화, 정체, 성장의� 과정에� 영향을� 주

었나요?

- 체육교사로서의� 삶에서� 중요했던� 인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 영향은?

- 체육교사로서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이나� 활동
은� 무엇이� 있나요?

- 초임� 체육교사에게� 선배� 체육교사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
떤� 얘기를� 해줄� 것� 같나요?

- 체육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 체육교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 문장, 

일화� 등은� 무엇이� 있나요?
- 앞으로� 체육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Ⅲ. 
체육교사에�
대한� 인식

- 학교와� 사회에서� 체육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선생님께서는� 체육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에� 중점)

표 10. 생애사적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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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에� 따라�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성별에� 따라�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학교급에� 따라�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에는� 어
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교사학습공동체에� 따라�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
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대학원� 경험에� 따라�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에
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공립/사립학교의�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정체성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Ⅳ. 
체육교사가�

지녀야� 하는�
것

-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잘� 형성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가� 있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할� 핵심� 가치와� 철학(신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 이것들은� 어떻게� 얻게� 되며(성장) 그것이� 퇴화(장애), 정체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나요?

- 예비체육교사교육이나� 현직체육교사교육이�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 대학원에서의� 경험은�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데� 어
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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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사교육의� 전� 생애적�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발전방안
(조언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체육교사교육의� 전� 생애적� 과정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
한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Ⅴ. 체육교사�
공동체

- 체육교사들의� 공동체는� 다른� 전문직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지금까지� 모든� 학교를� 거치면서� 주변� 동료(체육)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 이러한� 경험들이� 퇴화, 정체, 성장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
었나요?

- 중학교와�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공동체� 사이에� 어떤� 차이
점이� 존재할까요?

- 앞으로� 체육교사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비전, 목표)은�
무엇일까요?

-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기
가� 해당� 공동체로� 이끌었나요?

- 교사학습공동체의� 경험들이� 퇴화, 정체, 성장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만약� 교사학습공동체� 경험이� 없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 참여
를� 하게/안하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 교사일지, 수업자료, 사진, 문서� 등� 선생님의� 전문직� 정체성
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그래프� 작성� 및�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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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지문서

  현지문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거나� 관련�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자료로서� 개인문서, 공적문서, 각종� 인공물, 연구를� 위해� 작성
된� 문서, 온라인� 형태� 등의� 문서가� 있다(Merriam, 2009).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수� · 학습� 지도안� 등의� 수
업자료, 교사� 일지� 및� 의미� 있는� 자료� 등의� 기록물, 유튜브(Youtube) 및�
SNS 등의� 온라인� 자료, 교사� 집필� 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
집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예시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그래프 수업자료� 및� 기록물

온라인� 자료 교사� 집필� 서적

표 11. 현지문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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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이� 연
구자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조각들로� 묶이는� 코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코딩의� 결과물을� 더� 큰� 범주� 또는� 주제로� 묶는� 단계를� 거친다(Creswell, 
2013). 질적�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Strauss(1987)는� 질적� 연구의� 다양
한� 접근들� 중� 근거이론� 연구� 차원에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
(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서로� 진행되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Wolcott(1994)는� 그가�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
(Interpretation)의� 과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단순히� 일방향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이
면서� 순환적인� 단계를� 따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체성이라는�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
고�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보다� 더� 인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Guba & Lincoln, 1981). 즉, 다양한� 질적�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
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특히� 그� 중요성
이�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1987)의� 코딩� 방법을� 통해� 다
양한� 자료들을� 의미� 있는� 구조로� 분석하고� 이� 분석한� 자료를� 독자들이� 파
악할� 수� 있도록� Wolcott(1994)이�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에� 따라�
서술했으며,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과정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는� 일이다
(Wolcott, 1994). 이는�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
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
서� 수집하는� 자료들은�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전사
(Transcribing) 및� 메모�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현지문서들이� 있다. 특히�
생애사적� 심층면담의�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최대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
달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정, 말투, 분위기� 등을� 최대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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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과정� 속에서� 담아내고�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들었던� 생각이나� 중요
한� 부분들은� 모두� 자세하게� 메모했다. 더불어,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부분들에는� 메모를� 하며, 이후에� 있을� 분석과�
해석� 과정에� 대한� 튼튼한� 밑바탕을� 제공하려고� 했다.
  둘째,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하는� 일이다
(Wolcott, 1994). 즉, 체계적으로� 기술된� 자료들을� 본� 연구의� 목적이나� 연
구문제에� 알맞게� 적절한� 재배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원�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
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것
이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는� Strauss(1987)가� 제시한� 개방� 코딩
(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의� 순서로� 진행되는� 분석� 방법을� 통해� 개념과� 범주,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 구조와� 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였다.
  셋째,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를�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다(Wolcott, 1994). 해석은� 분석� 결과를� 독자와�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일이다(조용환, 1999; Creswell, 
2013). Wolcott(1994)은� 기술이�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자
료를� 초월하는� 작업이며, 분석이� ‘비교’에� 의존한다면, 해석은� ‘비유’에� 의
존한다고� 설명한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원인과� 근거를� 비롯해�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체육교사들이�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퇴화, 정체� 및� 성장하게�
되는� 다양한� 형성과� 변화과정의� 패턴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이� 총체적인� 과정을� 연구� 참여자는� 물론� 독자가� 타당하게� 인정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논의를� 통해� 연
구� 결과에� 나타난� 내용들이� 선행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 설명을� 하고� 해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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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Tracy(2010)는� 우수한�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Lincoln과� Guba(1985)
의� 초기� 연구를� 현재의� 변화된� 상황과� 맥락에� 알맞게� 발전시켜� 우수한� 질
적� 연구� 결과가� 갖추어야� 할� 8가지의� 기준들을� 제시했다. 이는� ⓐ가치� 있
는� 주제(Worthy Topic), ⓑ충분한� 엄격함(Rich Rigor), ⓒ진실성
(Sincerity), ⓓ신뢰성(Credibility), ⓔ영향력(Resonance), ⓕ의미� 있는�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윤리성(Ethics), ⓗ일관된� 의미
(Meaningful Coherence)라는� 8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의� 커다란� 텐트(Eight Big-Tents)’라는� 용어를� 활용해� 제시한다.
  ⓐ가치� 있는� 주제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야함을� 일컫는다. ⓑ충분한� 엄격함이란, 연구의� 전� 과정이�
적절하고� 풍부하며� 복잡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어야함을� 일컫는다. ⓒ진실
성이란, 연구자의� 충분한� 자기성찰을� 통해� 연구가�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함을� 일컫는다. ⓓ신뢰성이란,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 삼각검증법, 동
료� 간� 협의� 등� 활용하여� 연구가� 신뢰성을� 갖춰야� 함을� 일컫는다. ⓔ영향력
이란, 연구� 결과가�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함을� 일컫는다. ⓕ의미�
있는� 기여란, 연구가� 개념적, 현실적, 도덕적, 방법적, 탐구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함을� 일컫는다. ⓖ윤리성이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의� 윤
리를� 고려해야함을� 일컫는다. ⓗ일관된� 의미란, 연구의� 설계가� 시작과� 끝
까지� 서로� 일관된� 짜임새를� 지녀야함을� 일컫는다.
  이는� 우수한� 질적� 연구를�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해주어� 교육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가� 단순히� 좋은� 이야기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연구물임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채택한� 질적�
연구자들� 사이에� 소통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racy(2010)의� 8가지�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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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Creswell(2013)은� 타당성의� 용어를� 제시해서� 질적� 연구의�
가치와� 정확성을� 더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cy(2010)의� 진실성(Sincerity), 신뢰성(Credibility)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3)이� 제시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다.
  첫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여
러�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삼각검증법은� 한� 가
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
상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
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Mathison, 1988). 본� 연구
는�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현지문서, 온라인� 자료� 및� 출판
물�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신뢰성� 있고� 타당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둘째,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작업은�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의�
결과와� 해석에� 대해� 연구� 참여자� 차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Creswell, 2013).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연구자가� 이해한� 것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등� 다양한� 자료� 수집
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분석� 및� 해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연구� 참여자
와�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보다�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연구� 참여자의� 의
도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료� 분석� 및� 해석의� 과정에
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와�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
법, 절차, 해석의� 오류� 등�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 경험을� 줄이고� 부족한� 학
문적�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 및� 지도교수� 등�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김영
천, 2006; Lincoln & Guba, 1985).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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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더욱� 확장하여� 1인� 연구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교육학에� 대한� 안목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동료� 연구자를� 선정해서� 연구� 기간� 동안� 동료�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했다. 전문가� 그룹은� <표� 12>에� 제시했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의� 윤리란, Tracy(2010)가� 제시한� 기준들� 중� 윤리성(Ethics)과� 관련
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
해� 인지하기위해� CITI 프로그램(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을� 2020년� 5월� 19일에� 이수했다. 본격적인� 연구의� 실
행에� 앞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2021년� 5월� 28일자로� 연구� 계획� 심의를� 승인받았다. 이후� 연구� 계획� 심의�
승인� 문서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
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
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한� 자료를� 부
호화, 암호화, 무기명�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사
항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속적으로� 유의하며� 연구에� 임했다.

성명 성별 나이 직위 학력
최영성 남 58 교수 체육학� 박사
이덕성 여 51 교수 체육학� 박사
이감성 남 37 교사 체육학� 석사
이지성 남 34 교사 체육학� 석사
윤체성 여 28 교사 체육학� 석사

표 12. 전문가 그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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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경력� 및� 특성을� 지닌� 현직� 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지닌� 포괄적인�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을� 종합적
으로� 재구성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체육교사들이� 형성하여�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세부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다(결과� 1). 체
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을� 직무영역과� 자질차원이라
는� 두� 축으로� 분류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분석했다. 다음으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통해� 교사� 개인의� 내부적�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및� 정책적인� 외부적� 영역까지에� 걸쳐� 살펴보았
다(결과� 2).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있
어� 퇴화, 정체, 성장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어떻게� 이끄는지� 자세히� 분류
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
징을� 제시했다(결과� 3). 체육교사들이� 거치게� 되는� 포괄적인� 전문직� 정체
성� 변화단계와� 더불어�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이와� 같
은� 변화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파악해보았다.

1.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우리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통해� 지녀야하는� 전문직� 정체성에는� 전문
직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능� 및� 지식과� 더불어� 전문인이� 다루는� 대상(학
생, 환자� 등)을� 돕기� 위해� 지닐�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 포함된다(Ellis & 
Hogard, 2020).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에는� 2개의� 핵심
적인� 축이� 존재하고� 그�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념의� 정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직업’관련이기� 때문에, 담당분야, 직무, 맡은� 일에� 대한�
것이� 개념정의의� 한� 축에� 붙박여있어야� 한다. 둘째, ‘정체성’이� 관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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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체성은� 전문직업인� 당사자,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당사자의� 정체성
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징이� 또� 다른� 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두� 번
째� 특징은� 이� 직무자의� 본성(직무와� 연관된� 본성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
별적� 특성이� 아닌� 업무자질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업과� 관련된� 모종의� 정체성을� 언급하
는� 개념으로서, ‘직무’의� 본질과� ‘대상’의� 특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
로�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직무영역들과(수업, 학생, 행정) 함께� 각각에� 대해, 체육교사라는�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자질차원들(기능, 지식, 인성, 즉� 능�
· 지� · 심) 각각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곧�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표�
13>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이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
트릭스(Professional Identity Matrix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PIMPET)’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들
은� 다양한� 직무들을� 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체육교사의� 직무로는�
교과협의회, 각종� 대회운영� 및� 참가,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수업�
운영,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PAPS), 운동부� 운영, 청소년단체� 활동, 그

표 13.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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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기타� 체육교육업무� 등� 8가지의� 직무를� 제시할� 수� 있다(최의창, 
2013). 이러한� 체육교사가� 지녀야� 할� 다양한� 직무들을� 이원희(2019)는� 세
부적으로� 수업, 학급운영, 생활지도, 운동부/스포츠클럽, 체육/학교� 경영, 
승진/전문직이라는� 6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했으며, 이를� 요약해� 교과교육, 
학생지도, 행정관리라는� 체육교사의� 세� 가지� 정체성� 모습으로�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들의� 직무를� 수업, 학생, 행정의� 세� 가지� 직무영
역으로� 구분했다. 수업이란, 수업과� 교과지도와� 같이� 체육교사로서� 체육교
과를� 지도하게� 되는� 총체적� 과정을� 일컫는다. 학생이란, 학급운영과� 생활
지도와� 같이�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총체적� 과정
을� 일컫는다. 행정이란, 학교경영, 학부모� 및� 대외관계,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 등� 학교에서� 체육수업� 이외에�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체육� 관련�
업무와� 함께�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총체적� 과정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
인� 영역들인� 수업, 학생, 행정의� 세� 측면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자질차원은� 다음과� 같다. 최의창(2018a)은� 전문인으로서� 갖
춰야� 하는� 핵심적인� 자질의� 세� 차원인� 능소양(能素養), 지소양(智素養), 심
소양(心素養)을� 제시했다. 첫째, 능소양이란, 무엇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자질이나� 능력(기능)이다. 둘째, 지소양이란, 무엇을� 잘� 알기� 위해� 필
요한� 자질이나� 능력(지식)이다. 셋째, 심소양이란, 무엇을� 잘� 느끼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인성)이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잘�
하고,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곧�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다. 즉, 온전한� 전문인이� 되기� 위
해서는� 각� 전문직에서의� 능(기능), 지(지식), 심(인성)이라는� 세� 차원의� 핵
심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체육교사에게는�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이라는� 세� 차
원의� 자질이� 요구되며, 이는� 각각� 수업, 학생, 행정이라는� 세� 가지� 직무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떠한� 전문분야에서든� 온전한� 전문인이� 되기� 위
해서는� 이� 세� 차원이� 모두� 고르게� 함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 학생, 
행정이라는� 세� 가지� 직무영역� 구분은� 교사라는� 전문직에만� 특수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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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역들은� 전문직마다� 서로�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문직� 정체성의� 관점에서� 정리해본다면, 능소양, 지
소양, 심소양의� 용어를� 능정체성, 지정체성, 심정체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각각� 정의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정체성은� 수업과� 학생과� 행정에� 대한� 체육교사의� 능력과� 기능이
다. 둘째, 지정체성은� 수업과� 학생과� 행정에� 대한� 체육교사의� 지식과� 지성
이다. 셋째, 심정체성은� 수업과� 학생과� 행정에� 대한� 체육교사의� 열정과� 인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란, 체육교사가� 자신에게� 기대
되는� 교육직무를�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하여� 요청되는, 주요� 직무영역에� 대
하여� 지니고� 있는� 기능, 지식, 인성적� 자질의� 종합적� 총체를� 의미한다. 보
통의� 체육교사를� 올바른, 성숙한� 체육교사로서�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인정
받도록� 해주는� 실체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란, 체육교사가� 학교체육� 수업, 학생, 행정� 직무영역에� 대해서� 지니
고� 있는� 능, 지, 심� 차원의� 자질들이� 각각� 만들어져� 가는,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체육교사의� 몸과� 마음속에서� 이� 형성�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들이� 형성하여�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
의� 모습과� 하위요소들을� 세� 가지� 직무영역과� 세� 가지� 자질차원의� 두� 축으
로� 분류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rofessional Identity 
Matrix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PIMPET)’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체육교사들� 개개인이� 지니게� 되는� 지향(철학)에� 따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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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그� 하위요소들은� 매
우� 다양했으며, 여러� 영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능� · 
지� · 심이라는� 3개의� 차원들과� 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마주하게� 되는� 수
업, 학생, 행정의� 3개의� 영역들을� 통해� 만들어진� 9개의� 구역을� 토대로� 체
육교사들이� 형성하여� 지니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
다. 이를� 통해� 나타난� 총� 28개의� 요소들에� 대해� 능정체성, 지정체성, 심정
체성의�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요소들이� 전문성의�
차원과� 같이� 명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들만�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화해서� 정체성과� 같이� 지니게� 되는� 보다� 더� 깊숙한� 측면의� 요소들까지
도�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며� 지니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능(能)정체성

  체육교사의� 능정체성은� 수업의� 영역에서� 3개, 학생의� 영역에서� 3개, 행
정의� 영역에서� 3개로� 총� 9개의� 정체성� 요소들이� 있었으며, 이는� <표� 14>
의� 모습과� 같다.

표 14. 능(能)정체성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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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업

  체육교사가� 수업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능정체성에는� ‘수업실행� 능력’, 
‘숙련된� 운동�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수업실행� 능력

  수업실행� 능력이란, 체육교사가� 수업� 시간을� 구성하는� 수업� 내용을� 적절
하게� 계획하는� 능력과� 체육수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활용�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능력이다. 즉,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수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체
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7]에� 따르면, “체육교
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평가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수업실행� 능력과�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한� 기준이라
고� 볼� 수� 있다. 전해법�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이� 능력이�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에서 학습 과제 수행을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

습 기회를 확대해주어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첫째, 수업� 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현실적이고� 상황에� 알맞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꾸준한�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
육교사들은� 서서히� 수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쌓게� 되었다. 조신의� 교사는�
이를� “셰프들이� 메뉴판만� 딱� 보면� 알잖아요.”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당연히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끝까지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한 차시 한 차시의 

수업 내용을 알차게 잘 구성해서 참여하게끔 자기가 속한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의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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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만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게. 아 수업 재미없게 하는구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그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비스직이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메뉴판 보면 알듯이 요리하는 셰프들이 메뉴판만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도 대충 수행평가 딱 보면 그게 나와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둘째, 체육�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수업상황에서� 마주하
게� 되는� 지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학교의�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비록� 이러한� 과정은�
체육교사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이를� 통해� 체육교사들은� 학
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이해나� 기구� 활용법� 그리고� 새로운� 체육� 기자재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 기술� 등이� 있었다.

약간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 교육공학 말고 그냥 공학적인 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체육부장님 보면 그분은 체육관이나 이런 체육창고 같은 것들을 항상 뒤집어

엎어서 막 청소를 하시는데 청소 끝나고 가보면 와 저 좁은 공간에 어떻게 이런 많은 

기자재들을 이렇게 잘 배치해가지고 딱 알맞게 정리정돈을 하시는지 근데 그런 기술력

들이 수업할 때도 보면 공간을 되게 잘 활용해가지고 애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공학적인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 공간활용능력? 공간에 대한 

이해? 기구 활용법?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그와 함께 목공실에서 버려진 책상을 분리하여 다리를 만들고 PVC보온재를 결합하여 

수제 허들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귀한 시간을 채워갔다.

(한유명 교사, 현지문서)

  셋째,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적절
한� 수업내용과� 적합한� 체육� 기자재� 활용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전
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일컫는다. 아무리� 좋은� 수업� 내용을� 지니고� 있더
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수업에서의� 전달
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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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어

떤 그런 기술과 함께 또 그런 걸 잘 전달하려면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바탕이 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거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초임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경험

들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

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준비되어서 가르치고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② 숙련된� 운동� 능력

  숙련된� 운동� 능력이란, 체육교사로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행하는� 과정� 속
에서� 그에� 따른� 움직임들을� 어려움이� 없이� 능숙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다. 비록� 체육교과에는� 운동을� 잘� 수행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중요한� 요
소들이� 있지만, 신체활동은� 체육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운동� 능력을� 잘� 갖추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언급했
다. 또한, 이를� 통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
기에� 체육교사들은� 숙련된� 운동�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운동 능력 이거는 부정 못할 거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전문적 기술은 일단 그 어떤 기능에 대한 탁월한 시범? 탁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한

테 본보기가 돼 보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시범.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운동�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능력이� 체육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체육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들은� 운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이겨내며�
더욱� 숙달된� 운동�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알게� 모르게� 더욱� 효과적인� 전달방법과� 실행� 시� 주의할� 점� 등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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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체육교사로서는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상태에

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배울 때도 항상 기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습득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기술은 스포츠 신체활동에 대한 기술. (중략)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코너 워크 하는 기술을 내가 잘 습득하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

고 이걸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체활동 

기술적 측면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잘 지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기

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그렇지만� 숙련된� 운동� 능력의� 우선순위를� 다른� 체육교사들에� 비해� 후순
위로�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체육교사가� 운동� 능력을� 제대로�
지니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비록� 기술은�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
도� 해당� 신체활동에� 깃든� 가치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문적인 기술은 저는 기술이 가장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없어도 가

치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정교한 기술이 없어도 가치를 가르칠 수 있잖아

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시범을 보이지 못할 나이가 되면 체육교사를 할 수 없

다는 되게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이 기술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데 체조 기술을 하지 못한다고 체조를 가르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③ 트렌드를� 읽는�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란,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
정� 속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관심사를� 지니고� 있는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알
아보고� 다른� 학교나� 체육교사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3]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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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육교사는� 체육교과와� 기반이� 되는� 학문의�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체육교과의�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 어떠한 얘기를 주로 나누는지 그리고 어떠한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정보 검색 능력을 통해 수

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보다� 구체적으로� 조신의� 교사의� 경우�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
정� 속에서� 논문을� 통해� 과학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학교나� 사회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며� 체육수업을�
보다� 더�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
여주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논문 검색해 봐요. 검색해서 트렌드를 보고 저도 저글링 가르칠 때 

애들 선생님 저글링 왜 배워요? 하는데 좌뇌 우뇌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논문 

검색 바로 해봐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준비 운동이 변했구나. 팝스가 변했구나. 동기 유발을 시킬 때 또 바뀌었구나. 놀이도 

바뀌었구나. 정말 애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원격 수업 트렌드가 다양한 포털을 가지

고 할 수 있구나. 다양한 툴 가지고 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나) 학생

  체육교사가� 학생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능정체성에는� ‘라포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생관리� 능력’의� 3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라포형성� 능력

  라포형성� 능력이란,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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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친밀도’를� 일컫는�
용어이다(국립국어원, 2021). Leach(2005)는� 이� 개념을� 조화로운� 관계
(Harmonious Relationship)로� 정의했고, Gremler와� Gwinner(2000)는�
즐거운� 관계와� 개인적인� 유대감이라고도� 했다. 즉, 라포형성� 능력은� 학생
들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친밀도를�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
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체육교사로서� 가장� 기초적인� 측면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학생들과의 관계였고, 관계가 잘 형성되면 수업 분위기도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나의 교직 좌우명은 '진심은 진심을 낳는다.'이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한다면, 아이들도 나에게 진심으로 다할 것이라고 믿었다.

(박묘미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러한� 라포형성� 능력은�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점차� 더� 많이� 요구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교사들은� 초임교사� 시절에는� 학생들과의� 세대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생들과� 거리감이�
점점�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김태준(2004)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세대차이가� 점점� 생기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것이� 심화되면� 그것은� 곧�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언
급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예전에는 내가 애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그래서 감이 떨어져 수업을 할 때 애들하고의 스킨십이나 소통 같은 것처럼 그런 

게 너무나 이제 세대차이가 느껴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지. 나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유머코드
를� 찾아내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등�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등
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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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움. 일단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게 먼저 다가가

고 학생들의 유머코드를 찾아내어 같이 따라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들의 웃

음을 유도함. 학생들에게 웃기고 친근한 교사 이미지를 주입함으로써 소통을 이끌어냄.

(권사랑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학생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 지금 만들어놓은 곳에다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사연이랑 신청곡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못했던 얘기들을 그곳

을 통해서 털어놓기도 하고 고민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

한 노력들이 뭔가 저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②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교사-학생이라는� 학교에서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능력은� 수업상황에서
도� 드러나야� 하지만,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학생들과의� 소통과정
을� 통해� 그� 중요성이� 드러났다. 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수업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었다. Englehart(2009)에� 따르
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사는� 비
록� 능력이나� 지식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을� 진
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했다. 김미소� 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했던� 두� 선생님을� 언급하며� ‘언어구사력’과� ‘감화력’이라는� 표현으로� 이�
능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나 애들한테 절대 화 안 내. 화내는 순간 그 수업은 그냥 끝장이야. 왜냐면 요즘 애들

은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태업을 해버리면 체육시간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배 째

라 나오면 수업 안 돼. 무조건 애들하고 친해져야 돼. (중략) 어떻게든 내가 너희 편이

고 너의 친한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는 거를 학기 초부터 주입을 시켜. 나는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학생이 나한테 막 하면 주변 애들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만

들어놔야지 어떻게 보면 담임으로서 수업, 교사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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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한 마디가 되게 깊고 굉장히 확 와 닿게 만들어주는 언어구사력을 갖고 계

셨어. (중략) 물론 말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약간 뭉클하게 하

는 그게 있으신 것 같아. 그럼 분명 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실 것 같다는 느

낌?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되게 감화시키는 능력이 좀 있으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몇몇� 교사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전달력’의� 측면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최오성� 교사의� 경우� 체육교사를� ‘무대� 위에� 올
라가는� 쇼맨’으로� 비유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대화법. 대화법이라고 하면 약간 솔직히 저는 체육교사도 약간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쇼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쇼맨십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무대 위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능력 기술이죠. 뭐라 해야 할까 스피치법? 그런 것 같아요.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연기력’의� 측면에서� 바라본� 교사도� 있었
다.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숙하게� 학생들의� 내면까지도� 소통해내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그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연기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배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발성 

그다음에 어투 표정 관리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 되니까. 진심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

는데 감정 이입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감정이 제대로 이입이 돼야지 진실

한 눈빛이 나가고 그래야지 애들이 같이 느끼지. 가르치는 기술 중에 결국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안으로 전해지는 이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③ 학생관리� 능력

  학생관리� 능력이란, 학교생활�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적절한� 범위� 내에
서� 통솔하고� 장악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측면이� 과하게� 발휘되면�
교사가� 주체가� 되고� 학생은� 객체가� 되는� 교사� 주도적인� 전통적� 교사-학생�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정현숙� 등, 2002),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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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승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학생관리� 능력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 능력이� 적절하게� 발휘가� 된
다면�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
들에게� 미치게� 되는� 교육적� 효과들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과에서 잘하는 그런 분들. 전통적인 장악력이 있고 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애들이 제일 즐겁게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는 전문성이 있

다고 생각을 하거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학생관리� 능력은� 체육교사들이� 초임교사� 시절� 가장� 어려움을� 지
니는� 측면�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선배들을� 롤모델링하거나�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었다.

학습자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을 차지하였음. 선배교사들의 언행과 나만의 학생을 대하는 

스타일을 찾으려고 탐색함.

(조진리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아이들 통제, 수어가 어려웠다. 부드럽고 친절하긴 했지만,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만들어

줘야 할지에 대한 감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하고, 학급운영을 하면서 그 

선을 맞춰나갔다.

(김미소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물론� 학생관리� 능력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매순간� 필요
한� 능력이었지만,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체육교과의� 특성
은� 학생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수업을�
교실에서� 하게� 되는� 타� 교과들과� 달리� 체육교과는� 대부분의� 수업을� 운동장
이나� 체육관� 등� 광범위한� 공간� 속에서� 실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의� 특성과� 교과의� 특성은� 학생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
히 안전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능력이� 더욱� 더�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
다(박준환, 김선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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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관리가 되게 체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교실에서 자기 책상

에 앉아서 하는 수업과 운동장, 체육관에 나가서 하는 수업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봐야 하는 시야도 넓어지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뭔가 

학습자 관리가 잘 돼야 제가 원하는 체육수업, 아이들이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체육

수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그래서 사실은 좀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을 기

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관리 능력.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다) 행정

  체육교사가� 행정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능정체성에는� ‘업무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체육기획� 능력’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능력이란, 체육교사가� 학교에서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순탄
하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일컫는다. 초임체육교사들은� 대개�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학
교현장에� 입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에서� 살아가며� 수업과� 학생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행정적인� 업무� 또한� 함께� 요구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의창(2013)은� 체육교사들이� 교과협의회, 각종� 대회운영� 및� 참가,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수업� 운영,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
(PAPS), 운동부� 운영, 청소년단체� 활동, 그리고� 기타� 체육교육업무� 등� 8가
지의� 행정적� 직무를� 맡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는 그 선생님이면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보니까.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는데 업무 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

지 이제 행정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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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교사들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더욱�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역할이� 주목
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업무수행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더� 많은� 요
구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학교 전체를 다 꿰고 있잖아요. 2~3년 차 그런 선생님들 말고 저도 이

제 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충 무슨 일이 터지면 아 저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된

다. 그냥 수업적인 면을 떠나서.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우리 교장선생님은 날 많이 지지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체육활동 체육대회 이

런 거 하면 한번 분위기가 확 업이 된대. 업이 되고 막 이렇게 확 한번 학교가 들썩들

썩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우리 1학기 원래 한 번이었

어. 근데 2학기부터 한 번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번에 종목을 좀 바꿔서 한번 다시 해

보라고. (중략) 이게 요구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 아니 한 학기에 

한 번 하기 힘든 구기대회를 코로나 시국에 두 번을 하라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구나.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은�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업무수
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고�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등의� 걸림돌을� 뛰어넘는� 과정도�
함께� 존재했다. 즉, 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능력까지� 함께� 배양할� 수� 있어
야� 했다.

체육교사들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OOO부장님이 아니 점

심리그 이거 뭐 이러는데 왜 이 더운데 그리고 그 2학기 때 하면 되지 왜 뭐 지금 그

리고 뭐 왜 몇 학년만 뭐 이러면서 막 꼬투리를 잡으시는 거야. 애들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연습한다고 난리라고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교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벌써 아침에 나와

서 애들이 아침부터 땀 흘리고 저러면 어 뭔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반대를 하시

는 건가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인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좀 앎의 문제?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끼리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

니까 우리도 많이 공유를 하고 그런 걸 또 전체적으로도 공유를 해서 이게 그냥 단지 

땀 흘리고 헉헉거리고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러해서 필요하다 중요하다. (중략) 인식들

을 우리도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발전해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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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직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이란, 학교라는� 조직에서� 체육교사가� 조직을� 좋은� 방향성
을� 향해�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능력, 조직의� 환경을� 관리하
는� 능력,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있었다.
  첫째,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체육교사로서� 체육과�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학교의�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과의� 친밀감을� 유지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체육과의� 특징은� 체육부라는� 하나의� 독립된� 교과�
부서가� 존재하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라는� 교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생활하
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우슬기� 교
사는� 다수의� 체육교사들이�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체육교사� 집단� 내에서
만� 머물려는� 경향을� ‘섬’에� 빗대어� 표현했다.

내가 봤던 대부분의 체육과들은 교과끼리 자꾸 모여 있으려고 그니까 나는 그거는 동

의하거든. 우리가 행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행

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체육과끼리는 끈끈해야 행사도 잘 되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이렇게 뭉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섬으로 만든 거야. 

체육선생님들은 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봤

을 때는 전체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섬’과� 같은� 체육교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더욱�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었다. 권사랑� 교사의� 경우에는� 교직원� 운동모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조진리� 교사의� 경우에는� 선배교사로서� 다
른� 교과의� 후배교사들에게� 관심을� 지니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직원 이런 운동모임 같은 거 만들자고 그런 거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만약

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들 티 같은 거 같이 맞춰 입고 배드민턴 쳐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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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안전건강체육부장인데 저희 학교에 이제 영양 신규 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급식실 내려가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하죠. (웃음) 그래요 하면서 

초콜릿 챙겨주고요. 이런 것도 다 선배교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둘째, 학교� 내에서� 체육교사가� 다루고� 관리해야하는� 환경과� 업무들의� 다
수는�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은� 곧� 체육교사가� 조
직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이 체육 시설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관리하는 시설이잖아. 얼마나 스케일이 커. (중략) 

체육선생님들은 남다르데 스케일이 굉장히 크대. 왜냐하면 수업 공간부터가 어마어마하

지 않냐. 교실 10개 이상을 모아놓은 게 하나의 수업 공간이고 항상 구령 같은 목소리

도 우렁차고 진두지휘 같은 거 애들 딱 모으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셋째, 체육교사에게� 있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조직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다. 권사랑� 교
사의� 경우� 학교의� 농구부를� 담당하는� 감독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
다. 그는� 학교� 농구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꾸
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구부를 예를 들자면 이것도 체육교육 분야니까 나는 여기 우리나라 고등부 농구부 

중에 일등 만드는 게 내 목표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맡았을 때는 서로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걸 위해서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 했었거든. 그런데 그 역

량을 동원했던 것들이 입시 결과로 막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됐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③ 체육기획� 능력

  체육기획� 능력이란, 학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체육� 관련� 활동과� 행사들
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앞선� 업무수행과� 조직
관리� 능력은� 다른� 교과의�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체



- 109 -

육기획� 능력은� 오로지� 체육교사들에게만� 필요한� 능력이면서� 동시에� 체육교
사에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체육교사가 주로 하게 되는 각종 업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체육 관련된 체육부서 업

무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수업 외적인 면에서 아이

들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특히� 체육교과는� 이전에� 비해�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유정애, 진연
경, 2015) 그에� 따라� 체육� 관련� 활동과� 행사들은� 점점� 더� 그� 범위와� 빈도�
측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교사들의� 체육기획� 능
력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학교의� 내
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학교� 외부의� 영역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었기에� 더
욱�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애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활동이나 행사를 굉장히 많이 중학교에서는 요구하잖아요. 

스포츠클럽이나 교내리그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데. 솔직히 학생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체육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신체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

는 그런 끼나 이런 열정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체육교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들 이제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체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우리는 좀 보여주는 게 많아 체육대회 뭐 그냥 학교만 봐도 체육대회 그냥 우리가 조

금만 노력해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선생님들이 막 박수 치고 체육건강과에서 하

고 있는 사업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 많고. 온라인 스포츠클럽 한마당 대회 그것

만 해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항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과의� 범위는� 단순히� 체육을� 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않았
다. 최의창(2018b)은� ‘운동향유� 15+’를� 제시하며, 운동이� 단순히� ‘하기’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보기, 듣기, 말하기, 그리기, 부르기, 
만들기, 셈하기, 느끼기, 모으기, 나누기, 생각하기, 사랑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현장의� 교사들을� 통해서도� 이러
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체육� 관련� 활동과� 행사들이� 구기대
회, 체육대회� 등� 실기의�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그� 차원이� 더욱�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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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사랑� 교사의� 경우� 구기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역량을� 동원해서� 경기를� 중계하는� 등�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활동
에� 참여하며�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스
포츠� 글짓기� 대회� 등� 일상에서의� 체육경험을� 학생들이�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번 구기대회 한번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하자고 그러는 거야. (중략) 

그래서 방송 중계로 한번 체육대회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세웠고 나름 내가 기안 

같은 걸 뭐랄까 어떻게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기획을 내가 다 했어. 심지어 막 메이크

업과 학생들 협조 얻어서 뭐 페이스페인팅 막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중략) 우리가 이제 

스포츠 글짓기 대회가 있어. 학교에서 이제 상장 같은 거 걸고 상품 걸고 1학기 때 했

던 구기대회나 아니면 팝스도 올해 했었거든. 그거를 한 경험을 시나 짧은 글짓기로 표

현하는 그런 대회를 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체육기획� 능력은� 단순히� 현시점에서만�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은� 아니었다. 몇몇� 교사들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지니고� 총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연간� 계획�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에� 체육� 및�
스포츠� 문화가� 스며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포츠는�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문화들� 중� 하나이기에� 체육교사들이� 학교에
서� 스포츠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학교체육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유정애, 김선희, 2007) 맥락과� 닿아있는� 모습이었다.

체육과라고 맨날 밖에 나와서 시합만 하고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토론이나 이런 

백일장라든가 그림 대회 같은 거 할 때 시상 애들 받을 수 있게 학기 초에 시상 계획 

교과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체육대회 이런 거 밖에 없잖아. 팝스나 그런 것도 중

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좀 간접 체험활동 관련된 대회도 좀 열고 전시회도 좀 

하고. (중략) 뭔가 여기가 체육 그러니까 스포츠가 좀 체육 문화가 조금 아직 형성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조직을 잘 해가지고 스포츠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육부장을 필두로 해서 잘 꾸려가지고 좀 걔네들을 데리고 스포츠 관련 활동

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켜서 이게 계속 이렇게 전승될 수 있게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 그런 아직 그게 아예 없으니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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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智)정체성

  체육교사의� 지정체성은� 수업의� 영역에서� 3개, 학생의� 영역에서� 3개, 행
정의� 영역에서� 3개로� 총� 9개의� 정체성� 요소들이� 있었으며, 이는� <표� 15>
의� 모습과� 같다.

      가) 수업

  체육교사가� 수업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지정체성에는� ‘수업과� 교육과
정� 지식’, ‘스포츠문화� 지식’, ‘체육학�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이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
한� 지식과� 더불어�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백남진(2013)에� 따르면, 교
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은� 교사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보다� 세부적으로� 교육과정� 문해력에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업� 콘텐츠를� 아는� 것,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실행을� 하는� 것, 수업이� 실행되는�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
다. 또한,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4]에� 따

표 15. 지(智)정체성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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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체육교사는� 체육교과, 학생, 교육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과� 유사한� 맥
락에서� 등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수업 콘텐츠를 잘 아는 거. 수업 콘텐츠를 잘 수

업에서 실행시키는 것. 종목이 됐든 활동이 됐든 뭐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지식은 일단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겠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업�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
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오성�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을� 수업� 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까지�
거치게� 되는� 체육수업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체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애들이 좀 배워봤으면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설문도 받고 

많이 물어도 보고 그리고 수업 설정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접목을 시키죠. 애들이 원하

는 건 다 해줄 수 없지만, 애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걸 하려고 하

죠.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삼 년 동안 있으면 애들이 주기로 1~3학년에 올라갈 때 

다음 학년에 올라왔을 때는 다른 걸 경험해볼 수 있도록.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수업� 콘텐츠의� 측면과� 함께� 교사들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현장
에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체육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교사� 자신을� 둘러싼� 맥락에� 알맞게� 변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평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나는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 학교, 학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적으로 녹여내 자

신만의 수업 전통,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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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가도 보면 이제 다양하게 하려고 이제 몇 번 시도는 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평

가를 좀 했었어야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동료평가나 그런 거 정도는 해봤는데 뭔가 

평가의 방법도 자기가 그런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낸다든지 자기가 이

렇게 해낸다든지 뭔가를 자기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낸다든지 약간 그런 거?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이� 학교에� 녹아들�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체육수업의� 현장인� 학교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특히� 체육교사라면� 체육수업의� 장인� 운동장과� 체육관이라
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신체활동을 행하는 곳 그런 장소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운동

장이나 체육관에서 가르치는데 운동장이라는 것과 체육관이 가져야 하는 공간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우리 집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그 어떤 행동

들이나 여러 태도를 조심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② 스포츠문화� 지식

  스포츠문화� 지식이란, 체육을� 둘러싼� 역사와� 다양한� 맥락� 등� 운동을� ‘하
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변에� 있는� 운동의� 다양한� 차원까지� 함께� 알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홍은숙(2007)은�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했고, 비슷한� 맥락에서� 최의창(2018a)은� 운동을� 가르치는� 활동은� ‘문
화� 활동’이라고� 하며� 운동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해당� 운동의� 문
화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에게�
있어� 스포츠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니는� 것은� 학생들을� 체육의� 더욱� 넓은�
차원으로� 입문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핵심 가치는 스포츠에 직접, 간접 체험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신체활동이라는 게 뭘까? 다양한 각도에서 신체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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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사들은� 스포츠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양활
동을� 했으며, 스포츠에� 깃든� 가치를� 삶� 속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들을� 끊임
없이� 해나갔다. 특히� 체육을� ‘운동향유� 15+’(최의창, 2018b)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걸 통해서도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은 그냥 땀을 

흘리는 거에서 끝나지만, 땀을 흘리고 그런 거를 좀 애들한테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능 

같은 것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해 그건 체육교사가. 그러면 따

지고 보면 미술 쪽에도 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쪽에서도 그렇게 또 그렇고. 그러니까 깊게는 아니라도 얕게라도 다양한 분야에 뭔가 

관심이 많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자기 체육교과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체육교과를 우리가 항상 가르

치는 게 내용이 종목이니까 각각의 종목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종목과 관련된 지식도 

있지만, 종목을 포괄하는 지식도 있는 것 같아. (중략) 종목이 갖고 있는 기술을 기술적

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폭넓은 인성적인 요소와

도 연결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애들 상태

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 삶이랑도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기술이 지닌 

삶의 가치 그런 걸 녹여가지고 설명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 교사 자신이.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③ 체육학� 지식

  체육학� 지식이란, 단순히� 체육교육에� 대한� 내용만이� 아닌� 체육이라는� 활
동�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적� 기반들을� 일컫는다. 이자신� 교사는� 생리
학적, 역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지식� 등� 다양한� 체육학의� 기본적인� 지
식들이�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며� 체육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필요
성을� 제시한다.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3]
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체육교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는다.”라고�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체육학적� 지식�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체육학� 지식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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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저희가 임용시험에 볼 때 그런 지식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생리학이라든지 역학 이런 과학적인 측면이랑 

사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런 지식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한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지식은 결국 운동을 할 때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운동하기 위해서 생리학적인 부분 이

런 것들을 알아야 잘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는 지식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실기에 대한 지식, 생리학적, 역학적 이런 지식들이 그냥 다 바탕이 되어야.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김미소� 교사는� 체육교육에서의� 지식은� 체육학적� 지식뿐만
이� 아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암묵적인� 지식의� 차원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암묵적� 지식(암묵지)은� 학습과� 체험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지만,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
지� 않아� 교사가� 명시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유형의� 지식이다(Polanyi, 
1966). 즉, 교사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통해� 스며드는� 것으로, 이는� 교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기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체육교사로서의� 다양한� 지도� 행위를�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어
야� 체육학에� 대한� 지식을� 보다� 더� 넓은�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체
육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약간 의사들은 약간 자기들이 하는 의술이나 집도 행위 같은 거 하나하나에 되게 약자

나 용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인 지식을 약간 딱 끌어내가지고 명명시키

잖아. 이름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지도 행위 

방식을 좀 명명을 붙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좀 더 전문성? 그게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인 거니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나) 학생

  체육교사가� 학생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지정체성에는� ‘전달방법� 지식’, 
‘피드백�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 116 -

        ① 전달방법� 지식

  전달방법� 지식이란, 체육교사가� 수업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며�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도
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이는� 특정� 내용을� 특정� 학생들에게� 알
맞은� 방식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인� 내용교수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Shulman, 1986)와�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능정체성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교사-학생이라는�
학교에서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필요한� 지식적� 차원이� 바로� 전달방법
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묘미� 교사는� 체육교사들이� 수업� 중� 학
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고� 했다. 이때� 그는� 적절한� 학습단서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레이업 슛을 한다 그러면 발로 “오왼오

왼” 이렇게 학습단서를 좀 쉽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적절한� 학습단서를� 활용할� 때도� 학생의� 수준과�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했다. 체육교사는� 학생들에� 비해� 심층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
다. 그렇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는� 쉽게� 핵심
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했다.

지식이 꼭 막 교수님들처럼 앞에서 확 할 필요 없잖아요. (중략) 내가 애들한테 미리 가

는데 준비하는 미리 가르쳐주는 그 항목이나 종목이나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미리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서 습득하고 그걸 좀 약간 좀 잘 쉽게 가르칠 수 있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한 다음에 애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전문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주는 건 오히려 좋은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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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달방법은� 다양했지만, 교사들마다� 시범이나� 영상� 제작, PPT 
제작� 등�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더욱� 수월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편집이나 PPT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상 제작이나 PPT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람마다 좀 그런 기술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로 잘 

전달하는 분들도 있고 시범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② 피드백� 지식

  피드백� 지식이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
가� 학생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피
드백, 외재적� 피드백� 등� 운동학습� 분야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피드백들과�
더불어� 체육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피드백의� 방식을� 알고�
그것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진, 2015). 그리고� 이
를� 위해� 학생들� 각각이� 지닌� 능력과� 경험을� 통해� 생기는� 수준의� 차이를�
잘� 파악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체육교
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6]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학습을� 관찰하고� 평가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
분은� 피드백� 지식과�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저마다 지닌 능력과 경험의 차이를 보고 듣고 느껴 이를 참고하여 학

생마다 다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맞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맞춤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업의 장에 들어가면 30명의 아이

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각각 성장 배경과 삶의 경험들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략) 만약 자세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 

같으면 자세를 만들어 줘야 되고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마음을 덜어줘야 되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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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동작을� 할�
때�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리고�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었다.

실기 기술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얘는 지금 아 이 부분

이 잘못된 거구나. 그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너 여기서 이걸 이렇게 노력을 해

봐. 그러니까 실기를 이제 시범 보이는 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시범은 영상

을 볼 때 유튜브를 보고 나는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빨리 피드백을 어떻게 잘 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략) 애들 이렇게 가만 보면 줄넘기 보면 팔 삐뚤어져 있는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팔도 자세히 보면 한 손이 더 많이 돌아가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③ 학생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이란, 학생의� 발달단계나� 성별에� 따른� 차이� 등� 학습자
인� 학생에� 대한� 지식과� 그들에� 대한� 이해를� 일컫는다. 또한, 학생들이� 어
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즉, 발
달단계와� 청소년기� 및� 학생들의� 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게� 체육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2]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신체활동� 학습� 및� 발달� 정도를� 이해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학생
에� 대한� 지식과�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학생이 이전에 경험한 교

육과정에 대한 이해, 현재 체력상태나 마음가짐에 대한 이해 등을 기반으로 하여 '체육'

을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생각을 한다.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축구는 그냥 아이들한테 “야 축구하자”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까? 그리고 얘네들한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필요한 게 뭘

까? 라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갖춤이라 생각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 119 -

  이와� 더불어, 체육교사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했다.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
고, 각� 성별� 내에서도� 여러� 요인들로� 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에� 대한� 통념들
은� 학생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결국, 여자애들이 잘 못하는 것도 여자애들 수준에 대한 파악이 교사가 안 돼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애들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 같고. 그거를 토대로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학교에서의� 학습자인� 학생들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에� 대한� 지식들이� 바탕에� 있다면� 보다� 더� 깊숙하게� 파
고들어가서� 학생들의� 인성적, 태도적� 측면까지도� 접근할� 수� 있었다.

낮춤이라는 것은 학습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어떻

게 가르칠 것인가를 미리 테크닉 측면에서도 고민하는 거고 인성적 태도적 측면에서도 

저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운동�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만
이� 아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존재
할� 것이다. 만약� 실제로도� 그렇다면� 체육교사라는� 직업은� 누구든� 운동만�
좀� 잘한다면�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학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총
체적으로� 요구된다. 그� 중�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학생에� 대한� 이해였다.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 이제 뭐 체육 운동선수가 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체조선수가 학교에 들어와서 운동을 가르

치는 애들한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들어와서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댓글을 단 

게 체조 선수보다 체육교사가 체조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이

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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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

  체육교사가� 행정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지정체성에는� ‘축적된� 경험적�
지식’, ‘체육운영� 지식’, ‘디지털리터러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축적된� 경험적� 지식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체육교사
로서� 현장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지니게� 되는� 지식들의� 총체를� 일컫는
다.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은�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의� 혼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정확히� 비교는� 어렵지만, 대다수가� 암묵적� 지식(Eraut, 2000; 
Hafferty, 201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구체
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모르게� 얻은� 지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나가기� 때문이다.
  체육교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체육교사로서� 쌓아온� 연륜에� 의한�
지식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들은� 행정적�
측면과� 더불어� 수업과� 학생의� 측면에도� 존재하지만, 특히� 행정의�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수업과� 학생의� 측면은� 이론적으로� 정립된� 지식들로� 상당� 부분
이�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체육교사로서� 쌓아온� 경험들
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박묘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겪은� 선배교사들
의� 모습을� 통해� 경험적�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초임할 때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은 솔직히 월급도 엄청 많이 받잖아

요. 근데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는 

이 쥐꼬리만큼 돈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

는 부분들을 이 선생님들은 이미 경험했던 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경력을 인정해주는 거구나 이런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경력 무시 못해 이렇게 얘기하

거든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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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했듯이� 경험적� 지식은� 특히� 행정적� 측면에서� 도드라진다. 학교
에서� 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
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었다.

베테랑? 왜냐면 제가 첫 학교에 있을 때 육상대회였나 다른 학교에 출장을 가게 됐는

데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그 대회를 운영함

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때 장학사가 했던 말이 ‘아 역시 경력이 있으신 선

생님들께서는 모든 걸 다 보시는 거군요.’ 이 말을 딱 했는데 그게 되게 띵하고 와 

닿았어요. 그분들은 이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략) 모두 다 머릿속에 있으시더라고

요. 이런 걸 보면서 아 경력이 이렇게 흐르면 그런 모습이 갖춰질 수 있는 건가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② 체육운영� 지식

  체육운영� 지식이란, 체육교사가� 체육과� 행사나� 대회� 및� 운동부� 등을� 운
영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는� 운영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
슬기� 교사의� 경우� 다양한� 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체육운
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기준� 8]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학교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
회적�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체육수업을� 통해� 실행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체육운영� 지식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게 내가 체육대회를 큰 거를 한 3~4번 정도 기획을 했

었는데 기억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한 나의 아이디어로 뭔가 체육대회를 좀 색

다르게. (중략) 행사를 하면서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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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과� 행사나� 대회� 외에도� 체육교사는� 운동부�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도� 지니고� 있어야� 했다. 이인성� 교사의� 경우에는� 다양
한� 운동부� 감독을� 하면서� 운동부�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어쨌든 운동부 감독 교사를 하니까 그게 좀 나한테는 더 크게 큰데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런 것들 일처리 같은 거를 그냥 하고 잘 하고 있

다. 이제 뭐 업무 같은 거를 운동부 업무를 포함해서 그냥 어떤 일이 사안이 발생하거

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 요즘에는.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체육� 관련� 업무를� 통해서만� 체육운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적� 업무들은� 결국�
다른� 업무들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한� 경험
이� 곧� 체육운영� 지식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조진리� 교사의� 경우� 자유학년
제� 담당� 업무를� 했던� 경험이� 체육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사 섭외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외부 활동 나가는 것, 프

로그램 계획하고 이런 것도 있고 돈도 꾸준히 써야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웠던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사로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내가 체육과 업

무로 돌아왔을 때 이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③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개념으로, 이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소비, 분석, 관리, 활용, 생산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
혜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역량을� 말한다(이애화, 2015). Armour et al.(2020)에� 따
르면, 최근의� 젊은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장비의� 사용, 방대한� 양의� 온라인�
콘텐츠로의� 접근, 광범위해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능숙하다고� 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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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체육교육의� 현장에도� 요구가� 될� 것이며, 그
에� 따라� 체육교사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체육교육은� 오프라인에� 머물던�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과의� 경계가� 허물
어져� 디지털� 공간으로도� 그� 참여의� 장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바라보았을� 때� 디지털리터러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육교사들이� 디지털리터러시를� 함양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학교현장에서� 체육교
사들도� 디지털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권사랑� 교
사의� 경우� 체육과� 관련된� 활동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디지털리터
러시를� 발휘하는� 모습은�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
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체육교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수

업 시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체육 시간의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모습을 체육교사가 촬

영도 하고 그걸 잘 편집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단순히 땀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해서 보여줬을 때 요즘 애들은 또 체육도 이렇게 하면 또 영상이 또 예쁘게 

또 잘 만들어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중략) 요즘 애들은 편집 같은 거 금

방금방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 (중략) 구기대회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할 줄 알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거를 

요구하니까 이게 또 그거잖아 애들하고 직업하고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잖아. 체육 관련 직업도 더 넓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련되어 있

잖아. 애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몇몇� 체육교사들은� 스스로의� 수업자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하는�
등� 행정의� 측면에서� 벗어나서� 수업의� 측면에서도� 디지털리터러시를� 발휘하
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수업자료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인 만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자신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경력이� 26년차인� 우슬기� 교사도� 체육교과에서의� 동작� 분석이나� 미디어�
활용� 등� 체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디지털리터러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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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어떤 교과보다도 그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동작을 분석하는 데도 필요하고 아

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그게 음악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영상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

은 장비들을 쓰기 때문에 실기를 가르치는 기능만큼이나 사실은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다루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뭘 그런 것들도 이제는 같이 난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교사로서 살아나가려면 미래가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가려면 그런 걸 이

제 안 배우면 못 따라가요.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이렇듯� 경력이� 많든� 적든� 디지털리터러시� 함양이라는� 측면은� 체육교사들
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체육교사� 개개인의� 측면과�
더불어� 체육교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미래사회에는� 점
차� 더욱�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를� 체육교사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육교과의� 입지가� 줄어들� 위험도�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교
사도� 있었다.

체육이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내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영상처럼 그 단계까지 못 가

면 굉장히 진부해질 것 같아. 뭐 건강 중요하지 얘들아 너희들 살 빼야지 이 정도? 

BMI 많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원래 뭐 체육 중요하니까 열심히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

긴 하지만, 그거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은데 3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는 막 변하려고 하는데 체육은 아직도 그걸 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단계를 한 번 넘어서지 못하면 내가 볼 때는 영역이 굉장

히 입지가 줄어들 거 같거든? (중략)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

아. (중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사실 체육의 영역으로 와야 되거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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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心)정체성

  체육교사의� 심정체성은� 수업의� 영역에서� 3개, 학생의� 영역에서� 3개, 행
정의� 영역에서� 4개로� 총� 10개의� 정체성� 요소들이� 있었으며, 이는� <표� 16>
의� 모습과� 같다.

      가) 수업

  체육교사가� 수업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심정체성에는� ‘수업� 성찰과� 반
성’, ‘수업과� 삶의� 합치’, ‘열정(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수업� 성찰과� 반성

  수업� 성찰과� 반성이란, 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실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해서�
다음� 수업에�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성찰과� 반성에� 대
한� 중요성은 Schön(1983)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논의가� 기반이� 되었다(서
경혜, 2005; 조덕주, 2009). 특히� 반성적� 접근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
업에� 대한� 성찰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반성적� 성찰능력을� 강조한다. 즉, 자신의�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은� 물론� 끝난� 뒤에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표 16. 심(心)정체성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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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성찰능력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Lawson, 1990). 이처럼� 체육교사도� 꾸준한� 성찰과� 반성의� 과
정을� 통해� 점차� 성장해나간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모습은� 곧� 학생들의� 성장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수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실천
하는� 것은�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교육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새겨보고 계

속 의심해보고 다른 사람들 혹은 영상 속에 책 속에 영화 속에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계속 점검하는 태도? 성

찰하는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고. (중략) 자꾸 소외시키는 그런 환경을 항상 인지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교육 행위를 나조차 소외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때로는� 경력이� 일정� 정도� 채워지면�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할� 것이� 대부
분� 채워진다는� 인식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 그러나� 체육교사로서� 꾸준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한� 안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버
팀목이� 되기도� 했다. 최오성� 교사의� 경우� 초반에� 교직생활에� 적응을� 한� 이
후� 스스로� 교직에� 대한� 정답을� 찾았다는� 마음이� 조금� 들었지만, 꾸준한� 성
찰과� 반성을� 통해� 교육에� 있어� 정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체육교사로서의 사고가 좀 바뀌었고 약간 목표하는 게 생겼으니까 그 목표를 아이들과 

공유하려고 수업에 약간 녹여냈죠. 근데 누가 봤을 때 뭐 계속 그렇게 하진 못했고 저

도 이제 그게 10년 전쯤 내용이니까 10년 전쯤 내 일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2년 

차 3년 차 4년 차 되면서 또 생각이 또 바뀌었죠. 또 바뀌면서 그게 또 답이 아니구나. 

정답이 아니구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위해�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합리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자만심을� 떨쳐내는� 것이었다. 
한유명� 교사의� 경우에는� ‘유려한� 합리화’라는� 표현을� 통해� 체육교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태도를� 언급했다. 그는� 유려한� 합리화를� 잘� 떨쳐내고� 열린�
마음가짐과� 유연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성
찰과�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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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까 비아냥거리는 그런 유려한 합리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성찰을 위해서 다 수

용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열린 마음 그리고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경력� 32년차인� 전해법� 교사에게� 있어서도� 성찰과� 반성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오랜� 세월� 확고한� 교육적� 신념과� 철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그
이지만,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하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

에 내가 아직도 교사로서 이렇게 강건하게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많은 부분

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죠. (중략) 어느 정도 교사로서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신념 교육적 철학 그리고 다양한 조직 활동 등으로 많이 성장했고 교육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② 수업과� 삶의� 합치

  수업과� 삶의� 합치란, 체육교사에게� 있어� 체육수업의� 장을� 오직� 학교� 내
부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닌� 체육교사� 자신의� 삶의� 현장� 전체로� 확
대시키려는� 태도를� 일컫는다. 체육교사에게� 있어� 체육수업은� 단순히� 학생
들에게� 체육에� 관한� 기술과� 지식만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다.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체육교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그�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의� 체육세계를� 더욱� 넓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이� 단순히� 수업시간� 내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현장
에서도� 실천해나간다면� 그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더욱� 더� 넓은� 세상을� 알
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
었고� 동호회와� 같은� 사회적� 교류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모습도� 존재했다. 
전해법� 교사는� 자신의� 삶과� 일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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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일상생활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중략) 그럼 저는 그런 어떤 나의 경험들을 가치와 연결해서 내 수업의 장에서 아이들

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삶과 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

분에 있어서 저는 교사로서 살아가는 일이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일이 삶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뭐랄까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중략)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정

체성을 그대로 그 수업의 장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이건 이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행복한 삶의 단계이죠. 우리가 대개 분리를 많이 하잖아요 삶과 일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어떤 수업의 

장과 이렇게 좀 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경

험들을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수업과� 삶
의� 합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
포츠나� 신체활동을� 배우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수업의� 과정� 속에서� 학
생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에� 대한� 공감을� 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 수업과� 삶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내 활동이 자꾸 제한적이면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신체활동을 끊임없이 깊이 있게 다가가

려고 그러고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수업이라는 장에서 펼쳐내는 

신체활동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세계를 확장하

자. 그래야지 때로는 내가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이 그 아이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 이런 부분도 맞닿을 수 있

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신체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③ 열정(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

  열정이란, 체육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열정을� 지녀야�
함을� 말한다. ‘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이라는� 문구처럼� 체육교사가�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체육교과가� 학교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태도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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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짐을� 지니는� 것은� 중요했다. 이를� 통해�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체육교
과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다. 그
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있어� 체육에� 대한� 열정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뭐랄까 제가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 수업이 잘한다는 것보다 그냥 재미있어 하는 

거?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 자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 거? 애들 스탠드에서 앉아

가지고 수다 떨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까? 애들이 다 체육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애들도 엄청 많은데 그냥 얘들아 움직여

라 그러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 수업을 채울 

수 있을까? (중략)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게 교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

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하죠.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열정.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체육수업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비록 이 활동이 정말 진부한, 예를 들어 국민 체조일지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자료를� 찾고�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체육교과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수업들이라도 시도했다는 것이 노력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자료들

도 찾고 여자농구 애들 시합 데리고 나갈 때도 내가 뭐 농구 진짜 아 진짜 시합을 내

가 어떻게 데리고 나가지 해서 되게 암담했는데 열심히 살아보고 막 그려보고 그래서 

그린 거 갖고 나가서 애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하여튼 노력은 나름대

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찾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건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수업 왜냐면 학생들은 신체활

동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중

학생들은 그걸 보면 이게 체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체육은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체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비가 오거나 황사

가 많거나 일기가 아주 나쁠 때 하여튼 신체활동에 대안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 (중략)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대안을 찾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가 우연히 발견한 게 이제 비비탄총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걸 교실 한 칸에서 수업으로 

진행했더니 가히 반응이 폭발적인 거야. (중략) 그리고 그거를 쭉 하면서 내적 노하우를 

쌓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 이게 대안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비비탄 사격 수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선전하고 다닌 거지.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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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으로� 이러한� 열정은� 결국� 체육교사라는� 길을� 택하고자� 했던� 스스
로의� 마음가짐과� 교사가� 되기� 위해� 견뎌낸� 힘든� 과정을� 버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Kim & Tak, 2021). 물론� 힘든� 상황도� 마주하겠지만, 스
스로� 마음을� 먹고�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고� 앞으
로� 나아갈� 열정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체육교사를 하기 마음먹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음먹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면 분명히 재미없고 지루해지고 따분해질 수도 있지만, 루즈해 질 

수 있지만, 그냥 매순간 순간을 준비할 때 즐겁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을� 지닌다는� 것은� 단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의� 차원만은� 아니었다. 체육교사들이� 열정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욱�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열정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수업에서 학생들을 통해 꿈꾸고자 하는 열망이나 욕망이 교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한

다. (내시경)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체육교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좋은 체육수업.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인간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

리고 사람의 됨됨이와 항상 그 끈을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나) 학생

  체육교사가� 학생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심정체성에는� ‘부드러운� 카리
스마’,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의� 세� 가지� 요소
가� 있었다.



- 131 -

        ①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란,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부드러
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학생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태도를� 적절
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통해� 강제로� 학생들을� 휘어잡고� 학생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체육교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체육교사
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바뀌게� 되었다. 
체육교사들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예전처럼� 짜놓은� 틀� 안에서� 학생
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서로� 협업해서�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중요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교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눈에 보

이는 일사불란하고 막 이런 것들? 왜 젊었을 때는 아이들 줄도 막 쫙 서 있어야 되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딱 부르면 바로 쫙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안 되면 엄청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전에는 딱 

짜인 틀을 자꾸 내가 이렇게 조직하고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조금은 자

유롭지만, 자유로움 안에서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추구

해 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중략)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

는 거기 때문에 움직여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움직이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러

면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거는 선생님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선생

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게 만들고 힘

든 것도 좀 덜 힘들게 만들고. 약간 그런 게 어떤 선생님의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게 

더 태도가 아닐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사회가� 점차� 변화해감에� 따라� 체육교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달
라졌다고� 해도� 체육교사들에게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가� 필요했
다. 물론� 변화한� 시대상에� 따라� 생겨난� 부드럽고� 친근한� 선생님이라는� 이
미지에� 조금씩� 발을� 맞춰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체육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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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했다.

아무래도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랄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적인 측면 

좀 모범적인 그런 물론 항상 사람이 바른 선비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

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친근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

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

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②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가� 된다는� 것은� 체육교사가� 단순히�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되거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체육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체육만을�
가르치는�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체육을�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깊숙한� 차원의�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생들이� 더� 깊숙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
록�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인성� 교사는� 체육교사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역동적이어서� 학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
가�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체육교사의 삶을 보면 뭔가 역동적이고 바쁘고 활력이 있으면서 애들한테 그런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이런� ‘역동성’과� ‘힘’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깊은� 배움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더해� 최오
성� 교사는� 체육교사가� ‘인의예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인의예지에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체육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려

면 수업 시간에서만 보여주면 그건 연기로 다 티가 나니까 내 삶에 인의예지를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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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내 삶에 애들 앞에서 아니라 체육, 학교에서만 아니라 내 가정 부모님 자식들 배

우자 친구들한테도 그런 약간 제자들이라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약간 태도를 몸소 가져

야지 그게 수업시간에 그대로 나오는 거지.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롤모델과� 멘토로서의� 자질은� 수월하게� 갖춰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자신�
교사의� 경우� 초임교사� 시절에는� 추상적이었던� 측면이� 경력이� 점차� 많아짐
에� 따라� 더욱�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조금 추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

는 교사,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그게 전부였다면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방법론적으로 많이 구체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일단 제가 

먼저 그럴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또한, 홍축복� 교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학창시절� 때� 겪은� 선생님과의� 경
험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롤모델과�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은 친근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가

르치려 들지 않았고 그래서 친구처럼 지금도 연락하면 이제 되게 그냥 동료처럼 친구

처럼 이렇게 연락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사람이 되자 라고 했던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중략) 어른은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애들한테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렇게 받았으니까 그걸 다시 뿌리고 싶었다는 생각이었고.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③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이란, 학생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체육교사의� 태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더욱�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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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모습,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이� 해당된다. 전
해법� 교사의� 경우� 이러한� 체육교사의� 정체성을� ‘낮춤’과� ‘멈춤’ 등의� 키워드
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교사가 겸손을 표현하는 태도이자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이다. 낮아짐으로 신뢰를 회복

하고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하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근본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낮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나의 속도로 학생들을 만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 따라

서 그들이 수업에서 만들어 내는 속도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멈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체육교사들이�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모습은� 곧� 학생들이� 체육교사들로부
터� 감동을� 받도록� 이끌고� 더� 나아가서� 체육수업의�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힘이� 있었다. 즉, 학생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해� 발휘되는� 진정한� 관심과� 진심이� 담긴� 태도는� 체육교사에게� 있
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애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약간 진실된 태도 진실성? 좀 잘 못 가르치고 못나도 

사람이 좀 진실되면 애들도 이해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잘하지도 않는데 애들은 체육

을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냥 진정성 있는 모습.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진실

된 모습들. 어차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니까 애들도 선생님이 잘하는 거보다 노력하는 

거에 감동받고 따라오는 것 같아. (중략)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특히�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말과� 행동� 등� 전반적인� 모습을� 더욱�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
이� 되었다. 체육교사가� 학생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지니게� 되면� 학생의� 말
과� 행동에서� 그� 이면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놓여있는� 맥락� 속에서� 학생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이의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속

마음을 이렇겠구나를 들여다보고 맞춰주면서 수업도 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 135 -

  이런� 부분은�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세대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에서� 비롯
되는� 것을� 학생들이�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요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교사-학
생� 사이의� 관계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부분은� 체육교사로서만� 지녀야하는� 것
이� 아닌�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도 뭔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리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이게 체육뿐만 아니라, 그냥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이 학생을 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 같아. 수용 약간 수용적인 난 교사는 약간 이걸 거의 모든 걸 많이 수용할 줄 알아

야 된다고 생각해.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들이� 학생들을�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학생들
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권사랑� 교사의� 경우� 학교� 현장에
서� 학생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래. 방송 댄스 이런 거. 요즘은 음악 틀어놓고 방송 댄스

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나도 연

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애들 이제 분위기 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춤도 이렇게 추고. (중략) 또 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가 예전에 이 머리가 이렇지 않았어 앞머리 굉장히 짧게 자르거든 전체적으로. 왜냐하

면 영해 보이려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 (중략) 모자도 같은 것도 좀 애들 좋아하는 그

런 모자도 쓰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복장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고. 내가 막 정장이 

입고 보수적인 그런 체육선생님들의 복장으로 하면 왠지 애들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

을까. 일부러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광대가 된 것 같아 학교의 광대. 그래서 막 괜히 

막 쓸데없이 막 체육관에다가 막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뜬금없이 댄스 타임 뭐 예

를 들어서 그래서 노래 딱 틀어놓으면 애들이 막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추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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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가. 그러면 애들이 같이 따라서 추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아 내가 원래 춤 되게 

싫어했거든. 애들의 그런 환호성과 즐거움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 행정

  체육교사가� 행정의� 영역에서� 지니게� 되는� 심정체성에는� ‘교사리더십’, 
‘넓게� 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사명감(체육교사는� 학교의� 기둥)’의�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 교사리더십

  체육교사는�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학교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교사리
더십을� 함양하고�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교사리더십이란, 교사들이� 학급을�
넘어서서� 교사공동체에서� 교육실천의� 향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김병찬, 2019; Katzenmeyer & Moller, 2009). 
Katzenmeyer와� Moller(1996)에� 따르면, 이러한� 교사리더십은� 교사들이�
기존에� 비해� 효과적으로� 교육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언급
한다. 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단순히� 하나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도� 있지만, 종종� 교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체육교사는� 교과협의회, 각종� 대회운영� 및� 참가,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수업� 운영,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PAPS), 운동부� 운영, 
청소년단체� 활동, 그리고� 기타� 체육교육업무� 등� 규모가� 큰�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최의창, 2013) 더욱� 더� 다른� 구성원들을� 리드할� 줄� 알아
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타� 교과교사들에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체육교
사들에게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요소였다.
  먼저, 체육교사들에게� 드러나는� 교사리더십은� 후배로서� 또는� 체육부장으
로서� 교사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 김미소� 교사의� 경우� 후배
체육교사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변의� 체육부장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 여러� 동료� 교사들이� 교사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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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는� 사례도� 함께� 말해주었다.

후배들 들어왔을 때 체육교사 후배들 들어왔을 때 잘 알려주고 좋은 선배로서의 모습

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역시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고 학교 밖에서도 좀 커피라든가 술 한잔하면서 좀 더 돈독한 사이들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도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임들을 잘 이끌어

내고. (중략) 그 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교사가 왔는데 자기 부족함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막 그런 협회 같은 데 막 전화해가지고 시설 같은 거 빌리고 그런 수업 자

재 같은 거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못하면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빌려서 수업하

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안 되는 거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에� 대해� 타� 교과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체육교사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교사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미소� 교사의� 경우� 타� 교과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들
이� 쌓이면� 체육교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에� 도움이� 될� 것이고� 체육교
사들이� 학교� 내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속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분명히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으로 분명

히 지켜볼 테니까 그게 아니다 체육교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되게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문무를 겸비한 존재

다.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이라는 걸.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솔

직히 제일 멋있는 존재잖아. 나도 그런 게 나도 계속 은연중에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축제할 때 이럴 때 막 연주하는 거 막 모습 보여주고 그랬던 거 같아.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근데 진짜 많이 나아진 거 같아. 10년 전만 해도 애들 되게 무식하게 봤거든 

체육교사. 진짜 그 단무지로 봤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 10년 뒤면 더 많이 달라

져 있지 않을까 싶어. 선배들이 많이 노력해주셔 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런� 과정을� 통해� 쌓아나간� 교사리더십은� 학교� 내부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으며, 점차� 학교� 외부로� 발산이� 되기도� 했다. 권사랑� 교사의� 경우�
자신의� 사례를� 통해� 학교� 외부의� 교사학습공동체로� 뻗어나간� 자신의� 교사
리더십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홍축복� 교사의� 경우� 체육교사공동체� 차원에
서� 탁월한� 교사리더십을� 지닌� 체육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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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한 명 리더가 돼서 딱 해주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막 생각 없는 선생님들도 딱 보고 이야 이거 재밌네. 이것도 의미 되네 

하면서 서서히 스며들면서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게 

되는 거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중략) 제가 행정적인 거 다 하겠다. 그리

고 내가 공개수업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지. 물론 

나는 좀 힘들겠지. 근데 나같이 리더십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거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 속해 있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갈증이 많은 사람들이죠. 조금 더 

나아지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과시욕도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이 나쁜 의미의 욕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욕구도 있지만, 굳이 이걸 남들

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뽐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뽐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체육교사 톡방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그들의 활동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잘

난 척 한다. 뽐내기만 하더라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협업과 정보공유가 체육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게 아닌 존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쪽은 독립적인 측

면이라면 이쪽은 협력적인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교사리더십을� 지닌� 체육교사들은� 학교� 내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학교� 외부의� 다양한� 집단에서도� 그들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었다. 권사랑�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체육교사
들에게� 있어� 리더를� 잘� 찾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각�
집단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한 명 있으면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얘기했던 게 나도 열심히 해서 이거 잘 키워서 우리 교육청끼리 체육교류전을 갖자. 근

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가 그쪽 선생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다 끌고 오겠다고 

우리 배구 대회도 배드민턴대회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교류하자고. 아 선생님 멋지다고. 

일단 우리 올해 잘하고 내년 해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 같이 지역 장학사들 통해가지고 

교류를 갖자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리더를 잘 포섭을 해야 

해. 장학사들의 역할은.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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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넓게� 보는� 안목

  넓게� 보는� 안목� 지니기란,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
서� 보다� 더� 넓은� 시야를� 지니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학교� 내
에서도� 체육수업� 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업무� 등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있어야� 하며� 학교� 밖의�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곧�
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더욱�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수업의� 측면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
에� 행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호
기심을� 지니고� 있어야� 했고� 체육교사들의� 전반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는� 그러한� 호기심을� 통해� 다양한� 대외적� 활동들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의� 다른�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체육교사는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해야 돼. 자극이 없으면 안 돼 자극이. 책으로 

보면 와 닿을 수 있을까? 책을 보면서 아 댄스다! 아니거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야. 해보고 내가 느껴보고 반응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중략)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 궁금증도 많고. 

그리고 반복되고 단조롭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부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새로

운 거를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접목시켜보고. 그게 다 호기심이지 사실.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학교의 다른 전반적인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자꾸 막 생활지도만 시키려고 하는 그

런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할 사람이 없고 역할을 내가 맡는 게 맞는 상황이라면 하겠지만, 그러면서

도 이제 계속 학교의 그런 다양한 부서의 업무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

해가지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좀 연구부라든가 교무부라든가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단순히� 업무의� 측면에서� 시야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영
역과� 더불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함께�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야도� 체육교사에게는� 필요하다(장경환� 등, 2020). 구체적으로� 홍축
복� 교사는� 현재� 체육교사공동체의� 시야가� 체육교과� 내로� 한정이�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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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초등학교� 때의� 경험과� 다른� 교과에서�
배운� 경험� 등� 더욱� 넓은� 범위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는 시야를 넓히는 것도 전문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교과안에 한정되어 있어요. 체육교과 안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요즘 생

각을 하는 게 우리 애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지 나도 뭘 가르칠 

수 있는데 그 물론 초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체육시간에 많이 배웠는지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2학년 애들이 영어 시간에 뭘 배우고 도덕 시간에 뭘 배웠고 뭘 배우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얘네한테 맞춰서 얘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타교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중략) 타교과에 대한 관

심? 이런 것도 하나의 전문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 체육교과만이 아니라.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꾸준히� 지니는� 것도� 중요했고� 멘토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유명� 교사의� 경우� 학교� 전체의�
맥락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사가� 유연함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고집과� 아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교사의� 유연함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신의� 교사는� 평소� 멘
토와� 멘티의� 관계로� 지내는� 교수님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시야
를� 넓게� 지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
었다고� 했다.

경력 있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학교 전체의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식

으로. 체육교사지만, 체육교사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

까? 그럴 것 같아요. 유연함이 더 중요하지. 고집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고집이 이거는 아집이 되니까 특히나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태도는 점점 뭔가 다 들을 수 있게. 근데 아무리 다른 내용을 들

어도 내가 점점 내공이 쌓이면 내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

하면 ‘바담 풍’에도 내가 얼마든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렇게 느낌이 전달

이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소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런 태도가 그렇다는 거지.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너무 작게만 보지 않고 이 교육과정이 우물 안 개구리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크게 보

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있으면 교수님 글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러면 또 다시 멀리 이렇게 봐 또 가깝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현장에 들어와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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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학교 체육선생님들하고 협의하면 맞다 이건 너무 크구나 이게 딱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계속하는 거죠.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이라는 

그 우물 안 그 틀 안에 박혀서 체육수업을 좀 바라보지 말아라. 수업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체육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예전부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③ 멀리� 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지니기란, 체육교사로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
서�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넓게� 보는� 안목� 지니기와는�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 ‘넓게� 보는� 안목� 지니기’는� 현
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횡적인� 개념이라
면, ‘멀리� 보는� 안목� 지니기’는� 하나의� 측면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
한� 멀리�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종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해법� 교사는� ‘망원경’이라는� 비유를� 통해� 체육교사의� 멀리� 보는� 안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미래학자의 관점으로 체육수업을 바라보면서 신체활동과 스포츠의 변화 추세나 체육교

육의 이슈를 미래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시선이다. (망원경)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우리는 현장의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다양한 답을 제시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한 2~3년 앞을 내다보고 이들에게 닥쳐온 문제들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

로 다가올 문제들도 우리가 미리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 전망을 제시해 주고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당신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고 해

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

분까지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홍축복� 교사의� 경우� 미래� 세대들의� 모습에� 대해� 예측을� 하며� 면담을� 진
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개별화된� 사회지만, 가
상공간�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로� 인해� 피상적인� 관계는� 발달하겠지만, 서로� 깊숙



- 142 -

하게� 어울릴� 줄� 아는�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
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미래는 아마 아이들이 줄어들고 관

계가 멀어지고 개별화된 사회일 것 같아요.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아까부터 계속 어울

림, 어울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울림도 되게 애매한 게 애들이 그 온라인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피상적이라는 

거죠. (중략) 저도 공부해야 될 거 같은데 미래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얘네들을 어

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멀리� 보는� 안목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 사회의� 모습과� 학
생의�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안목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도� 중요하게� 다가왔다. 구체적으로� 우슬기� 교사의� 경우� 학교에� 탁구대와�
같은� 각종� 체육� 기자재를� 갖추는� 것과� 같은�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을� 생각
하는� 과정에서도�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물리적인 환경. 최종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사가 그런 환경을 나는 조

금 내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바꿔놓고 떠나고 바꿔

놓고 떠나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바꿔놓고 떠나고 이렇게 해야 탁구대가 1대씩 1대씩 

늘어서 딱 몇 대가 되면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 여기서는 

좀 많이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④ 사명감(체육교사는� 학교의� 기둥)

  사명감이란,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존재하는� 매� 순간� 속에서� 체육에� 대한�
사명감을� 지녀야� 함을� 말한다. ‘체육교사는� 학교의� 기둥’이라는� 문구처럼�
체육교사가� 자신의� 존재를� 매개로� 하여� 체육이라는� 교과가� 학교에서� 학생
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는� 것은� 중요했다. 
체육교사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체육
교과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
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체육교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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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의� [기준� 1]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건전한� 인성과� 교직사명감을� 갖
는다.”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은� 사명감과�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기준
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전국에서 나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 교사가 있을까? 나는 그

거를 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 사실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아 진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정말 내 모든 걸 태워가

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 나는 항상 진짜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중략)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뭐 하는 모든 일이 다 떳떳해 누가 말을 해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 (중략) 나는 힘들 때 좀 이렇게 맨 나는 그동안 쭉 교직

생활하면서 아 좀 쉬고 싶다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간절하게 되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부분

들이 있어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되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컸고. 초임 

때는 진짜 열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초임 때.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 뵙는 체육선생님들도 사실 초임

교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명감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인성� 교
사의� 경우� 체육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재미나�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이� 제공하는� 재
미와� 즐거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체육에� 대한� 사명감이� 스며든�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슬기� 교사의� 경우� 보다� 더� 구체적인�
차원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체육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체육이 만약에 학교에 없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즐거움을 이 학교생활의 즐

거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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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육교사로서 이게 여학생들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가능하면 여학생들을 어떻게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움직여 보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한다는 거. 그리고 업무적으

로는 체육 행사나 이런 거를 기획할 때 뭔가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하고 조금 더 재밌

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잘하는 건 아

니지만, 나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다.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몇몇� 교사들은� 이렇게� 쌓여나간� 체육에� 대한� 사명감을� 경력이� 일정� 기
간� 이상� 흐른� 후에� 승진이나� 장학사� 등의� 다른� 진로를� 통해� 펼쳐내고자�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몇몇� 교사들은� 그것을� 온전히� 체육교사
로서� 발휘하고자�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조신의� 교사는� 이에� 대
해� 몇몇� 체육교사들이� 전문직이나� 승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또한� 의
미가� 있지만, 자신은�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로� 끝까지� 머물면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며� 체육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펼쳐내는� 길을� 택했다고� 했
다. 전해법� 교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체육교사
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통해� 스스로
가� 지니고� 있는� 사명감과� 신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자� 했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전문직으로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가고 싶

은 생각도 없어요. 연구, 박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오래 하는 게 저는 이게 퇴직하

고도 치킨이나 등산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중략)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에. 다른 분들은 많이 변화 안 할 거예요 다른 전문직들은요. 생각보다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게 빠르고 교육이 되게 빠른 

시일 안에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선생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

런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살아남는데. (중략) 내가 계속 학교를 변화시키고 나

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변화의 트렌드에 빨리 적응 발을 담그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는 결국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지면 학생

들이 결국 나중에 생활체육이나 어떤 체육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 텐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교사가 굉장히 자기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이어야 해. 나야 나는 이미 초임 때부터 

교장, 교감의 뜻이 없었고 나는 교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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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전문직이나� 승진과� 같은� 다른� 진로로� 나아가려는� 다른� 체육교
사들도� 체육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유명� 교사의� 경우� 승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승진� 이후에는�
체육교사로서의� 공헌은�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교사로서� 존재하는� 동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사명감을� 지니고�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관리자가� 된� 이후에도� 간
접적으로는� 체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지니고� 있었다.

우선은 체육교사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도 어떤 관리자로서의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선 지금 당연히 뭔가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메꾸고 그다음

의 역할로 넘어가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때 정도는 그래도 내가 그전에 하던 것들을 뭔가 그래도 어 세탁을 좀 신분 세탁을 좀 

하고 다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 

못 다했던 그런 것들은 해보고는 넘어가고 싶다.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이상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그� 하위요소들을� 능정체
성, 지정체성, 심정체성의� 세� ‘자질차원’에서� 각각� 수업, 학생, 행정의� 세�
‘직무영역’으로� 나누어� 총� 28개의�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내용에� 대
한� 이해를� 위해� 종합적인� 도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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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향(철학)의� 모습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들은� 비록� 똑같은� 요소
일지라도� 각각의� 체육교사가� 지닌� 지향(철학)에� 따라서� 그� 폭과� 깊이가� 달
라지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향(철학)은� 체육교사가� 생각하고� 바라
보고� 있는� 체육(스포츠)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었다.
  최의창(2018a)은� 체육(스포츠)의� 모습을� “다대고� 스포츠(르까프� 스포츠, 
Le CAF sport)”와� “진선미� 스포츠(아레테� 스포츠, Arete sport)”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다대고� 스포츠는� 기능적� 측면(능력)의� 숙
달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스포츠를� 뜻한다. 다대고� 스포츠의� 목표는�
스포츠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수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와
의� 경쟁� 과정에서� 이기고� 우승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며� 경기� 능력의� 향상
이� 최우선인� 스포츠이다. 그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라는� 뜻을� 지
닌� 르까프� 스포츠를� “다대고� 스포츠”(多大高 스포츠)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진선미� 스포츠는� 기능적� 측면(능력)과� 더불어� 심성적� 측면(심

표 17.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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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스포츠를� 뜻한다. 진선미� 스
포츠의� 목표는� 기능적� 측면과� 심성적� 측면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와의� 경쟁� 과정� 속에서� 이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탁월함’이라는� 뜻을� 지녔던� ‘아레테’를� 추구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멋진� 시합을� 펼쳐내는� 것이� 최우선인� 스포츠이다. 
그는� <더� 참되게,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라는� 뜻을� 지닌� 아레테� 스포츠
를� “진선미� 스포츠”(眞善美 스포츠)라고� 부른다(최의창, 2018a).
  이렇듯� 체육(스포츠)에는� 다대고� 스포츠와� 진선미� 스포츠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은� 하나의� 실재인� 스포츠(체육)에�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스포츠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대고적
인� 지향점을� 지니든� 진선미적인� 지향점을� 지니든� 둘� 중�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똑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수준과� 방식에� 따라� 달려있다. 이를� 체육교육에� 대입을� 해
본다면� 체육교사가� 다대고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는가� 또는� 진선미적인� 지
향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진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레� 그� 모
습이� 스며들기� 때문에� 체육교사의� 지향(철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체육교사의� 능정체성, 지정체성, 심정체성의� 근
본적으로� 꿰뚫는다고� 할� 수� 있는� 지향(철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
저, 앞서� 언급한� 다대고적� 지향과� 진선미적� 지향이� 두� 양극단에서� 철학(지
향)의� 범위를� 설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범위� 속에서� 체육교사는� ‘체육에�
대한� 사랑’,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의
미� 있는� 가르침’을� 교육� 현장에서� 펼치고자� 했다. 즉, ‘사랑’의� 가치가� 가장�
근본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가르침’이란, 다대고� 스포츠와� 진선미� 스포츠� 사이
의� 스펙트럼에� 따라� 체육교사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요소였다. 예를� 들면, 다대고� 스포츠에� 보다� 더� 가까운� 철학과� 지향을� 지
닌� 체육교사는� 체육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가르침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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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게, 더� 높이’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진선미� 스
포츠에� 보다� 더� 가까운� 철학과� 지향을� 지닌� 체육교사는� 체육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가르침을� ‘더� 참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떠한� 한� 측면에� 완전히� 치우쳐진� 체
육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체육교사의� 지향점이� 다대고와� 진선미의� 스
펙트럼� 상�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
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요소의� 성장과� 발현의� 폭과� 깊이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더� 나아가� 학생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체육교사의� 모습
은� 학생이� 지니게� 되는� 체육(스포츠)에� 대한� 가치에도� 스며들어� 영향을� 주
게� 된다.
  즉, 체육교사는� ‘체육/학생/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르
침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문장에서� ‘의미� 있는’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체육교사들의� 다대고에서� 진선미� 사이의� 지향(철
학)에� 따라� 체육교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첫� 번째, 체육/학생/자신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의미�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향(철학)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사랑

  체육교사는� ‘체육/학생/자신’의� 세� 차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체육교
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교육내용(교과)/학습자/
교사’의� 세�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근�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교
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Didaktik’이라는� 개념은� 이와� 유사
한� 특성을� 지닌다. 이는� 교육�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학교
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 단위인�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내용
(교과) 사이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Amade-Escot, 2006). 이와� 같은� 관
계를� 아래의� <그림� 13>과� 같이� ‘Didaktik Triangle’이라는� 삼각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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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내기도� 한다(Gundem, 2000). 또한, 이� 세� 요소는� ‘3-way’의� 관계
를� 지니고� 있다. ‘3-way 관계’란, 한� 요소가� 나머지� 두�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Didaktik’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체육교사가� 지니게� 되는� 자신
(교사), 학생(학습자), 체육(교육내용, 교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
는� 결국� 교육의� 세� 가지� 최소� 단위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뜻과�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와� 체육교사가� 진정한� 관심을� 지녀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며, 그� 요소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교육이라는�
행위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13. 체육교사 Didaktik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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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체육에� 대한� 사랑

  먼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교육내용(교과)의� 측면인� ‘체육’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학교
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인� 체육에� 대한�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느
끼고� 표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우슬기� 교사는� ‘체육에� 대한� 자긍심’이
라는� 표현으로� 체육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이것이� 근본적인� 철학
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즉, 체육에� 대한� 사랑이� 곧� 체육교사로서�
지니게� 되는� 철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연구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그걸 

고민하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런 측면들.

우슬기 교사

가치나 철학에 가깝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대하는 기본적인 바탕이니까 그게 그것에

서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다 이렇게 우러나는 거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슬기� 교사는� 체육에� 대한� 자긍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체육교사가 바로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

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루는 교과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그 건강이 결국 국가의 건강이다. 미래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긍심.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

고 생각해서 진짜 말 그대로 ‘체육이 학교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몇몇� 체육교사들은� 체육교과가� 신체의� 다채로운� 모습을� 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동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학교가� 보다� 더� 살
아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교과의� 특징을� 체육교사가� 현장에서� 펼쳐내려는� 모습은� 곧� 체육에� 대



- 151 -

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전해법� 교사는� ‘만화경’이라는� 표현을�
통해� 체육교과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었다.

신체의 역동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자 하는 시선이다. 스포츠와 수업시간 신체활동

의 다채로운 변화가 만들어 내는 경이로움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적 몸짓을 

감상하고 수행하는데 주력하는 관점이다. (만화경)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체육교과가 없으면 그 학교는 저는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움직일 수 있

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체육수업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체육교과가�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더� 중
요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통해� 체육에� 대한� 사랑
을� 드러내는� 교사들도� 있었다.

애들이 스포츠를 할 때 애들 스스로가 아 체육 너무 중요해. 스포츠 활동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한 활동이야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끔 만들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기다리게 만드는 거? 체육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 저는 체육이 세상에서 제일 중

요하다고 그러거든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나) 학생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학습자의� 측면인� ‘학생’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체육교사들은� 앞서� 언급한�
체육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철학을� 구성해나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
인성� 교사는�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철학을� 지니고� 체육교
사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즉, 학생에� 대한� 사랑이� 곧� 체육교사로서� 지니게�
되는� 철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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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게 조금 그게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

가 되지 않을까? (중략) 체육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몇몇� 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학생이
라는� 말을� 통해� 학생에� 대한� 사랑이� 체육교사로서� 지니게� 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는 제가 만약에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당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묻

는다면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포인트를 가만히 보면 그거는 

학생인 것 같아.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그런 노력하

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게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

아. 애들이 성장의 요인이 아닐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또한, 권사랑�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롭다는� 느낌을�
받고� 학생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는� 점을� 통해� 학생들과의� 교류가� 중요
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학교를� ‘놀이터’라고� 표현했다.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즐거움이 있어서 스스로 재미있어 하고 그러

다 보니까 학교는 올 때마다 하나의 놀이터? 같은. 얼마나 행복했냐면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방학이 딱 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보고 싶은 거야. 

학교 가고 싶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임용고시를 그 때부터 준비한 거였거든. 너무 

외로운 거야. 집에만 계속 방학동안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하 애들 뭐 하고 

있나 뭐 그런 거 생각도 들고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다.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 자신에� 대한� 사랑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교사의� 측면인� ‘자신’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체육교사들은� 앞서� 언급했던� 체육에� 대
한� 사랑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세상에서�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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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대표적으
로� 박묘미�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체육을� 하는� 것이� ‘제일� 살아있
음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즉,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
로�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체육이라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 다시� 말하자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
리고�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체육교사로서� 지니게� 되는� 철학�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애들이랑 수업하고 활동할 때가 제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살

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비슷한� 맥락에서� 김미소� 교사도�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
간이� 체육교사로서� 학교에서� 우뚝�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하
며,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나는 체육교사로서 별 볼일 없는 내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체육교사로서 존재할 때인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돌이켜 봤을 때 살고 있는 24시간 중에 뭔가 인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체육교사로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 시간이다. 

(중략) 생뚱맞은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철학인 거 같고. 그 정말 헛되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 같

아. 체육교사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거에서 다 비롯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우슬기� 교사의� 경우에도� 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드러났다. 그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업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
고� 평소에도� 죽게� 되더라도� 운동장� 위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등�
스스로의� 정체성이� 체육교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했다.

나는 그냥 힘들 때도 있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땡볕에서 막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왜 

옷 속으로 땀이 막 이렇게 쫙 주르륵 막 흐르잖아? 그때 되게 막 희열 같은 걸 느꼈던 

거 같아. (중략) 내가 옛날부터 약간 좀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딘가에 돌연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운동장에서 죽고 

싶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대. 그래서 너는 그냥 체육교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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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래서 아 내가 그랬구나. 그냥 그게 내 정체성인 거 같아. 그냥 뭐 더 얘기할 거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그 공간에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잖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몇몇�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의� 삶과� 자신의� 삶이� 서서
히� 일치되는�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즉, 체육교사라는� 하나의� 직업이� 단지� 직업
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과� 결부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작은 아주 중요한 가치와 철학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채우지

만, 결국 내 꺼가 되는 거죠.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이게 내 삶과 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체육교사로서 살

아가는 일이 삶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

히 뭐랄까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수업에서 나다움을 찾는 교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이다. 그러한 교사는 습

관에 빠지지 않는다. 수업에서 끊임없이 존재 이유를 찾는 교사는 다른 교사와 비교하

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업을 시도한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2) 의미� 있는� 가르침

  다음으로, 체육교사들은�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에� 두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했던� Didaktik
의� 개념을� 통해� 본다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교육의� 기본적이고� 가장� 최
소� 단위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현장에서�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며�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 등으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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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물론� 교사들마다� 의미� 있는� 가르침에� 대해� 조금씩� 다른� 해
석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것은� 가르치는� 행위�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만약�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체육과� 학생
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가�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면� 체육교육이라는� 행
위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는 생각을 좀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왜 하지? 애들도 이거 시험 왜 보지? 나 이거 왜 가르치지? 어떤 순간에 속 열

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건 왜 하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한 수업이 되게 허무해

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거를 하면서 애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지. 그러니

까 이게 단순한 거여도 내가 애들한테 주려는 게 확실하면 아이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하면 의미 있는 수업이 되는데 왜 하는지를 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면 하고 

나서 그냥 땀만 노동이 되는 거지.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물론�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의미’는� 교사들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적으로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었다. 홍은숙(2011)은� 교직은�
교과를� 매개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전문적인� 직업� 분야라고� 설명한다. 체육
교사도� 마찬가지다. 체육이라는� 교과를� 매개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해법� 교사는� ‘사람이� 변화하면� 세상도� 변한다.’라는� 표현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의� 삶과� 세상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이� 체육교과와� 연결되어� 제시되는� 것이
라고� 했고� 교사는� 그� 속에서� 세상과� 학생� 사이의�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
야� 한다고� 했다.

저는 포부는 거의 똑같아요. 제가 초임 시절이나 지금까지 저는 사람이 변화하면 이 세

상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있거든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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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장에서 학습 자체의 본질이 더 깊이 있고 도전적이며 학생들의 삶과 세상의 중

요한 문제에 연결된 내용으로 변화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사는 세상 속에서 세

상을 읽고 함께하려는 소통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막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운동을 가르쳐준다거나 아니면 학급 내에서 학급 관리를 해주는 것 이렇게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뭔가 다른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

서도 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학생들에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요약해보자면, 의미�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생
각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갖추
어졌다고� 해도� 그�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 즉, 교육을�
하는� 교사는� ‘의미� 있는�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지
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갖추어지면�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도� 체육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다가오게� 된다. Metheny(1968)에� 따르
면, 의미� 있는� 교육(Meaningful Education)은� 개개인이� 경험을� 하고� 그
것에� 관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만
들어진� 의미는� 개인적인� 것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가� 비록�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교사가� 어떤� 의미를� 갖추
고� 있는가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험과� 관여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 관여하는� 과정을� 통
해� 의미가� 생성되지만, 그� 경험과� 경험에� 관여하는� 과정은� 교사가� 제공하
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자연스레� 학생들에게도� 암묵
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앞서� 언급한� 다대고� 스포츠에서� 진선미� 스포츠� 사이의�
범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체육교육의� 핵심은� 스포츠를� 통해�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능력)의� 숙달을� 위
한� 다대고� 스포츠와� 기능적� 측면(능력)과� 더불어� 심성적� 측면(심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진선미� 스포츠� 사이에서� 체육교사가� 어
떤� 지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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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향(철학)에� 따른� 차이

  체육교사가� 다대고� 스포츠에� 가까운� 지향을� 지니는가� 또는� 진선미� 스포
츠에� 가까운� 지향을� 지니는가에� 따른� 차이점을�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 구분
하는� 것은� 어렵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들의� 차원에서� 바라보
아도� 명확하게� 다대고는� 어떤� 측면이고, 진선미는� 어떤� 측면이다라고� 차이
점을� 살펴보는� 것� 또한� 힘들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점은� 다대고� 스포
츠의� 측면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체육교사에� 비해� 진선미� 스포츠의� 측면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체육교사가� 체육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총
체적이고� 심층적인�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
론� 앞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들� 중에서� 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의� 확장과� 더불어� 같은� 영
역에서도� 더욱� 깊숙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체육교사들은� 지향점이� 기능적� 측면인� 다대고� 스포츠� 지향이냐�
기능적� 측면과� 심성적� 측면� 모두인� 진선미� 스포츠� 지향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때까지� 운동선
수를� 했던� 조진리� 교사의� 경우� 엘리트(전문) 체육과� 학교� 체육을� 모두� 겪
으며� 얻었던� 깨달음을� 통해� 점차� 진선미� 스포츠�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었
다. 그리고� 이는� 그가� 스포츠� 자체의� 목적과� 스포츠가� 지닌� 내적인� 가치들
을� 보다� 더� 추구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더욱� 깊숙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엘리트 체육과는 달리 기법적 측면보다도 즐거움과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스포츠 

참여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중략) 

체력수준이나 운동기술 수준이 우선이 되기보다, 스포츠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스포츠

가 가진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사를 꿈꾸었음.

(조진리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저는 이전에 학생 선수 출신이었는데 옛날에는 1등이 목표인 삶을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로 저는 사실 기

능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체육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아 이런 신체활동도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건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해낼 수 있고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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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아이들 자체적인 스스로의 삶에도 제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 뭔가 체육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되게 보람과 소명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이와� 유사하게� 초임� 때는� 다대고� 스포츠� 지향을� 지니고� 있었던� 체육교
사들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진선미� 스포츠� 지향으로� 철학
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김미소� 교사의� 경우� 초임� 때는� 신체적�
기량의� 성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학생들
의� 태도나� 내면의� 성장과� 같은� 측면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능정체성에� 대한� 강조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정체성과� 심정체성
으로까지� 정체성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
화는� 신체적� 기량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다대고� 스포츠� 지향에서� 점차�
학생들의� 태도나� 내면의�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진선미� 스포츠� 지향
으로� 옮겨가는� 모습에� 따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다대고� 스포츠� 지
향에� 비해� 진선미� 스포츠� 지향을� 지닐수록� 전문직� 정체성을� 더욱� 넓고� 깊
은� 차원으로� 총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체육시간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초임 때는 주로 신체적 기량 발휘, 평가하게 될 내용을 

숙달시켜서 A를 받게 하는 차원에 많이 머물러있었던 것 같다. 열심히 땀내서 운동하면 

굿이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정의적 영역,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등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지만, 약간...은 형식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더 확장시켜서 말을 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아이들의 태도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수업시간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다.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고,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도

록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좀 달라졌다.

(김미소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신의� 교사는� 학교� 운동부의�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체육교사들이� 진선미� 스포츠� 지향을� 추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장을� 둘러싼� 맥락들이� 다대고� 스포츠� 지향의� 영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능� 잘하기, 좋은� 성적� 내기� 등� 다대고� 스포츠가� 지향하는� 전형적
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스포츠의� 더� 넓은� 가치와� 내용을�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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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즉, 다대고� 스포츠� 지향의� 영향을� 받은� 체육교사
는� 상대적으로� 더� 좁은� 영역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대고가 너무 지나치다 운동부 하면서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진선미로 바꾸자. 그

러니까 계속 사고 터지고 막 메달. 이게 잊혀질만하면 올림픽이 열려요 올림픽이 다대

고잖아요. 와 금메달이 역시 최고야. 그러다가 1년 살짝 지나면 또 되돌아오고. 우리는 

태릉 진천 선수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중략) 우리 학교 

운동부가 한 지금 15명? 빙상, 볼링. 그런 걸 보면서 열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거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다대고야. 다대고를 원해. 메달 점수를 원해. 진짜로 좀 없애버

리고 싶은.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의� 역할은� 단지�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교
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기술만을� 가르치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것을� 둘러싼� 총체적
인� 맥락과� 가치� 등� 모든� 능� · 지� · 심의� 요소들을� 아울러서� 교육하는� 역할
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생활체육� 등에서도� 능� · 지� · 심의� 요소들을�
아울러서� 코치해야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특히� 체육교육의� 경우
에는� 이를� 더욱� 강조해야만� 했다. 전해법� 교사는� 프로의� 가르침과� 체육교
사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자신의� 느낀� 바를� 설명한다.

저는 프로가 가르치는 것과 체육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깊

이의 측면. 프로는 물론 아 선생님 뭐 힙턴을 해야 돼요. 코킹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

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이게 잘 안 되지. 그럼 이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레슨 프로들은 우리 교육받는 우리에게 한 번도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아요. 이

게 안 되네요. 이게 아니라. 지적질만 하죠. 이건 저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들의� 집단인� 체육교사공동체의� 차원에서� 바라보았
을� 때, 다대고� 스포츠� 지향과� 진선미� 스포츠� 지향의�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홍축복� 교사의� 경우에는� 체육교사공동체에서� 흔히들� ‘수업을� 멋들어
지게� 하는� 것’이� 체육수업을� 잘한다는� 것의� 잣대라고� 하며� 현실� 속�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체육수업을� 바라보았을� 때� ‘스킬’의� 측면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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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현장에서�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을� 하는� 현실을� 꼬집어내었고, 체육
수업이� 학생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체육교사공동체들에서 수업을 잘한다의 기준을 거의 수업을 멋들어지게 해서 이제 어떤 

이론에 있는 뭘 넣고 넣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 요거를 추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라쇼라든가 어떤 곳에 가서 수업 사례 발표를 보면 다 이제 우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내가 가져다 쓰고 싶지 않을까 했더니 그

냥 겉으로 스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이상으로� 체육교사들이� 지니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내용들을� 능정체
성, 지정체성, 심정체성의� ‘자질차원’에서� 각각� 수업, 학생, 행정의� ‘직무영
역’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지향(철학)에� 대
해� 알아보고� 지향(철학)의� 차이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모습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적인� 도식으
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림� 14>의� 모습과� 같다.
  본� 장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그� 철학에� 대해� 다루었지만, 전문
직� 정체성의� 모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체적인� 요인들과� 그것이� 퇴화, 정
체, 성장을� 하는�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
체성의� 모습을� 만들도록�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결과
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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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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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

  체육교사가� 보다� 더� 총체적으로� 성숙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에는� 전문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nn(2011)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지엽적이고� 시험적이
었던� 개인의� 전문적� 공동체로의� 참여는� 점점� 더�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완전한� 참여로� 변화해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은� 전문적�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과� 서로� 일치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며, 이는� 곧�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은� 전문적� 실천공동체에� 대한� 주변적� 참여에서� 완전한� 참여로� 이동하
며, 그� 기간� 동안� 전문적�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Lave & Wenger, 1991). 체육교사� 또한� 마찬가
지이다. 처음에는� 주변인에서� 시작해서� 점차� 체육교사공동체의� 가치와� 신
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점점� 체육교사답
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이렇듯�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는�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프레임워크를� 분석틀로� 사용할�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이는� 1970년대에� Bronfenbrenner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정되었다. 이러한� 관점
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형이� 바로�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o-ecological 
model)이다(Bronfenbrenner, 1979).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총� 네� 가지의� 층위로� 구성이� 된다. 첫째, 미시체계
(Micro system)는� 개개인이� 속한� 가장� 직접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둘째, 중간체계(Meso system)는� 두� 개� 이상의� 미
시체계들이� 지니게� 되는� 관계나� 상호작용을� 말한다. 셋째, 외(부)체계(Exo 
system)는� 개개인이� 해당� 환경의� 적극적인� 참여자는� 아니지만, 그�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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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넷째, 거시체계(Macro 
system)는� 행동유형, 신념, 관습� 등� 개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적� 환
경을� 말한다(Bukatko & Daehler, 1998).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밑바탕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구성요소들이� 서
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전체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전체의� 특성과� 기능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
용을� 보다�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Howe, 2009).
  이를� 토대로� O’Conner et al.(2012)은� 체육교육이라는� 영역� 내에서� 존
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다층적인� 요인들의� 복잡성을� 사회생태학적� 모형으
로� 정리하여�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 내� 요
소(Intrapersonal)에는� 유전적� 요인, 체화된� 지식, 동기, 태도� 등의� 요인
을� 포함한다. 개인� 간� 요소(Interpersonal)에는� 문화, 규범, 주변의� 지원�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맥락적� 요소(Context)는�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 등
의� 요인을� 포함한다. 환경, 정책, 기질적� 요소(Environment, Policy and 
Ethos)는� 국가교육과정, 접근성과� 평등, 시설, 자연/인공적� 환경� 등의� 요
인을� 포함한다. 비록� 이는� 체육교육을� 하는� 환경에� 초점을� 두어� 만들어진�
사회생태학적� 모형이기� 때문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는� 그� 초점
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체육교육의� 맥락을� 기초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과� 접점이� 있을� 것이며, 앞서� 언급한� 사회생태학적� 모형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할� 네� 가지의� 층위를� 구성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개인� 내� 요인(개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 개인�
간� 요인(개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또� 다른� 개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
나는� 요인들), 조직적� 요인(개개인을� 둘러싼� 조직적� 환경� 속에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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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들), 그리고� 사회� 및� 정책적� 요인(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그� 속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요인들)이라는� 네� 가지� 층위를� 바탕
으로� 다층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체육교사
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각각� 어떻게� 퇴화, 정체� 그리고�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퇴화’라고� 함은� 체육교사가� 전문
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방해나�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의� 영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체’라고� 함은� 체육교사가�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현� 상황에� 머무르고� 안주하게� 되는� 요인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장’이라고� 함은� 체육교사가�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
는데� 있어� 촉진제나� 디딤돌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종합적으로� 체육교사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들을� 갖추
어나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5. 체육교육에서의 사회생태학적 모형(O’Conner et al., 2012)



- 165 -

  가. 개인� 내� 요인

  개인� 내� 요인이란, 체육교사� 개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로서� 교
사의� 가치관, 철학, 태도, 지식� 등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 내� 요인으로� ‘① 꾸준한� 공부’, 
‘② 성찰과� 반성’, ‘③ 에너지와� 열정� 관리’, ‘④ 결혼과� 육아’의� 네� 가지� 요
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1) 꾸준한� 공부� (성장)

  체육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공부의�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으로� 나와서� 체육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꾸
준한�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된다(손봉호� 등, 2001; 신득렬, 2002). 예비교사
교육에서� 학습한� 교육적� 이론들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은� 분명히�
괴리가� 존재할� 것이며(허영주, 2007), 아무리� 훌륭한� 예비교사교육을� 받은�
체육교사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교사가� 교육을� 받던� 시기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과� 마주치기� 때문이다(김대진, 2009).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육교사들은�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퇴화나� 정체를�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경험과� 요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항해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더욱� 가꿔나갈� 수� 있었다.

계속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 같아. 기술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교육관을 갖고 덤비는 그런 나쁜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

는데 기술 지식이 없이 태도 하나로만 살아간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너무 

그냥 순진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비교육적인 요구를 하거나 잘못된 사랑으로 

자기 아이만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되게 냉소적으로 많이 변하고 계신 아니면 

많이 퇴화하신 그런 동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나 역시 동화되지 않으려면 

계속 기술이나 지식들 계속 쌓아 나가야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그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꾸준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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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밖의�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활동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성장
하지� 못하고� 정체, 더� 나아가서� 퇴화를� 지속하게� 되는� 체육교사가� 되는� 것
이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작년 거 그대로 붙여 쓴다든가 뭐 운동하는 것만 넣자 이

런 식으로 하면은 정체나 퇴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화랑 정체가 어

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다른 선생님들은 점점 발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

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게 정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퇴화가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꾸준한� 공부와� 글쓰기� 등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체육교사들은� 정체나�
퇴화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른� 체육교사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쌓아서� 지니게� 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
대적으로� 정체나� 퇴화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전문직� 정체성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체육교사들은� 모두�
꾸준한� 공부와� 글쓰기� 등의� 활동들에� 지속적으로� 몸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공부와� 글쓰기의� 과정은� 크게�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그리
고� 무형식적� 학습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Coombs(1989)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형
식적� 학습이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와� 같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등급
이� 매겨진� 교육� 시스템을� 통한� 학습을� 말한다. 다음으로, 비형식적� 학습이
란, 학교와� 같은� 공식� 교육� 시스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별도로� 운영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무형식적� 학습이란, 모든� 개개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가족이나�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상적� 경험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교사들은� 대학
원, 독서� 등을� 통한� 공부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꾸준히� 세� 종류의� 학습을�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학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학습의� 유형� 중� 형식적� 학습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체육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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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다방면에서� 교사들의� 시야를� 한�
차원� 더� 넓혀주는� 차원과� 더불어� 체육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권사랑� 교사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의� 경험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성장의� 발판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교사들과� 만날� 기회� 또한� 가지게�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알

게 되고 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영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현직에 와서 교사학습

공동체 분임 대표를 하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지. 나의 이렇게 교직 

생활에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후배들 많이 알게 되고. 초등 선생님도 알게 되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다양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개개인의� 모습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다
가오기도� 했다. 혼자만의� 갇힌�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장을� 하다� 점차�
식어서� 정체로� 나아갔겠지만, 다양한� 만남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매너리즘
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만약에 제가 교육대학원에 가지 않거나 또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정

체돼서 아마 지금처럼 수업을 하지 못했겠죠. 수업의 세상이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

무르다가 어느 순간 수업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열정을 그대로 식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같은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제가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세상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세계를 넓힌 거죠. 그것이 정체되

지 않고 아니면 퇴화하지 않고 다시 열정에 뭔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

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갇히지 않은 게 제가 열정이 그대로 식지 않

고 계속적으로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또한,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더욱� 넓은� 안목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체육교육에� 대해� 더욱� 넓은� 시야와� 안목을� 지니게� 된� 체
육교사들은� 자연스레�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체육
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성장을� 이룬�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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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가면 아무래도 보다 이거는 확실히 뭔가 대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역량은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시야의 차이가 있겠지. 시야. 어쩔 수 없는 안

목. 안목의 차이는 좀 더 넓어진다. 가야 된다. 내가 내면화시키면서 내실을 찾는 데 있

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그렇지만� 단순히� 넓은� 시야와� 안목을� 지니게�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
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변모시킬�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오성� 교사의� 경우�
체육교육에� 대해�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대
학원에서의� 경험은� 체육교육에서� 인문적� 요소� 등� 기능적인� 부분� 외의� 다양
한�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스
스로의� 체육교육의� 방향성에도� 점차� 영향을� 주었다.

대학원을 다녔던 시기? 그래서 조금 다른 체육 그 전문적인 요소가 이제 트렌드가 바

뀌었을 흐름에서 그런 걸 접하고 나서 아 체육적으로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

런 아이들한테 인문적인 요소나 성격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생각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서적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얻었을 때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통해� 체육교사들은� 수많은� 성장의� 발판들을� 경험하
고�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장의� 계기들은� 쉽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
었다. 많은� 체육교사들은� 대학원에서의� 생활과� 체육교사로서의� 생활을� 동
시에� 살아가야했기� 때문에� 힘든� 점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대학원에� 대한�
집중은� 곧� 학교에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생을� 요구했다. 구체
적으로� 조진리� 교사의� 경우� 대학원에서의� 삶이� 학교에서� 교사로서는� ‘반만�
성공’이라고� 하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이� 힘듦을� 설명했다.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나는 교사로서 성장하러 갔어요.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으로서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뭔

가 교사로서는 반만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할까나. 왜냐하면 공부는 할 수 있었는데 수

업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절반의 목표만 이룰 수밖

에 없는 석사과정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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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학원에 온 거가 어쨌든 간 나의 어떤 교사로서 전문성을 조금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신장시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근데 대학원 말고는 교사로서 말 그대로 진짜 독서

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교직에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읽거나 아니면 막 수업을 어쨌든 수

업 말고더라도 대학원 말고는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한테 미안

한 것도 되게 큰 것 같고.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형식적� 학습과� 더불어� 체육교사들은� 스스로� 독서� 등을� 통해�
공부하거나�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 배움을� 해나가는� 무형식적� 학습� 또한� 실
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식적� 학습은� 체육교사
들의�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체육교사들은� 독서
와�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

하다. 그거에 완전히 꽂혔던 것 같아. 나는 엄청 냉소적이고 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항상 남탓 학교탓 환경탓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전에 있던 학교가 

좀 힘든 학교이긴 했어. 그래서 점점 내가 냉소적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 때 

읽었던 책, 수업, 그리고 그런 철학가들 얘기를 듣고 읽어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상황

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 또 나는 글 쓰는 거는 좋아하니까 이제 좀 

글을 써야겠다 이 생각은 요새 하고 있어.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보다� 구체적으로� 우슬기� 교사의� 경우� 막막했던� 초임교사� 때의� 현실� 속
에서� 스스로에게� 울림을� 주었던�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서� 체육교사로서� 제
대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힘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그�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 보다� 더� 넓은� 정보의�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는� 체육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체육 관련 책을 구입해 읽고('체육교사로 일하며 성장하기') 영감을 많이 얻었고 '체육교

육' 정기간행물을 알게 되어 수업 자료를 수집함.

(우슬기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뭔가 이게 시작 스타트를 하게 해준 책. 이제 이 내용 안에 체육교사로 일하며 성장하

기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실기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그다음에 인제 그러니

까 조직 안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기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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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겠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약간 안내 역할을 해줬던 되게 고마운 

책이지. (중략) 여기 부록에 보니까 이제 체육교육지 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어떻

게 하다가 보니까 이병준이라는 선생님이 이 옛날 자료 과거에 이미 발행됐던 자료. 나

는 이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니까. 찾아가서 이전 자료들을 받아서 제본을 했지.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독서는�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한� 권에서� 담아내서� 초임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마주하
는� 다양한� 학생들을� 한명한명� 모두�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지
도하기� 위해서� 독서가� 필요했다. 체육교사들은� 독서를� 통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갖출� 수� 있었다.

우리가 교사로 살아가려면 다양한 일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생명체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 경험은 굉장히 한정적이야. 책을 본다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를 읽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이걸 가지

고 있어야만 비로소 아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각각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좀 더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많은� 책들이� 체육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을�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 때로는� 체육교사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스승이나� 주변인들의� 존재가� 필요하기도� 했다. 전해법�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다녔을� 때� 교수님들께서� 추천해주신� 책을�
통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체육교
육과� 교육의� 현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교육대학원에 가서 제가 아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추천해 

준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교육의 문제 교육이라는 것 굉장

히 아 좁은 협습 의미의 교육이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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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의� 의미는� 단순히� 체육교사로서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끝
나는� 것은� 아니었다. 체육교사가� 교육관련� 도서들과�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서적들을� 함께� 보게� 된다면� 체육교사로서의� 내면과�
철학을� 채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특히� 그것은� 인문학� 도서
들을� 통해�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손에서 책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관심 있게 끊임없이 이렇게 교사이기 때문

에 교육 관련 책도 인문학 서적도 저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한

다면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신념과 열정들이 계속 식지 않고 유지되면서 교사로 살아

가는 어떤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이렇듯� 독서는� 가장� 많이�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이외에� 다른� 사
례들도� 존재했다. 체육교사들은� 수업자료� 개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
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자신� 교사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수업자료� 개발과� 체조� 지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스스로� 꾸준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수업자료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인 만

큼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체조) 자격증을 취득하여 모교 체조부를 코치로서 지도하고 있습

니다. 전문체육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조 지도법을 고민해보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자신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2) 성찰과� 반성� (성장)

  성찰과� 반성에� 대한� 중요성은 Schön(1983)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논의
가� 기반이� 되었다(서경혜, 2005; 조덕주, 2009). 특히� 교사교육에서� 성찰
과� 반성을� 중요시한� 반성적� 접근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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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찰능력을� 강조한다. 이처럼� 반성적� 전문성을� 지닌� 교사는� 이론적� 지
식을� 통해� 교육을� 해나가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며, 현장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안목을� 함께� 결합하여� 실천적� 지식을� 창출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조덕주, 2009; Lawson, 1990). 즉, 자신의� 교육활동이� 일어나
는� 순간은� 물론� 끝난� 뒤에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능력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되는� 것이다(Lawson, 
1990). 그렇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을� 한다는� 것은� 체육교사들에게� 큰� 영향
을� 주고� 있었다. 특히� 성찰과� 반성의� 과정은� 체육교사들이� 스스로의� 전문
직� 정체성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성찰이 베이스가 되겠죠.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 그러니까 

약간 의지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철학에 기반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게 무

엇인지, 철학, 그리고 그거를 발휘해야겠다는 마음가짐, 의지.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반면, 성찰과� 반성의� 과정이� 없다면� 체육교사들은� 정체할� 것이고� 더� 나
아가� 퇴화의� 모습까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퇴화 이런 거는 그냥 만약에 내 스스로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퇴화될 것 같은데.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성찰과� 반성의� 부재에� 따른� 결과는� 더욱� 더� 견고한� 정체와� 퇴화
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대개� 체육교사들은� 초임교사의� 시기에� 적응을� 하며�
자신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은�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
지만,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어� 스스로� 지닌� 것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
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홍축복� 교사의� 경우� 체육교사라는� 역할에�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것이� 서서히� 자만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과� 반성을� 통해� 발견했다.

일단 제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부족함이 점점 느껴져요. 처음에는 되게 자

신감이 넘쳤는데 못할 게 없었고 뭔가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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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사로서�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지속적인� 정체와� 퇴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초임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삶에� 적당히� 적응을� 하면서�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더� 노력할� 필요성을� 잊거나� 잃게� 되고� 지금�
지닌� 것으로� 남은�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는� 정체와� 퇴화의� 시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는� 특히� 성찰과� 반성
의� 부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한유명� 교사는� ‘유려한� 합리
화’라는� 표현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서서히� 성장을� 멈추고� 정체와� 퇴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한 4~5년 되면 뭔가가 이제 어줍지 않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쯤에는 자

기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니까 4~5년 정도 되면 학교에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요? 그리고 나도 이미 사람들이 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교사학습공동체 잘 안 해서 문제 될 게 있

나?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근데 아무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훨씬 더. 그걸 깨기는 쉽지 않지. 정체

와 퇴화의 복합체.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다양한 상황에서 찾아내었던 유려한 합리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자유자재로 합

리화 시키며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같다. 결국, 나 자신과의 다양한 합의라고 보는데,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과정의 노력이 많았다는 포만감에서 이제 좀 줄여도 중간은 할 

수 있다는 방식의 합리화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렇게� 성찰과� 반성의� 과정은� 교사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고�
이�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성찰과� 반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었다. 성찰과� 반성을� 위한� 과정은�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
고� 교사�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
로� 김미소� 교사는�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언제나� 정체나� 퇴화를�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
찰과� 반성을� 위한� 계기나�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람만 필요하면 안 되고 사람과 함께 내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중략) 하여튼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건 역시나 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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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정체하거나 퇴화가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성찰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충만하면 성장하게 되는 국면이 오는 것 같고. (중략)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성찰하고 뭔가 좀 도전하려고 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가 좀 습

관화가 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은� 성찰과� 반성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글쓰기’를� 언급했
다. 그것이� 일기를� 쓰는� 것이든� 책을� 쓰는� 것이든� 다양한� 방법의� 글쓰기가�
있겠지만, 글쓰기의� 과정은� 체육교사들의�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촉진시키
는� 역할을� 했다. 체육교사들은�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겪은� 체육교
사로서의� 경험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전해법� 교사는� 수업일지를� 꾸준히� 작
성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성
찰하고� 반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글쓰기 해야 돼요 글쓰기. 그들은 글을 써요. 그리고 일기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거죠. 반성적 교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그 뭔가를 한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거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 거르지 않고 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

겠지만, 이건 한번 정제된 이후에 왜 선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뭐가 됐

든 그거는 분명히 다른 거 같아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수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것인가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고 저한테 

묻고 선배한테 물었을 때 선배가 수업을 기록해라. 너의 수업을 기록해라. 제가 이걸 

32년 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의 나의 모습을 제가 끊임없이 살폈다

는 거죠. (중략) 거기에도 특히 신경 써서 기록하는 것은 내가 학생들과 만나면서 나에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일

들이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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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와� 열정� 관리� (성장)

  우리는� 흔히� “내� 몸이� 열� 개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일이� 너무� 많
거나�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을� 때� 종종� 쓰곤� 한다. 이는� 체육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허
용된� 에너지의� 총량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라� 함은� 신체적/생물학적� 에너
지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심리적� 에너지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육
교사로서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이� 에너지와� 열정�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
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에너지와� 열정을� 서
서히� 잃어가는� 체육교사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체, 심하면� 퇴화까지
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체하는 거는 뭐 제가 노력하기를 그만두면 되겠죠. 그거는 아마 삶이 바빠지면 노력

을 그만두고 노력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김미소� 교사는� 에너지와� 열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에
너지와� 열정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성장의� 디딤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정체와� 퇴화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 부족한 거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에너지가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큼인지를 내가 대략 아니까. 이거

를 길게 가져가야하잖아. 학기 1학기와 2학기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를 또 내가 뭐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학급 일도 해야 되고 업무 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딱 적정선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게 있어

서 내가 봤을 때 수업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현재 각 

배우고 있는 종목에 더 많이 몰입되길 원하고 (중략) 근데 에너지가 안 돼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진짜 내가 더 의지가 강하다면 벌써 스

포츠클럽데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머릿속에만 

있고 아직 그런 게 실제로 실천이 안 되어 있는 거?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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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열정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체육교사들에게� 중요했다. 먼저, 신체적� 에너지의� 측면에서� 체육교사
들은� 자신의� 체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마주한�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
리고� 그것을� 노련함으로� 극복해나가고자� 했던�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퇴화는 뭐냐면 이거는 나도 참 고민이 내가 6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 이게 나오는 열정이나 나도 건강이 조금씩 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 

병이 있는 건 아닌데 10시까지 9시까지 뭔가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체력이 그게 신기하

게 그게 생기더라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쳐나지는 않아. 신체적인 에너지. 마음은 열

정은 넘쳐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관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극복을 

하는 거야 나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런 쪽. 그런데 그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퇴화가 되고 있지.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정신적� 에너지의� 측면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갈등� 등� 학교에서� 부정적인� 상
황들을� 겪으며� 지치게� 되었고� 점점�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나는 힘들 때 좀 이렇게 맨 나는 그동안 쭉 교직생활하면서 아 좀 쉬고 싶다 대충 해

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말로만 그렇게 얘기했

지 진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대신에 이제 하다 보면 뭔가 

나도 한계점을 내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 아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자꾸 학교에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같은 사

람들하고 부딪치고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지치더라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학교 조직 내 다양한 갈등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

(우슬기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마지막으로� 열정의� 측면에서� 권사랑� 교사는� 학교� 동료교사들의� 모습을�
예시로� 설명해주었다. 많은� 체육교사들이� 초임� 시절에� 열정적인� 체육교사
로� 살아가다가� 점차� 열정이� 식어서� 정체나� 퇴화의� 과정을� 겪곤� 한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열정을� 지닌� 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직� 구조는� 교사들의� 열정을� 식히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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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체육선생님들이 35년 다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소

연을 많이 해. 근데 그분들 대충 하거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년 차까지는 굉장

히 열심히 생활하셨더라고. 고3 담임도 하고 대학 보내고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 교사 축에 속하니까 그분들이 나를 좀 힘을 빼라 대충해라. 이렇게 왜 그

런 말을 할까 계속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년 차 돼서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교직생활에 내가 진짜 막 열정을 바쳐서 맨날 

애들을 10시까지 야자시키고 학습지도 시키고 그리고 서울대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남는 게 없고 내 자신을 돌봐야지 왜 내가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업 열심히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교직 구조.

(권사랑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처럼�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생애동안� 에너지와� 열정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교사들은�
자신만의� 방법이나� 생각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먼저, 전해법� 교사의� 경
우� 앞서� 언급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로� 에너지가� 고갈된�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자율� 연수� 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
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고갈된� 에너지와� 열정을� 보충하고� 체육교사로서� 남
은� 교직� 생활을� 보다� 더� 알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유명� 교사는� 자신의� 아쉬웠던� 경험을� 토대로� 체육교사로서� 지닌� 에너지와�
열정을� 발산하는� 과정을� 더�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인정받고� 촉망받는� 체육교사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주변의� 관심은� 그에게�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자질을� 충분히� 저축
하기도� 전에� 소비부터� 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즉, 에너지와� 열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무기력할 때도 내가 다가가서 좀 더 지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쳐 있으니까 그래 제가 하기 싫어하는구나. 아 그럼 나도 오늘은 

좀 지쳐있으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오늘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참 문제이구나 교사 개인이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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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고 생각할 때 가르침과 별개로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문제는 열외시키고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좀 더 다가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제가 이제 32년 쭉 달려왔잖아요. 올해 이제 2학기에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사

실 그런 거예요. 32년 제가 치열하게 아이들을 교육의 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더니 어

느 순간 내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실현해 봤

잖아요. 실현해 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정체기처럼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사로서 지금의 단계가 내가 이제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

략) 그래서 아 이제 이 오랜 세월이 나를 이렇게 지탱해왔는데 이 6개월 좀 저는 안식

년을 하면서 제가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보면서 나를 재충전해야

지 나머지 6년을 좀 더 교사로서 더 그 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사그

라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그거를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뭔가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물론 이렇게 그런 좋은 경험이 그리고 결국 분산이겠구나.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면서 내실을 다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한 10년 15년 넘어

갈 때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목도 받고 그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게 

쭉 갈 텐데. 분산. 그것도 좋은 표현이겠다. 뭔가 이 그게 너무 소비의 시간과 저축의 

시간이 너무 동일한 시점에 젊을 때. 저축해놓고 그러고 나서 소비가 돼야 하는데 저축

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로 인한 어떤 과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4) 결혼과� 육아� (퇴화, 정체)

  결혼과� 출산� 및� 육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결혼과� 육아의� 시기가� 퇴
화� 및� 정체의� 요인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많은� 체육교사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분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장이� 더뎌지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별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비록� 명확하
게� 퇴화인지� 정체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결혼과� 육아라는�
인생에서의� 경험은� 많은�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퇴화와� 정체의� 시기를� 겪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결혼� 이전에는� 해당�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름
을� 알렸던� 한유명� 교사는� 결혼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점차�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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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심지어는� 퇴화까지로� 이어진� 시기를� 겪었던�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제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 그러니까 결혼이겠죠 결혼. 결혼을 그 기점으로 해서 조금

씩 버거워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점점 맡는 역할은 많아지는데 순환이 잘 안 되다 보

니까. (중략) 이제 가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굉장히 프리하게 살다가 나름대

로 좀 시간을 아껴써야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 버겁기 시작을 했

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기가 또 이제 생기니까 이제 또 육아도 해야 되고. 

(중략) 그래서 그런 가정 내 개인적인 역할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나의 그 역할들을 줄여가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중략) 이제 그 안에서 이게 답보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몇몇� 교사들은� 이러한� 결혼과� 육아의� 시기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여자체육교사들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정체성� 자체가� 체육교사보다는� ‘엄마’라는� 역할에� 쏠
리게� 되고� 그에� 따라�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이�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엄마’라는�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
서� 체육교사들은� 내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차원에
서의� 제약까지� 함께� 지니게� 되었다.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체육교사로서�
해야� 하는� 다양한� 교내외의� 활동들에서의� 활동� 폭을� 제한시키는� 영향을� 주
기도� 했다.

여자체육선생님들은 양육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육아가 시작되면 확실히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정체성이 엄마 쪽으로 바로 쏠리게 되는 거 같아서. 그 아이가 좀 몇 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완전 아이한테 완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 아닌 분도 보긴 봤지

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애를 키우고 나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체육교사로서 열심히 수행

하시는 그게 보이는 것 같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혼을 하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경력 단절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웠거든요. (중략)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육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많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계속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을 내 아이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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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남자체육교사들은� 결혼과� 육아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여자체
육교사들에� 비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닌� 교사들도� 있었다. 물론� 결혼
과� 육아라는� 시기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정체나� 퇴화의�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영향이� 남자체육교사들에게는� 조금은� 덜하다는� 것이
었다.

남자 선생님들은 그렇게 경력이 중간에 약간 끊기거나 정체성이 확 바뀌는 거 없이 꾸

준히 이렇게 쭉 가시는 것 같아.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교사로서 정체성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결혼과� 육아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지닌� 교
사도� 있었다. 최근에는� 남자교사들도� 육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육아
휴직� 등을� 통해� 실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과� 육
아에� 따른� 부담이� 점점� 남자체육교사들에게도� 이양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출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자체육교사들만이� 확연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또 요새는 남자 선생님들도 육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출

산.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또 크죠.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결혼과� 육아의� 시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남
자와� 여자체육교사들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걸림돌로서� 작용했다. 하지
만, 결혼과� 육아가� 체육교사로서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홍축복� 교사
는�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히� 열정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물론� 결혼과� 육아
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교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 부
분에서는� 빈자리가� 느껴질� 것이라는� 말을� 통해� 교사로서� 인생의� 모든� 측면
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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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생긴다거나 육아를 하게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이런 쪽에 쏟을 시

간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도 이걸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기는 한

데 저는 그분들이 뭐 하나는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연구와 수

업을 하시면서 과연 집안에 얼마나 쏟으실까. 왜냐면 빈자리니까.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 제시한� 개인� 내� 요인들을� 퇴화, 정체, 성장의� 방향성과� 함께�
정리한다면� <표� 18>의� 모습과� 같다.
표 18. 개인 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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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 간� 요인

  개인� 간� 요인이란, 체육교사� 개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또� 다른� 개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요인들로서� 그� 대상으로는�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가족� 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
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 간� 요인으로� ‘① 롤모델과� 멘토’, ‘② 주변의�
지지와� 인정’, ‘③ 사회적� 관계와� 교류’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1) 롤모델과� 멘토� (성장)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사회화와� 학습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환경과� 더불
어, 롤모델, 멘토�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Brooks, 2018). 
이�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고� 많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Lewin et al., 2019; Vignoles et al., 2011). 그렇기� 때문
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학습자를�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능동적
인� 참여자로� 참여시키고, 학습자가� 여정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상
황을� 꾸준히� 추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직� 정
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롤모델, 멘토� 등이기� 때문
에� 이�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Mann et al., 
2009; Monrouxe, 2010; Skorikov & Vondracek, 2011).
  롤모델(Role-model)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한� 사람을�
하나의� 모범적인� 대상으로�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기� 위해� 그� 사
람의� 행동과� 사고� 등� 다양한�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의미한다(Merton, 
1968). 멘토(Mentor)란, 조직� 내에서� 많은� 경험� 등을� 지니고� 있으며� 멘토
를� 받는� 대상인� 멘티에� 대한� 조언과� 상담� 및� 지도� 등을� 통해� 보다� 멘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Chao et al., 1992). 
체육교사들은� 롤모델을� 보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멘토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적절한� 롤모델과� 멘토가� 없는� 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성장의� 과정이� 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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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이� 정체와� 퇴화의� 영향권에�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롤모델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체육교사들은� 롤모델의� 존재가� 그들
의�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수업이든� 업무든� 인격
이든� 어떠한� 측면에서� 뛰어난� 교사들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교사들은� 평상시에� 다루는�
영역도� 넓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은� 경향이� 있다� 보니� 이와� 같은� 모습을�
동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능력 있는(수업적 측면, 업무적 측면, 인격적 측면 등) 열정적인 교사들을 마주할 때, 나 

또한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조진리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그런 걸 다 하는 분들이 다 체육교사들이거든. 그런 것만 봐도 아 이 체육과에 되게 멋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인

기를 한 번에 받고 그다음에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 자체가 나한테 동력이 된 

거지. (중략) 그니까 교육학에 보면 모델링이라는 게 있잖아.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사람

은 다 그 영웅에 목표가 그렇게 생겨. 영웅. 교사학습공동체든 의사의 세미나에서든 그 

세계의 영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동경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롤모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사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가� 롤모델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중요했다. 구체적으로� 조진리� 교사는� 연수와� 같은� 기회에� 참여하는� 경
험을� 통해� 롤모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사를� 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연수 같은 것을 가끔씩 듣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2년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이나 이

제 체육과 관련 직무연수를 들어보면 거기에 오는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철학과 열정이 교사 연수에서 드러나니까 그런 걸 

보고 ‘오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나도 체육교사로서 저 분들 닮고 싶

다.’ 이런 생각을 롤모델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멘토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체육교사들은� 멘토의� 존재가� 그들
의�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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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는� 각�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선배체육교사들이었다. 비록� 선배체육교
사들의� 성장의� 정도와� 성장의� 단계는� 각각� 상이했지만, 많은� 선배체육교사
들에게는� 본받을�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
서� 전달되고� 전수되었다.

선배교사들한테는 뭐든 배울 게 있습니다. 하물며 예를 들어서 물 먹는 것부터 시작해

서 이거 농담이고 하물며 장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조금 조

금씩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몇몇 선배교사들한테는 당연히 배울 점이 없는 선배교사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선배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멘토에게는� 기술적� 차원과�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서� 내면적
인� 차원에서도� 배워갈� 부분들도� 있었다. 이들은� 멘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스스로를� 더욱� 성숙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즉, 멘토들은�
멘티들의� 능� · 지의� 측면과� 더불어� 심의� 측면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인생을 이제 들어보면서 그래서 저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의 에너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균형감 있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많이 배웠지. (중략) 너

무 스스로를 너무 완벽하게 뭐 이렇게 보지 말자. 너가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이야. 근

데 그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갔던 거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멘토들의� 범위는� 단순히� 학교의� 선배교사와� 주변� 동료교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교사들은� 대학� 시절� 교수님을� 체육교사로서� 살
아가는� 과정� 속에서� 멘토로� 삼기도� 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특성을� 지닌�
멘토들도� 존재할� 것이다. 조신의� 교사는� 대학교� 시절의� 교수님을� 멘토로�
삼아�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 이렇게� 넓어진� 시야를� 통해� 현장에서의� 감각
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현장에서� 길러온�
감각은� 이것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다.

교수님하고 저랑 카톡방에 있어서. 이게 맥을 잘 잡아주세요. 너무 제가 너무 수업적으

로도 가지 않게 너무 철학적으로도 가지 않게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긴 맞구나. 그

러다가도 너무 학교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않게. 제가 뭐 대한민국 뭐 체육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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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체육을 바꿀 수 있는 모

티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너무 작게만 보지 않고 이 교육과정이 우물 안 개구리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크게 보고 봐야 되는구나.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스스로가� 찾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행동으로� 옮기면� 비교적�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롤모델의� 존재와는� 달리, 멘토라는� 존재를� 찾
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다. 권사랑� 교사의� 경우� 초임교사� 시절
에� 멘토의� 존재가� 부재했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
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치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몇몇� 선생님들은� ‘운이� 좋게’ 멘토들이� 존재해서�
스스로가� 초반부터� 어려움� 없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학교에서 그 누구도 수업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선배교사가 없었고 그리고 선

배교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 계셨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도 수업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가르치는 노하우가 너무 없었던 거지. 그러니

까 그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갔던 거 같아. 그냥 방치돼 있었지. (중략) 내가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해가지고 나의 지금 교사의 모양이 어떤 나무의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나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컸는데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동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부장님

도 업무는 안 하시지만, 제가 그때 덕분에 업무를 배웠고. 초임 때부터 배웠고 대신 제

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사했고 그다음 두 번

째 만났던 부장님은 또 엄청 수업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그 선생님들 

덕분에 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열정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많은� 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멘토들을�
적재적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과
정�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말이다. 한유명� 교사는� 이렇게� ‘복
불복’과� 같은� 초임교사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이� ‘함께’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체육교사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활발한� 교류와�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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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다. 선배교사를 잘 만나서. 하지만, 교직사회의 구조적인 문

제가 신규교사를 제대로 이끌 멘토의 유무가 복불복이라는 것이다. 좋은 선배 만나면 

아주 쉽게 좋은 교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며 일하는 공동체가 중요해 보인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2) 주변의� 지지와� 인정� (성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 체육교사들에게도� 이� 속
담은� 적용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는� 지지와� 인정은� 체육교사들
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교류가� 있다
고� 하더라도� 체육교사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것은� 온전한� 성장의�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을� 향
한� 주변인들의� 지지와� 인정은� 중요하게� 작용했다.

선배교사들에게 "잘했어, 힘들지"라는 따뜻한 격려와 "그래 잘할 수 있어"라는 위로의 말

을 절실히 듣고 싶었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주변에서 알아봐주고 이런 게 동기부여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퇴화와 정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소스(Source)지. 좋은 핵심적인 요소.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구체적으로� 권사랑� 교사는� 의사들을�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에게� 있어서도� 주변인들의� 지지와� 인정이� 얼마나� 큰�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었다.

의사들은 그런 사명감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세미

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을 받고 존경심을 받고 그렇게 보

잖아.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어느 한 집단에 이렇게 그런 위치. 존경심을 받고 아 선생

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한마디 이런 걸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일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 안 해. 선생님 아 이거 진짜 어마마마하신 발견을 하시네요. 이거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요. 세미나에선 다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그런 거 아 선생님 박수도 치고 대단하

신 분입니다. 그런 거를 받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

을 살리고 내 후배 의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고 있구나.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 187 -

  주변인들이� 제공하는� 지지와� 인정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더욱� 온전하게�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주변인들은� 단순히� 학교의� 구성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학생, 동료교사, 관리자, 학부모, 가족� 등� 굉
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자존심인지 초심인지 구분은 잘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만큼은 계속 사랑받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함께 생활하는 동료교사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었다. 비록 막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살아남고 싶었다.

(한유명 교사, 현지문서)

  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얻었던� 긍정적인� 피드백
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주변의� 동료체육교사들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을� 통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자신� 교사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힘
을� 얻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체육수업을� 변
화시키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기본적인 구르기 동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도전’의 가치를 강조하며 

매 시간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었는데,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

던 학생들이 떠오름. 체육교사로서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어떤 티칭 스타일

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음.

(조진리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주변 체육선생님들이 뭔가 제가 새로운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응원을 잘 해주시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신다면 성장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중략) 제가 뭔가 영상을 통해서 한다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응원해줄 수 있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수

업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고 그게 제 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동료체육교사들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교사들의�
인정과� 지지�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같은� 관리자들의� 지원과� 지지도� 체육교사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었다. 특히� 관리자들의� 지지는� 물품� 구입이나� 다양한�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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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지를� 제공해주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더불
어, 학부모들도� 체육교사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
으로� 가족들의� 영향도� 체육교사로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권사랑� 교
사는� 자신의� 집안� 분위기가� 스스로의�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보다� 더� 소중하
게� 여기고� 더욱�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했다.

심리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나 좋아해. 아 이거 진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난 적이 없는 사람이거

든. 사실 학교에서 둥글둥글하게 생활 잘해. 다른 과목 선생님들 어울리다 보면 그 선

생님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응원이나 그런 느낌, 기운 이게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거든. 내가 많이 힘들 때. 선생님들 다 힘들지 어느 순간 다 힘들어.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고민이 있을 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동교과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선생님들도 하고도 두루두루 다 친하고. 동교과 선생님들이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도 많거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예전 교장선생님이 체육과 출신이었거든. 그분은 항상 나를 지지를 해줬어. 내가 뭘 한

다고 그러면 권 선생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서 항상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나 도와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학부모 공개 수업 할 때 그걸로 이제 공개 수업을 했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끝나고 학부모한테 꽃다발을 받았어. 처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공개수업하고 

꽃다발 받는 건 처음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학부모 총회 날 그냥 

다 각자 교실에 와서 보잖아. 그 수업을 할 때였는데 내가 더 기억에 남는 거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우리 집안 분위기. 그래서 항상 그런 떳떳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 교사

를 하면서. 주변에서 다 인정 가족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3) 사회적� 관계와� 교류� (퇴화, 정체, 성장)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주
변에� 서로� 엮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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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는� 잘하고�
있더라도� 타인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체육교사로서의� 성장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체육교사는� 체육이라는� 교과를� 가르치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학생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진다면� 체육교사의� 존재
의�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류는� 그� 방향성이� 어
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체육교사들에게� 성장의�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정체와� 퇴화의� 촉매가� 될� 수도� 있었다. 즉, 학생, 학부모, 동료교
사, 관리자�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인적� 요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
을� 하느냐에� 따라� 체육교사에게� 상반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당연히 이제 나를 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관리자나 같은 동료교사도 마찬가

지인 것 같은데.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교류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퇴화
를� 가져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측면에서� 체육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퇴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체육교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학생들과의� 세대차이가� 점차� 생기게� 되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퇴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학생들 학부모하고의 갈등 같은 것도 막 그게 좀 오래갈 때는 되게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것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퇴화하도록 하는 건 아마 제가 늙어가면서 꼰대가 되지 않을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갭이 생기지 않을까.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더� 나아가서� 동료교사들의� 영향이� 퇴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들을� 통해� 나타나는� 퇴화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극히� 작은�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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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들은� 동료교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마주하
는� 경험들이� 체육교사들을� 퇴화로� 가장� 손쉽게� 이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으로� 우슬기� 교사의� 경우� 초임교사� 시절� 교무실에서� 동료교사들의� 행태들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의� 성장에� 많은� 걸림
돌이� 되었다고도� 했다.

이게 애들을 통해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 정체되고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동료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내부에 적이죠. 되게 많아요. 애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제

가 힘을 얻고 계속 성장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여기 지금 와 있는 선생님들 중에 체

육교육 제대로 받은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 교무실 환경과 선배체육교사의 후배 길들이기 : 담배 연기로 늘 토끼굴이었음. 그냥 

참으며 극복함.

- 다른 교무실 교사들이 실외 흡연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거

라고 계속 피우심.

-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권하고 정중히 사양하면 노골적으로 괴롭힘.

(우슬기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동료교사들의� 영향은� 단순히� 동료체육교사들에게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
다. 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성장을�
하기� 위해� 힘쓰는� 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 관련� 행사를� 기획하
는� 등� 체육�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타� 교과� 교사들로� 인한�
걸림돌을�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슬기� 교사는� 타� 교
과� 교사들의� 체육에� 대한� 무지와� 귀찮음으로� 인해� 열심히� 기획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던� 경험은� 스스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체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런 뭐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막 턱턱 걸리는 그런 것들. 선생님들은 반대나 그런 걸 왜 또 하려고 이런 거나 

하는데 그런 거는 자꾸 이렇게 푹푹 주저앉게 될 때가 많아. 사실 체육선생님들 참 힘

들잖아. 그런 거 하나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않냐 이런 것도 

웃기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주변의 인식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우리한

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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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교류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에� 정체를� 가져오기
도� 했다. 물론� 퇴화와� 정체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지만, 앞서� 서
술한� 퇴화와� 정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퇴화와� 정체를� 구분하고자� 했다. 앞
서� 퇴화의� 경우�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등�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관련된� 모든� 인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체의� 경우에는�
주로� 동료들� 사이의� 관계와� 교류의� 부재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권리가� 자신의� 수
업의� 현장을�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
표적이었다.

학교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남들한테 쉽게 오픈

을 하지 않잖아요. 수업하는 모습을 연구 수업을 하거나 동료장학 같은 걸 할 때는 오

픈을 하지만, 평소에는 오픈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의 권리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남들에게 큰 터치를 안 받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인정받을 부분

이면서도 동시에 이거를 개발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이런� 모습은� 특히� 초임체육교사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학교에서� 체
육교사들이� 혼자� 모든�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대신� 같은� 학년
을� 가르치게� 되는� 동료체육교사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 체육교육과정을� 구
성해나가게� 된다. 그러나� 서로에서� 수업을� 자유롭게� 공유하지� 못하는� 분위
기는� 초임체육교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의� 방지턱
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변의� 시선들도� 정체로�
이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잘 못하고 있는 게 수업을 일단 잘 못하고 있는 거 같고. 수업을 사실 이게 좀 민감한 

건데.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쉽게 

하죠.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에 좀 순응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데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해야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젊은 내 또래에서도 나이

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되게 잘 말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런 거를 관철을 잘못 시키는 것 같아.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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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체의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이는� 단순히� 수업의�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특히� 중등학
교에서� 체육교과의� 특성상� 체육� 관련� 업무만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부서가�
존재한다는� 현실도� 이러한� 측면을� 더욱� 심화시켰다. 독립적인� 부서의� 존재
는� 단순히� 부서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체육교사들까지� 다
른� 교사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체육선생님들이 체육과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체육과끼리만 막 이렇게 뭉치려고 하잖

아. 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거든. 자기들이 학년부에 있으면 학년부 선생

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래서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체육과는 

이런 체육과 얘기도 나오고 보니 같이 어우러지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다 자

리에 안 계셔. 그래서 거의 자기 부서에 없는 거야. 좀 심할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난 그런 것도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인식

도 바뀌고 하는 건데 이제 좀 그런 게 또 체육과들을 지들끼리 있는 애들이라는 인식

을 갖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반면, 체육교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교류가� 체육교사� 전문
직� 정체성에� 성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다른� 체육교사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등을� 통해� 스
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몇몇� 경우에는� 과거부터� 꾸
준히� 인연을� 맺어온� 체육교사들과� 교수� 등과� 함께� 하는� 관계와� 교류가� 성
장�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즉, 그것이� 학교� 내부이든� 학교� 외부이든�
체육교사를� 둘러싼� 모든�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교
류는�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매 종목이 끝나고, 매 학기가 끝나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성찰하였다. 평소 학

생들의 말, 행동, 눈빛 등을 보며 에너지를 얻었다. 단체 카톡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한 다른 체육교사들의 노력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 193 -

동료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타 지역에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

고받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지치지 않고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생

들에게 받는 에너지가 크다.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 덕분에 내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박묘미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끊임없이 저한테 가장 유리했던 점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교사로서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왔던 것은 어쨌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

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직 활동을 같이 할 때 선후배가 모여 있었잖아

요. 지금도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32년 차 교사인데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계속 만

나는 체육과 선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제가 굉장히 자극을 많

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체육교육의 장에서 연구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체육교사

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깃거리가 되잖아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교류를� 통해� 체육교사들
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체육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도� 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의지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수많은� 사람과� 상황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며� 퇴화와� 정체의�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상황� 속
에서도� 학생들을� 통해� 퇴화와� 정체의� 과정을� 넘어서서� 꾸준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긴 해도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포인트를 가만히 보면 그

거는 학생인 것 같아.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그런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더 잘 가르치고 싶다라는 게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애들이 성장의 요인이 아닐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나에게는 나와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으며 동료교사들도 비협조적이

었다. 내가 새롭게 무엇인가 가르쳐보려고 하면 '너, 잘 났어' 하는 눈초리, “용기구를 

아껴라, 운동장은 공용이야, 혼자 전세 냈어, 쉬엄쉬엄해” 하는 말들로 나의 작은 수업 

의지를 꺾어버렸다. (중략)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힘을 내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은 역시 아이들에게서 나왔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기쁜 얼굴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나를 옥죄는 선배교사, 열악한 운동장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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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교류는� 그�
방향성에� 따라� 퇴화, 정체, 성장의� 모든� 모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교류는� 단순히� 학생, 동료교사의� 차원을� 넘어
서� 학부모, 관리자, 그리고� 학교� 외부의� 맥락까지� 체육교사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환경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다. 몇몇� 체육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회
적� 관계와�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요인이� 최대한� 성장의� 방향성을� 띨�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은� 동료교사들
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에서� 체육교사
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조신의� 교사의� 경우�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반면, 퇴화와� 정
체로� 내딛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 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을 조심했음. 대학원이든 어디든 배우러 가면 결국 사람을 만나게 됨.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수동적이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했음. 그와 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힘썼음.

(조신의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동료 선생님들 역량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선생님들이 저랑 좀 잘 맞아야 교사학습공

동체도 이루어지는 거고 연수를 받으러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하

고의 관계 형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잘 맞는 선생님들을 그런 방향

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이 좀 이제 상생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이제 떨어지게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친목도모도 좋지만, 그 친목도모를 통해서 이제 

같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 제시한� 개인� 간� 요인들을� 퇴화, 정체, 성장의� 방향성과� 함께�
정리한다면� <표� 19>의�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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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개인 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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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이란, 체육교사들� 개개인을� 둘러싼� 조직적� 환경� 속에서� 영향
을� 주는� 요인들로서� 대표적으로� 교사가� 속한� 학교,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조직적� 요인으로� ‘① 교사학습공동체’, ‘② 수많은� 학교� 업무’, ‘③ 폐
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1) 교사학습공동체� (성장)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Mclaughlin & Talbert, 2006), 실천
공동체(Lave & Wenger, 1991), 전문적� 학습공동체(Hord, 1997) 등� 다
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
을� 지니고� 있다(이기림, 2020). 첫째,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둘째, 이들의� 공동체�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일어나야� 하고�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공동체로서�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지닌� 교사학습
공동체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다수의� 체육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문
직� 정체성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교육공동체이다. 대학교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연구실천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하나로 수

업연구회, 그리고 전국체육교사모임 등의 활동이 나에게는 매우 큰 성장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서� 얻게� 되는� 성장의� 동력은� 다양하게� 있었
다.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받기, 흔들리지� 않도록�
채찍질을� 해주기, 체육교사로서� 이상적인� 모습� 보기, 자신의� 부족한� 점� 찾
기,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기� 등이� 있었다. 먼저, 교사학습공동체는� 체육교
사들이� 학교� 내부에서� 벗어나�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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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조직이었으며,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지닐� 수� 있었다.

학교마다 힘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어디서 내가 하소연을 하겠니. 인정받고 지지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학교에서는 잘 안 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잘해줘. 이렇게 중

등체육입시연구회에서처럼 어 갔더니 뭐 일단 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고 아 특성화고

등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분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다른 학교 선생님은 그걸 다 인정해주

는 거지. 교사 집단은 그렇더라고. 자기네 학교에게는 박한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는 무한 지지를 해주는 거야.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서� 체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그것을� 막아주고�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채찍질의� 효
과를� 얻기도� 했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 흔들림의� 폭을� 줄어줄� 수� 있었으며, 공동
체에서�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체육교사로� 살아가며� 더욱� 꾸준한� 노력을� 위
한� 동기부여를� 얻어갈� 수� 있었다.

이거는 내가 공동체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냥 연수만 이렇게 찾아서 보더라도 그냥 교

사학습공동체 꾸준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동료와의 문제 학생

과의 갈등 이런 것에 많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맥시멈과 미니멈을 딱 잡아주는? 그러

니까 뭔가 그래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가게 

해주는 중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할 때 말을 꺼

내게 되잖아요. 바깥으로. 그럼 결국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계

속 들게 해서 들 수밖에 없는. 뱉어놓은 것들이 있고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있어서 공

부 같이 하면 하다가 그만하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학습공동체는 해야 된다.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는� 다양한� 경력과� 특징을� 지닌� 체육교사들과의� 만
남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 경험은� 보다� 더� 넓은� 시
야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체육교사들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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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모범적이고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되게 잘 이끌어주시는 것도 있고 

거기서 하는 연수들이나 거기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하는 얘기를 듣거나 그런 걸 한번 

해보면 그게 조금 이상의 체육교사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에 좀 가깝지 않나?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더� 나아가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경험은�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스스로� 성찰과� 반성을� 하는� 교사와는� 달리� 함께� 성찰과� 반성을� 하는� 교사
들은� 더욱�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해법� 교사
는� ‘모닥불’에� 비유를� 하며� 장작이� 모닥불처럼� 타올라야� 더� 크게� 불타오르
고� 더� 오래� 불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경
험은�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끔� 해주어� 체육교사로서의� 성장을� 더욱�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다.

자기 수업의 한계는 자기가 잘 못 봐요. 타인들과 나눌 때만이 나의 수업에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

에 하나는 저는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작이 혼자 불붙었다가 꺼지는 

거하고 모여서 모닥불로 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에게 성장의 또는 자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경험은� 체육교사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교사들의� 성
장의� 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의� 참여� 경험을� 통해� 꾸준한� 노력의� 의지를� 지닐� 수� 있었다. 또한, 교사학
습공동체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체육교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

내가 수업 해가지고 이제 잘 된 부분들을 잘 내가 잘 정리해서 자료도 만들어서 다음

번에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수업사례 나눔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

각은 하고 있어.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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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시절부터 15년 동안 열심히 제가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해서 할 때에는 이

게 정말 성장의 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다른 동료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중

요한 루트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구나. 나만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

인하는 장이었으니까.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2) 수많은� 학교� 업무� (퇴화, 정체)

  교사의� 직무로는� 교과지도, 교과� 외� 활동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학교경영� 지원, 학부모� 및� 대외관계, 그리고� 전문성� 신장의� 6가지를� 제시
할� 수� 있다(정미경� 등, 2010). 세부적으로� 체육교사들은� 교과협의회, 각종�
대회운영� 및� 참가,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수업� 운영,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PAPS), 운동부� 운영, 청소년단체� 활동, 그리고� 기타� 체육교
육업무� 등� 8가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최의창, 2013).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행함과� 동
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학교� 업무들을� 수행해나가야� 했다. 물론� 이
러한� 학교� 업무들은� 체육교사로서� 온전한� 전문직� 정체성을� 가꾸는데� 필요
한� 요소들이다. 전문직� 정체성의� 차원에는� 수업과� 학생의� 차원뿐만� 아니
라, 행정의� 차원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
럼� 그것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해지게� 되면� 학교� 업무는� 체육교사들
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심한� 경우� 퇴화의� 요
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체육교사라고� 단순히� 수업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
었기� 때문에� 학교� 업무의� 강도는� 체육교사들에게� 중요한� 측면으로� 다가왔
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교� 업무는� 체육교사들을� 버겁게� 만들었고� 수
업, 학생, 행정의� 모든� 차원에� 대해� 신경을� 쓰기� 힘든� 상황으로� 이끌었다.

저는 그 선생님이면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보니까.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는데 업무 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

지 이제 행정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중략) 진짜 학생부장이나 학교 일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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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학교 체육 업무까지 내가 다 하고 있고 좀 도와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해주기는 좀 힘들잖아 지금 경험

이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다 맡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버겁고 뭐 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많은� 학교� 업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
다. 그것이� 교무부장과� 같은� 중책의� 역할이든, 타� 부서의� 업무든, 체육부
의� 업무든� 모두� 과해지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정체� 또는� 퇴화
의� 영향력을� 주었다. 한유명�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역할을� 맡
고� 있었는데� 그는� 교무부장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체육수업과� 같은� 측
면에� 소홀해지는� 등� 수많은� 학교� 업무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과 업무 다 훌륭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오랜 시간 쌓아놓은 저금을 사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업에 소홀

하게 되고, 새롭고 역동적인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는� 중책을� 맡은� 교사들에게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는� 앞서� 언급했듯� 체육교사로서� 해야� 하는� 체육� 관련� 업무들이� 많이� 존재
한다. 대표적으로� 우슬기�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의� 체육부장으로서� 체육관�
공사를� 하는� 시기에�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체육관� 공사
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행정직’이� 아닐까� 하며� 체육교사로서는� 퇴화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또한, 이인성�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세� 개의� 운동부� 감독직을� 담당하며� 수업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를� 모두� 놓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되게 자존감이 사실은 체육관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행

정직인가? 교사인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좀 진짜 정체성이 흔들려서 진짜 

그때는 내가 내 입으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같아. 도대체 난 누구야 그런 생

각이 들 정도로 그때가 가장 그랬던 거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업무에 막 심취했을 

때도 그렇게 막 다른 업무에 막 너무 매몰돼 있을 때도 새로운 것을 시도는 못했어도 

수업에서 그냥 그래도 중간은 했던 것 같거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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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간에 운동부 하루에도 몇 개씩 운동부 세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제 있으니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도 한데다 애들도 체육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

까 그냥 해 쉽게 해. 이거 같은 거 같아.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 관련�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에� 집중하거나� 담임이라는� 역할에�
치중을� 하게� 되어도�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 타� 부서에서�
일하면서� 많은� 업무들을� 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담임의� 역할에� 지나치
게�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의� 모습을� 잠시� 잊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타 부서의 업무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교과가 체육과라는 걸 잠

시 잊어. 담임에 또 너무 몰입해서 상담이나 학급 활동 이런 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

면 그냥 담임으로서의 교사만 생각하게 되고 체육교사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약간 정체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수많은� 학교� 업무의� 영향은� 특히� 초임교사� 시절에� 더욱�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학교에서� 초임교사로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하고� 폭발적
인�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수많은� 업무가� 존재한다면�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임교사에게� 있어�
수많은� 업무는� 더욱� 더� 정체나� 퇴화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 해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생각, 성찰을 할 시간이 주는 것 

같아요. 당장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 살아내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이 1

년이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수업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듭니다.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학교에서의� 모습에만� 수많은� 업무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앞
서� 언급했던�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모습에도� 수많은� 업무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공식적인�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교
육청의�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 수많은� 보고서와� 공개수업�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요구가� 오히려�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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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처럼� 작용하기도� 했다. 권사랑�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활발히� 참
여하는� 교사이다. 그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요구를� 받는� 수많은� 요
구사항들이� 체육교사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이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을� 위축시키게� 한다고� 언급했다.

교사학습공동체가 왜 잘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있냐? 내가 볼 땐 자꾸 

뭔가 요구를 해 그거를. 어디가 중심이 돼서 하냐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 막 보고서 

쓰라 하고. 근데 이거 이해가 돼. 보고서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공개수업을 하라고 압박을 주거든. 그런데 공개수업하고 이거 중

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을 봐야 되고 같이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발전된다는 건 이

해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 자생적으로 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그게 좀 덜

할 거야. (중략)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는 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항상 그 사람

들은 돈 쓴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장애물인 거야. 이

게 시작되려고 했을 때 이미 압박을 줘버리니까.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3) 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 (퇴화, 정체)

  아무리� 체육교사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지라도� 학교� 문
화와� 환경에서� 비롯되는� 영향들은�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전문직� 정체성이라는� 개념의� 특성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다. Rodgers와�
Scott(2008)은� 전문직� 정체성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영향력이� 포함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다. 또한, 
Davey(2013)는� 전문직� 정체성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협상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Jarvis-Sellinger 
등(2019)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개인이� 그�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전문적�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과� 참여양
식� 속으로� 사회화되는� 집단적� 측면의� 두� 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적응적� 발달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
성� 형성에는� 자연스레� 집단적� 측면인� 학교의� 문화와�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체육교사들이� 언급한� 학교의� 문화
와� 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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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이상한 학교구조, 학교의 폐쇄성, 열심히 하면 존

경받아야하지만, 고생을 사서 하냐 누가 알아주냐 라고 말하는 주변의 시선.

(권사랑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체육교사들은� 이처럼� 폐쇄적인� 학교의� 문화와� 환경이�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른� 대표적인� 특징은� 세� 가
지가� 있었다. 첫째, 수업보다� 행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 둘째, 체육교사들
만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 셋째, 구성원들이� 체육수업
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특징들은� 체육교사들
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정체� 또는� 심하면� 퇴화의� 과정까지도� 이끌었다.
  먼저, 수업보다� 행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사랑� 교사의� 생각을� 통해�
잘� 드러났다. 그는� 주변에서� 수업보다� 돈� 계산, 복무� 등에� 대한� 관심을� 훨
씬�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스스로를� ‘행정교사’로� 점점� 만들어
가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육적� 의미보다� 민
원을� 우선하는� 학교문화도� 체육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내가 뭐 일처리 뭐 이거 돈 계산 잘못하잖아? 그럼 행정실에 난리가 나. 전화 오고 다

시 영수증 끊어야 하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다 결제한 건데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해갖

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해. (중략) 주로 관심 많은 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왔나. 지각

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랑 조퇴나 출장 갈 때 왜 나가지 뭐 이런 거. 뭐 형식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수업은 뭘 하든 뭐. (중략) 학교에서도 그렇게 신경 안 써. 아니 

늦을 수도 있죠. 선생님 바쁘시니까. 체육관 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업 이외에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은 교직 구조 속에서 수업을 놓아버리게 됨. 어느 순

간부터 수업하는 것이 어색하게 됨. 행정일 빵꾸내면 잔소리 엄청 듣지만, 수업 대충해

도 뭐라 안하는 이상한 교직 문화가 나를 행정교사로 만들어 버림.

(권사랑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교육적 의미보다 민원을 우선하는 학교문화에 실망.

(홍축복 교사, 현지문서)

  이와� 더불어, 학교의� 구조� 자체도� 체육수업의� 측면에서� 안주를� 할� 수� 밖
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생각들도� 있었다. 수업보다� 행정에�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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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외부에� 수업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의� 폐쇄적인� 구조가�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정체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외부에 수업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가 스스로를 정체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주변에서 모르기 때문에 발전하려는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자신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다음으로, 학교에는� 체육교사들만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업
무들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
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솔하고� 힘이� 드는� 많은� 일들은� 체육교사들이� 도
맡아야� 한다는� 학교의� 문화와� 인식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특히� 생활지도
와� 관련한� 업무들이� 체육교사들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요구들로� 인해�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에� 대해� 제대로� 고민을� 하고� 생
각해볼�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악영향이� 존재했다.

학교에서는 진짜 생활지도를 체육선생님한테 자꾸 전담시키고 전가하는 그 모습이 역시

나 당연히 있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관리자나 이런 분들. 체육교사라고 

무조건 다 막상을 주도시키는 건 아니겠지. 딱 보고 애들 잘 잡고 좀 이렇게 통솔도 잘

하시는 그런 분들 남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생활지도를 많이 시키시는데 체

육은 더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체육선생님들은 되게 활발하고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막 그런 것 시키고 총무 이런 거 엄청 시키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진짜 학생부장이나 학교 일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체육선생님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선생님들도 

진짜 제대로 얘기하다 보면 제대로 내가 체육수업을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이와� 더불어, 체육교사들에게� 힘이� 드는� 업무를� 요구하는� 학교의� 분위기�
또한� 많은� 체육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일들이기에� 더더욱� 체육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
다. 이� 과정을� 경험하고� 버텨나가는� 체육교사들은� 점점� 상처를� 받게� 되었
고� 스스로� 무너지는� 등�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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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는 약간 궂은일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체육관을 써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3학년 졸업앨범을 찍을 때 

체육관을 개방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손소독제를 비치를 해줘야 해요. 약간 이런 

궂은일도 체육교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의자를 배치하는데 

자연스럽게 체육교사도 그런 거를 이제 관리자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것은 좀 내가 의자 옮기고 체육관 창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 

뭔가 육체적인 노동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좀 우리가 자꾸 뭐 무거운 일 무겁고 또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어떤 그 무거운 일이

라는 게 뭔지 알겠죠? 좀 중한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

을 자꾸 체육선생님들이 해요. (중략) 그런 과정에서 체육선생님들은 자꾸 상처받고 심

리 치료받고 또 회복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 무너지는 게 심적으로 무너지면서 

수업도 같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학교를 나오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체육선생님 다 했는데 너는 너만 왜 그러냐? 

그런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체육교사이기 이전에 그냥 교사인 거예요. 남

들이 하기 싫은 중한 일을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 체육교사가 아니라 그냥 교사인 거

죠 똑같이 교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수업의� 가치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었
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지
만, 여전히� 구성원들이� 체육수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다
는� 생각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수업의� 가치를� 경시하는� 분위기는�
체육교사들이� 현실� 속� 장벽들과� 마주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 안
주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려
는� 체육교사들� 또한� 존재했다. 특히� 김미소� 교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에� 대
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체육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의식을� 지니고� 노
력한다면� 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상급 학교 진학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그 착시 현상

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굳건한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한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 수업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로서 학습과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갖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도 아직은 그런 주지 교과를 중시하고 그런 음미체 

같은 예술체육교과군들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

를 계속 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뭐 윤리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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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렇

게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정말 그 말로써 글로 나오는 그런 교육과정이 

목표들이나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체육교사공동체는 그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반면,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가�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안주
하도록� 만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업에� 적당한� 신경만� 써도� 학생들이� 좋
아해주는� 체육교과의� 현실이� 체육교사들을� 정체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

'체육'교과는 학생들의 선호가 높다.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지금까지� 제시한� 조직적� 요인들을� 퇴화, 정체, 성장의� 방향성과� 함께� 정
리한다면� <표� 20>의� 모습과� 같다.
표 20. 조직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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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회� 및� 정책적� 요인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이란, 체육교사� 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그� 속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요인들을� 일컫는다. 국가교육과정, 사회적�
흐름� 및�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 및� 정책적� 요인으로� ‘① 지속적� 전
문성� 개발� 환경’, ‘② 모호한� 교육� 목표’, ‘③ 워라밸과� 개인주의’, ‘④ 코로
나-19’의� 네� 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1)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 (정체, 성장)

  현직교사교육은� 흔히�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직교사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다(박종률, 2006). 
현직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법들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연구년� 및� 학위취득을� 위
한� 대학� 파견� 교육� 등의� 특별� 연수가� 있으며(교육부, 2017), 수업컨설팅, 
장학� 등의� 전문성� 개발� 활동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은�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상황이� 알맞게� 갖춰지는� 경우에만� 성장의� 요인
으로� 작용했다. 먼저, 정체의� 측면에서� 현재의� 현직체육교사교육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성장을� 더디게� 했다.
  정체의� 측면에서, 현직체육교사교육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정체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첫째, 단발성(무연속성), 둘째, 기술적� 요소에� 치중된� 것, 
셋째,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있다. 먼저, 단발성(무연속성)의� 측
면에서� 연수의� 휘발성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단발성이라는�
측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체육교사연수가� 연속성�
및� 연계성을� 잃게� 된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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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실 연수도 체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도 다 들었거든. 근데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휘발성이 너무 단발성이 너무 강해. 왜냐하면 직무 연수라 해봤자 15시간이

야. 많으면 30시간 하는데 가서 배워 그러면 소개식 교육이야. 내가 직접 시범하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고 소개 받고 책 나눠주고 아 괜찮은 거 많아 어 이

거 해. 근데 갖고 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엄두가 안 나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솔직하게 도움은 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현직체육교사교육 같은 경우는 자격 연수를 제외하고서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리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연수를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주어

진 연수를 보고 지금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100% 충족하는 

연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단발성이에요. 다 연수가. 예를 들어서 2021

년에는 이 연수가 있어요. 2022년에는 저런 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러니까 도움은 되는데 이게 막 엄청난 성장과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그

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발판은 되는데.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나아가서� 현재� 현직체육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현직교사교육
은� 체육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조욱상, 김종욱, 
2014). 그러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또한� 체육교사들에게� 적합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즉, 1급� 정교
사� 자격연수� 또한� 단발성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이 부족하지 사실. 1정 연수는 부족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거 뭐 나름 좋아. 체육선생님들 이렇게 방학 때 3주 동안 교육하는 내용 나는 받

아봤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을 거야.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 사실 1정 연수가. 근데 1정 연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뭐냐

면 하여튼 3주 받고 끝이야. 모든 교육에는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중략) 

그냥 그리고 나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아무런 교육이 없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현직체육교사교육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들의� 능�
· 지� · 심� 차원� 중� 능차원의� 요소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
술적� 요소에� 치중이� 되었다는� 생각들도� 많았다. 이렇게� 능차원에� 치중을�
하게� 된다면� 지차원과� 심차원의� 성장� 동력이� 부족해지는� 편중된� 상황을� 불
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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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직무연수나 이런 거는 되게 기술적인 요소 있잖아 그런 지도법 관련된 되게 피상

적인 기술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어느 정도 표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그게 이렇게 깊숙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한 연수 그런 연수를 갔다 오면 

다시 노멀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앞서� 언급했듯� 현직체육교사교육� 중� 유일하게� 의무화되어� 있는� 1급� 정
교사� 자격연수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서도� 기술적�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철학적인� 부
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1정 연수도 비슷해. 그냥 배드민턴 그런 실기를 도와주는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그

런 것보다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 1정 연

수면 조금 더 어떤 좀 고민하게 하고 이런 철학적인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 (중략) 체육교사로서의 철학? 철학 교육이 좀 필요하다?

체육선생님들은 어떠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좀. 그래서 어떠해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되면 되지 않을까?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현직체육교사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또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특히� 출석체크나� 이수시간을� 채우는� 것� 등� 지나치게� 형식적� 측
면에� 신경을� 쓰고� 연수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상황이� 잦았고� 연
수� 자체가� 형식적인� 사례� 나눔� 위주인� 상황� 또한�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현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연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막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출석 체크하는데 

급급하고 이수 시간을 이수하는 거에만 약간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수를 진

행하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약간 진짜 엄청 많이 도움

이 됐던 거를 못 받았던 것 같아. 너무 형식에 집착이 돼 있어.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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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체육교사교육 보면 사례 나눔이 거의 중심인데 사례가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맞

춤식으로 그 체육교사가 근무하는 그 학교의 그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게 엄

청나게 큰 영향을 받으니까 사례를 나눔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례를 봤을 때 그걸 

내가 완전 맞춤식으로 내 교육 현장에 끌고 와서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하니

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최의창(2004b)은� 현직체육교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세�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직체육교사교
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있지�
않기에(무방향성) 현직체육교사교육에� 방향성을� 되찾고� 이상적� 체육교사상
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둘째, 현직체육교사교육은� 어떤� 체계
적인� 논리나� 이론적� 원칙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무체계성) 현
직체육교사교육에� 체계성을� 부여하고� 이상적� 체육교사의� 자질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셋째, 현직체육교사교육은� 일회
성의� 성격이� 강하며, 다른� 현직교사교육과� 아무런� 연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에(무연계성) 현직체육교사교육에� 연계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던�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에서�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
하는� 요소들은� 무방향성, 무체계성, 무연계성의� 내용을� 여전히� 비슷하게�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에� 기
여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성장의�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존재했
다. 첫째, 체육교사들의� 동기부여� 역할을� 했으며, 둘째, 체육교사들의� 만남
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있다. 먼저,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
경이� 체육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나태한�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을� 현직체육교사
교육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고�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교사들 한편으로 또 게으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후퇴하고 있을 때 경험 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랬는데 다시 마음먹고 해봐야 되

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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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모임에서 하는 연수. 여름 연수 겨울 연수 있는데 여름 연수는 일박하고 이런 

건 잘 못 해가지고 겨울 연수는 그래도 꽤 갔었어. 가서 다음 해 일 년 수업할 거를 

겨울 연수에 가서 약간 필을 받고. 2월에 보통 우리가 수행평가 계획을 세우니까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이런 걸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해

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또 시도를 하고 거기서 연수에서 배운 

내용들을 시도하면서 성장했던 부분이 되게 컸어.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둘째,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이� 체육교사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체육교사들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체육교사들은� 연
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연수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체
육교사들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에� 입문하게� 되는� 등� 현직체육교사교육이�
체육교사들에게� 성장의�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일단은 성장을 먼저 얘기하면 일단은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뭔가 연수 같은 데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오면 그것을 수업에서 시도하고 (중략) 내가 연수중에 그냥 이

렇게 연수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연수중에 만났던 사람들은 많이 기억에 남고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현직체육교사교육은 다양한 그 연수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한 제가 1번으로 꼽으면서도 거의 최우선으로 꼽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찾아가

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강사로 오는 요즘은 연수들이 그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무슨 선배들 이렇게 정관예우처럼 이렇게 와서 수업하고 이런 굉

장히 불필요한 그런 게 간혹 있었는데 있었다고들 하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

아요. 그래서 다 괜찮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아까 이런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겪으면 어? 이러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까 현직체육교사교육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애주기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의

미가 있다.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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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호한� 교육� 목표� (퇴화, 정체)

  최의창(2004b)은�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여러�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현직체육교사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
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현실을� ‘무방
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직체육교사교
육에서� 방향성을� 되찾고� 이상적� 체육교사상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또한, 그� 방향성은� 반성적� 체육교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현직교사교육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예비교사교육�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
었다. 구체적으로� 전해법� 교사는� 자신이� 체육교육의� 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에� 대
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사람됨을 만들려면 어떻게 내가 체육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사람이 사람됨이 아닐까? 이런 생각만 가지

고 있었지 그것을 수업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신체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

떻게 사람들을 가르칠까? 이게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아이들

이 얘기하는 아 선생님 체육수업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내가 

그때 내용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담

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

육받지 못했던 거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현직체육교사교육에서� 드러난� 현실은� 체육교육의� 차원에� 대입해보았을�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b)에� 따르면,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체육과
의� 교육� 목표가� 등장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현장의�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목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또한, 이는� 표면적인�
차원의� 교육�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욱� 깊숙한� 근본적인� 목표, 다
른� 표현으로는� 교육철학이나� 신념라고� 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생각이나�
논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허창수, 2021). 특히� 현직체육교사교육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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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과� 함께� 교육철학과� 신념에� 대한� 생각과� 논의가� 부족한� 현실은� 체육
교사들을� 더욱� 더� 모호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다.

현실에만 안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교사 공동체가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안착하는 데 있어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이게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안착하지 말

고 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의 문제들도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수업을 잘하는 

거, 수업의 내용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수업의 가치와 신념과 철학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만 단순히 아 이 수업을 잘한다는 것이 바로 그

런 문제이다. 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들을 어떻게 지도방법으로 나타낼 것

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거지 단순히 수업 내용 좋은 

수업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좋은 수업이 되려면 다양한 다른 것들 신념과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교수방법으로 아이의 이해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

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체육교사들은� 모호한� 교육� 목표를� 지니게� 되었고�
이는� 그� 정도에� 따라� 체육교사로서� 전문직� 정체성의� 정체와� 심하게는� 퇴화
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모호한� 교육� 목
표로� 인해� 체육교사들의� 방향성이� 제각각이� 될� 수� 있고� 이는� 정체성에� 대
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물은� 체육
교사들이� 체육교육을� 통해� 어떤� 목표를� 원하는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 모습이었다.

나는 방향성이 제각각인 이유는 교과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

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아 체육 애들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선생님

은 체육 진짜 중요한데 이거 정말 애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또 아 체육이 뭐 진

도가 어디 있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뭔가 교과에 대한 정체성? 이 교과

가 이 학교에 왜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 교과가 이 학교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아

이들한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좀 공유를 하고 그런 걸로 무장을 해

야 나의 행동도 나의 수업도 좀 바뀌지 않나?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몰라. 아나공도 나쁜 게 

아니라 아나공도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갖고 가면 아나공이 아닐 수도 있거든. 아나공이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거는 아나공 안에 철학이 있는 거잖아. 단어 안에 철학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나공을 한다면 그걸 아나공이라고 하지 않지. 그 수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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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일 수도 있고 설사 아나공이라고 그냥 그렇게 고유명사처럼 하더라도 생각이 있

으면 그 수업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진 않겠지.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몇몇� 교사들은� 교육� 또는� 체육교육의� 특성이� 체육교사들로� 하여금� 모호
한� 교육� 목표에� 따른� 정체나� 퇴화를� 더욱� 심하게� 겪도록� 만든다고�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라는� 행위가� 모호성을� 더
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사랑� 교사는� 의사와� 비교를� 하며�
사람에� 대한� 치료도� 명확한� 답이� 없듯이� 교육� 또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서� 이인성� 교사는� 의사의� 경우에
는� 명확한� 절차들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반면, 교육의� 경우에는� 대부
분의� 측면에� 모호성이� 깃들어있다고� 하며�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근데 우리도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그 학생이 사회를 살아가게끔. 근데 

의사도 똑같은 거잖아. 아픈 사람 사회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거지. 사람이 처치를 처방을 하는 거. 우리도 교육적인 처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워낙에 사람은 정형화될 수 없어. 카테고리화를 딱딱딱 무 자르듯

이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랜덤하고 책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

수도 많고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뭐 딱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의사들도 다 그렇거

든. 외과 의사들 보면 다 정답 없는 뱃속에서의 허우적거림 속에서 사람 살려내고 그런 

거거든. 우리도 그렇단 말이지?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는 약간 이렇게 딱 떨어져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이거는 딱 이거는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거는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

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사실 같은 사안

이 발생해도 언제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잖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맞닥뜨리

는 상황들이. 근데 이제 의사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거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허리디스크 터졌으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명확한 절차들이 다 가이드가 있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체육교사는 없다.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그렇지만� 몇몇� 체육교사들은� 모호한� 교육� 목표로� 인한� 혼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들을� 지니고자� 노력했다. 특히� 한유명�
교사의�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학� 시절의� 교수님을� 통해� 보다�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꾸준히� 지닐�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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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즉,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제대로� 된� 멘토의� 유무가� 중요했다.

질적인 수준의 차이는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본인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선별하는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

서 체육교사 카톡방 보면 막 그게 어떤 전체적인 흐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속

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그 정수에 관한 가운데에 있는 얘기에 관한 것들인

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에 중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3) 워라밸과� 개인주의� (퇴화, 정체)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WLB)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이재완, 강혜진, 
2018). 이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
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세대를� 거쳐� 옴에� 따라� 집
단주의� 성향이� 짙었던� 한국� 사회는�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수용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한규석, 신수진, 1999). 이와� 같은� 워라
밸과� 개인주의에� 따른�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보다는� 정체와� 심한� 경우� 퇴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체육교사로서의� 일보다�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더� 강조하는� 경우�
학교에서도� 자신의� 취미생활이� 우선시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취
미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체육교사들의� 태도는�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와� 퇴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즉, 적당한� 워라밸의� 추구는� 괜찮지만, 워라밸�
중에� 자신의� 삶에� 그� 중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체육교사이면서 학교를 절반은 수업 절반은 자기 취미생활을 

하러 온 선생님들도 사실 많잖아. 자기 운동은 반은 자기 운동하러 오고 다른 반은 가

르치러 오고. 그런 것도 그냥 체육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운동을 하는 건 똑같은데 수

업에 대한 그 어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지. 아 또 뭐 나도 운동하고 애들도 

운동하고. 근데 그 시간 할애가 여기가 어찌 됐든 아이들 가르치는 곳인데 내 개인의 

운동으로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막 쓰고 그거는 이제 교과에 대한 태도는 아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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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그래서 좀 체육선생님들이 약간 그런 인식도 좀 먼저 함께 가져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거? 좀 막연하지만.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지금 우리 부장님도 그런 생각이 없고 골프치기 골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본인의 

다른 영역을 다른 체육 말고 다른 삶의 영역이 더 큰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워라밸과� 함께� 지나친� 개인주의도� 체육교사들에게� 정체와� 퇴화의� 모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이� 기법적(능력) 
심법적(심성) 전문성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기법적� 전문성
은� 기술적인� 방법에� 관련된� 지식들이며, 심법적� 전문성은� 학생을� 인간으로
서� 대하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측
면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개인주의는�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심법적� 전문성
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이끌기도� 했다. 특히�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은� 젊은� 체육교사들에게서� 학생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에� 대한� 철
학이� 부족한� 모습을� 목격한� 경험들에� 대해� 언급해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좀 개인주의. 교사

들이 가르치는 일을 과거에는 어떤 신념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

는데 저는 이 요즘은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냥 일. 단순히 수업은 일이다. 나의 직업이다. 직업의 정체성만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까 발달시킬 이런 부분에 대

한 고민들이 덜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그렇지만� 이는� 단지� 젊은� 체육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경력이� 쌓인�
체육교사들도� 지속적인� 정체의� 방향성을� 띤다면� 점점� 더� 스스로의� 삶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퇴화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떠한� 체육교사든�
지나친� 워라밸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근본적인� 사명감과� 철학� 등을� 잃
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경우� 정체와� 퇴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정체하는 방향이 지속되다보니 점점 생각하는 방식이나 학생지도목표가 아이들의 성장

보다는 나의 안전, 나의 평화 이런 방향으로 가다보니 점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못 

찾게 되고,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가 계속 되고,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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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는 여행이나 다른 취미생활을 통해 찾으려는 상태가 되던 

거. 그게 퇴화 아니었을까 싶다.

(김미소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4) 코로나-19 (퇴화, 정체, 성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 열리던� 체육� 관련� 활동이나� 행사의� 상
당� 부분이� 멈췄다. 이는� 체육수업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주었다. 온라
인� 개학에� 이어�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체육교사들은� 적응을� 해야� 했다. 특히�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
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수학습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과거
보다� 더욱� 빠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최효근, 2020).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퇴화� 및� 정체의� 요인이
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퇴화� 또는�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은� 체육교육의� 환경에� 다양한�
걸림돌을� 가져왔다는� 부분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우슬기� 교사는� 새로
운� 시도를�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준비를� 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 했는데 또 사실 우리가 시도도 또 하려고 했지. 그런

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잘 응용을 못해서.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성장의� 환경으로� 다가
오기도� 했다. 몇몇�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체육교사들에게� 있어� 큰� 환
경적� 이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홍축복�
교사의� 경우� 경력이� 짧은� 체육교사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 동
료교사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체육교육의� 장이�
더욱� 광범위해졌고� 자신이� 지닌� 체육교육에� 대한� 성장의� 의지를� 이와�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해서� 현장� 속에서� 펼쳐낼�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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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때 조금 위기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코로나가 

체육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환경적인 이슈였잖아. 우리가 온라인으로 체육수업을 한

다는 거는 사실 코로나 시즌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원격수업, 유튜브, 비대

면 체육대회 등 고경력 눈치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지금까지� 제시한� 사회� 및� 정책적� 요인들을� 퇴화, 정체, 성장의� 방향성과�
함께� 정리한다면� <표� 21>의� 모습과� 같다.
표 21. 사회 및 정책적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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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
해�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토대로�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
인,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구
체적으로� 각각의� 세부� 요인들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어떻
게� 퇴화, 정체, 성장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
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퇴화, 정체, 성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도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림� 16>의� 모습과� 같다.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다루었고� 앞선� 장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그� 철학에� 대해�
다루었지만,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포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확
인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
는� 총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결과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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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

  지금까지�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들과� 어떤�
영향요인들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퇴화, 정체, 그리고� 성
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포괄적인� 단계들과� 체육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
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타� 전문직에서� 기존에� 등장했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그에� 따른� 변화
단계� 등에� 대한� 관련� 연구들에서도� 전문인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나
타나는� 대표적인� 단계들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는� 의사, 간
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들에서� 연구된� 바가� 있지만, 특히� 의사교육에서� 가
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Bebeau와�
Lewis(2003)가� 수정한� Kegan의� 성인� 발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전문인으로서의� 인식인� 전문직� 정체성을� 개인의� 자아� 또는� 정체성
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Ashforth 
et al., 2008; Bebeau & Lewis, 2003). Bebeau와� Lewis는� 기존�
Kegan(1982)의� 이론을� 수정하여� 해당� 이론에서� 존재하던� 5단계의� 과정�
중� 1단계를� 제외한� 2~5단계만을� 선택했고, 결론적으로� 총� 4단계와� 3가지�
전환단계로� 이루어진� 모형을� <그림� 17>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1단계는� 유소년기에� 해당되는데� 이� 단계는� 전문직� 교육을� 본격적
으로� 받는� 시기인� 젊은� 성인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
성의� 단계에서는� 제외했다. 2단계는� 개인이�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받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3 전환단계는� 개
인이�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도� 있게� 인식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개인이� 전문인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점차� 그� 전문직의� 내면적� 가
치까지� 정체성에� 통합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4 전환단계는� 전문직� 정체
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전문직�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통합이� 발생하여� 전문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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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신념 체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협상하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5 전환단계는� 개인이�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여러� 모순된�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을� 알아차리고�
모순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려� 시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5단계는� 다채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단계로서� 개인은� 모든� 상호작용� 및� 영향요인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그에� 따라� 개인은� 꾸준한� 탐구를� 하게� 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 및�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Bebeau & Lewis, 2003; Monson & Hamilton, 2010).
  기존� 교사교육의� 연구� 영역들� 중�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은� 교사� 사회화(교사발달)이다. 교사� 사회화는� 교직이라는�
직업� 사회로의� 사회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연구를� 통해� 교사의� 사회화� 및�
발달� 과정과� 그� 단계를� 이해하고자� 한다(권진옥, 2014). 이러한� 교사� 사회
화의� 단계에� 관한� 모형은� 크게� 이� 과정이� 직선적이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순� · 직선형� 단계� 모형과� 순환적이고� 다양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복합� · 순환적� 단계� 모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그림 17. 성인 발달 모형(Bebeau & Lewi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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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단계가� 교사� 사회화에서의� 단순·직선형� 단계�
모형과� 같이� 직선적이고�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러나� 전문직�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역동성, 다수성, 불
연속성, 사회성� 등의� 특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Beauchamp & 
Thomas, 2009; Akkerman & Meijer, 2011).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정
체성이라는� 개념의� 역동성, 다수성, 불연속성, 사회성� 등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도�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단
계가� 교사� 사회화에서의� 복합� · 순환적� 단계� 모형과� 같이� 역동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양방향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변화단계에서도� 퇴화, 
정체, 성장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이들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나� 정체를� 마주할� 수도� 있지만,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올바르게� 주어진다면, 경력이� 발전함
에� 따라�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Crigger & Godfrey, 
2011). 즉, 이�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며, 변화에� 따른� 성장, 정체, 퇴화를�
수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Monrouxe,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 정체, 성장의� 비선형적
인� 변화과정을� 앞서� Bebeau와� Lewis(2003)가� 제시한� 단계와� 같이� 총� 네�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봄과� 동시에� 체육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항
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유무, 학교급별(중학교/고등
학교), 학교유형별(공립/사립), 교사성별차이라는� 네�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구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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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

  체육교사들은� 1단계(버팀과� 시행착오), 2단계(머뭄과� 고원현상),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 4단계(나눔과� 길라잡이)의� 네� 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자
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 및� 변화시키고� 있었다. 물론� 개개인의� 차원에
서�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단계를� 바라본다면� 저마다의� 특별한� 모습들
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체육교사들� 전반을� 보았을� 때� 포괄적
인� 변화단계의� 모습은� 위의� 네� 단계로� 나타났다. 이� 변화단계에는� 앞선� 2
장에서� 살펴본� 퇴화, 정체, 성장의�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
다. 또한, 각� 단계별로� 특징적인�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도� 존재했다.
  각각의� 단계들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양방향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
단계들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넘나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변화단계에서�
퇴화한다는� 것은� 이전� 단계로� 회귀하는� 것, 정체한다는� 것은� 그� 단계에� 머
물게� 되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초임교사로서� 입문하며� 마주하게� 되는� 가장�
첫� 단계는�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였다. 이� 단계는� 체육교사로� 입문하여�
학교라는� 조직, 체육교사라는� 전문적� 공동체� 속에� 사회화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체육교
사가� 되기� 전에� 지니고� 있던� 정체성과�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행착오의� 과
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전문직에서의� 협상, 거부, 수용, 경쟁� 및� 타협을� 통한� 경험을� 통해� 지속된
다는� 것(Chandran et al., 2019; Rabow et al., 2010)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버팀과�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초임체육교사들은� 점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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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사로서의� 삶에� 적응을� 하며� 전문직� 정체성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하나의�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나가며� 스스로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
장시키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초임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조
건만을� 내면화한� 상태로� 처음� 현장에� 발을� 내딛는다. 물론� 체육교사가� 되
기까지의� 과정� 중에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그것만으
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성
장의� 노력을� 해야� 했으며, 만약� 예비교사교육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요구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나온다면� 그들은� 첫� 발걸음부터� 혼
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해법� 교사는� 초임교사� 시절� 전문
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
아보며�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충분한 공부를 하고 이 직업을 가졌음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직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

소한의 요구를 가지고서 어렵게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또 서서히 그 전문성이 발달되

는 것 같고.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나는 수업에 대한 '이상'만 높았지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 방법, 교육과정 이해, 학

습자 이해 등 수업 전반에 대한 토대가 매우 빈약하였다. 체육수업을 통해서 내가 설정

한 ‘사람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나만의 당위성만 있었을 뿐 방법과 내용을 갖고 있

지 못했다.

(전해법 교사, 현지문서)

  특히� 체육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은� 이러한� 버팀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체육교사들은�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약� 1개월� 정도� 이후에� 바로� 학교� 현장으로� 투입이� 되며, 대학� 졸업과� 동시
에� 합격한다면� 졸업식을� 치른�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교사라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학교에서� 근무하
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발령� 1~2주� 정도� 이전에� 알게�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
은� 현실은�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가� 더욱� 장기화되도록� 이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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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초반에는 고군분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것은 20명,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쳐본 것은 교생실습 한 달인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수

업하는 거는 5시간도 안 될 테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임용 합격해서 3월 2일이 

되기 한 1~2주 전에 어느 학교에 갈지 선택되고 교육과정을 짜면서 바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뭔가 처음에 되게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정체성이 형

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초임교사로서� 꾸준한� 성장의� 노력을� 하며� 1단계인�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2단계로� 나아가려는� 체육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체육
수업� 잘하기와� 학생들과의� 관계� 다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를� 통해� 바라본다면� 수업과� 학생
의� 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초임체육교
사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현실은� 체육수업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권사랑� 교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비교사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이� 수업에� 치중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
에� 자연스레� 수업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확실히 처음에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자

료도 많이 없고, 수업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수업 생각을 많이 하고 학

교에서도 수업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수업 생각하고 수업만 준비하느라 정작 이제 학

생들과의 관계에서는 고민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수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 (중략)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매뉴

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보면 우리는 수업 중심으로 다 사범

대가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에 대한 거 내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

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거에 대한 고

민이 많이 있었지. 잘해야 되겠다. 수업. (중략)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임으로 누

구 밑에서 어떻게 보면 따라하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바빴지 그리고 배우기도 바빴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수업의� 영역과� 더불어� 학생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들은� 초임교사� 시절에� 학생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
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도� 했고� 초임교사� 시절에� 학생들을� 원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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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익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왔던� 교사�
또한� 있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경력일 때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거 같아요. 내 생각에

는 아이들과의 관계. 편한 용어로 인기? 이런 거에 많이 연연할 것 같고.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당연히 현실 충격이 왔지. 현실에서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부드럽고 친절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다가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초짜인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게 얘기해도 잘 안 통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지도 방식에 문제가 많구나. (중략)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워낙 경험이 없다보니까 또 성격

상 남들을 통제하거나 명령을 하는 방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나한테 너무 

낯설고 그래서 좀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 한 2년 차 때까지.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주로� 수업과� 학생의�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업과�
학생의� 영역� 중� 능� · 지� · 심의� 영역� 모두를� 고르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Bebeau와� Lewis(2003)가� 제시했던� 네�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받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드
러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초임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전문성의� 요소들을� 습
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깊숙한� 차원의� 요소들, 내면적인� 요소들인�
심정체성의� 영역을� 초임교사� 시절부터� 다루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홍축복� 교사의� 경우� 1단계에� 있는� 체육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을� 표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즉, 자신이� 지닌� 기술적� 차원, 지식적� 차원을� 드러
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인기와� 같은�
측면에서만� 머무는� 느낌을� 받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처음부터 여기 있는 무슨 사명감 저기나 그 안을 관통하는 이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얻

는다는 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초임 때부터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있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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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을 잘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

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걸 원하는? 그러니

까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한창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만드

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저 경력 5년 차 전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내 생각에는 아이들과의 관계. 편한 용어로 인기? 이런 거에 많이 연연할 것 같고.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이렇듯�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는� 체육교사들은� 전문직� 정
체성의� 요소들� 중� 수업과� 학생의� 영역, 그� 중에서도� 능과� 지의� 측면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록� 각각의� 교사들마다� 1단
계에서� 머무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성장의� 모습을� 띤� 체육교사들
은� 2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퇴화와� 정체의� 모습을� 띤� 체육
교사들은�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초임교사� 시절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퇴화, 정체, 
성장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변화단계별로� 특히� 두드러지는� 부
분들도� 존재했다. 1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1단계에서� 퇴화와� 정체의� 모습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체와� 퇴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체의� 상황
이� 더욱� 심해지면� 그것이� 곧� 퇴화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화와�
정체의� 모습은�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의� 과정을� 회피하는� 모
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전해법� 교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아나
공� 수업’처럼� 수업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조신의� 교사는�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뒤따르지� 않는
다면� 정체� 또는� 퇴화를� 해버리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시행착오조차� 회피
를� 하는� 모습은� 결국� 체육교사를� 1단계에� 머물도록� 혹은� 0단계가� 있다면�
0단계로� 내려가� 버리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퇴화를� 해버리게� 된다.

현장을 모르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교사는 바로 퇴

화하는 것 같아요. 가자마자 바로. (중략)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임용고사를 



- 229 -

치르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그건 약간 문법적인 뭐 보케불러리 뭐 단어?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가르칠 때 아나공 하면서 체육교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가

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축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과거에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근데 아무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

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훨씬 더. 그걸 깨기는 쉽지 않지. 정체와 퇴

화의 복합체. 그냥 거기는 이게 정체 퇴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견고해지는 

거지. 더 이상 어떤 걸로 뚫을 수 있을까. 10년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렇게 10년 가면 그거는 그건 그냥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건 

끝이야 내가 봤을 때.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반면에, 1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1단
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의� 영역, 그� 중에서도� 능과� 지의� 측면에�
대한� 초점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나간다. 이러한� 모습을� 지니는� 1단계에서
의� 성장과정은� 빠르면� 1년, 느리면� 4~5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 과정의� 주요� 초점은� 수업� 기술이나� 학생을� 다루는� 방식� 등� 수
업과� 학생의� 영역� 중� 능과� 지� 측면에서의� 성장이었다.

경력이 이것도 약간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초임 때 한 3~4년차 때

까지는 역시 수업 기술적인 측면에 좀 많이 올인을 했던 거 같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약간 내 스타일이 뭔지. 나한테 잘 맞는 옷이 있듯 내가 아이들을 다룰 때 애들 지도할 

때 나한테 잘 맞는 방식이 있잖아. 그 방식을 찾아내는 거. 그게 초임 한 2~3년차 때

까지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진짜 빠른 사람들은 정말 1년 만에 잘 

찾더라고. 나는 3~4년 걸렸던 거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앞서� 김미소� 교사는� 1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 1~5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체
육교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이� 초임교사로� 학교에� 들어서기� 이
전� 예비교사교육을� 대학에서� 온전하게� 받고� 제대로� 된� 경험을� 한� 경우에는�
1단계의� 시기가�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보였다. 조신의� 교사의� 경우�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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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초임교사� 시절을� 보냈던� 몇몇� 교사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학부 때부터 계속 그런 거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 가

서 그냥 바로 했어요 바로.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가지고 교수님 제자들 계속 모

여서 그때 카페 운영하고 올리고 체육일기 쓰고 뭐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기 쉽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너무 급하

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놓은 상태로 가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내가 

왜 안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그룹이 계속 운영이 됐던 거죠.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1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처음으로� 학교라는� 전문적� 공동체에� 사회화되
며�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수업과� 학생
의� 영역과� 함께� 능과� 지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의� 시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18>의� 모습과� 같다.

그림 18.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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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의� 시기에서� 성장을� 지속한� 체육교사들은�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체육교사로서� 수업과�
학생� 영역에서의� 꾸준한� 성장�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수업방식이� 확립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수업� 철학도� 조금씩� 생겨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단계에서� 주요� 초점이었던� ‘수업’ 영역과� ‘학생’ 영역에서� 더
욱� 성장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2단계에� 자리� 잡은� 체육교사들
은� 세� 가지� 영역들� 중� 수업과� 학생의� 영역과� 함께� 행정의� 영역까지� 다루
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능정체성과� 지정체성의�
차원을� 내면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였다면� 2단계에서는� 심정체성의� 차
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 매트릭스� 상에� 있는� 영역들� 모두를� 일정� 정도� 이상� 내면화하
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Bebeau와�
Lewis(2003)가� 제시했던� 네�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전문인으
로서� 인식하게� 되고� 점차� 그� 전문직의� 내면적� 가치까지� 정체성에�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2단계에� 도달한� 체육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수업과� 학생의� 영역
에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고군분투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적응이 

되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거나 수업적인 측면이나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월성은 얻는 것 같아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새로운 수업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는다. 모아둔 정보들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고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다. 아직은 잘된 사례나 익

숙한 방식으로 수업하고 평가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라는 고민을 한

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1단계에서� 꾸준한� 성장을� 한� 체육교사들은� 2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2단
계에� 도달한� 몇몇� 체육교사들은� 지금까지� 지닌� 것들을� 바탕으로도� 남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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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사로서의� 삶의� 단계들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은� ‘고원현상’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다가왔다. 고원현상이란, 어느� 수준까
지� 증가하던� 모습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체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
로, 이는� 학습곡선에서� 학습이� 증가하다� 수평을� 이루어� 고원모양을� 보인�
데서 유래했으며(Honeybourne et al., 2004), <그림� 19>의� 모습과� 같다.
  물론� 행정의� 영역과� 심정체성의� 측면
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2단계에서는� 많은� 체육교사들
이� 현실에� 안주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
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삶에� 적
응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정보완은�
큰�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을� 지니기� 때문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
다는� 생각도� 있었다. 또한, 체육교사들의�
일들이� 적응을� 한� 이후에는� 매년� 반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기도� 했다.

주변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수업 자료나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이 좀 

많이 끝난 상태에요. 끝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발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장은 급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략) 이

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수

업을 개발한다거나 다른 종목을 배울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이 지금 당장 

수업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초임교사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업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신 교사, 심층면담)

이게 완전히 확 바뀌는 게 아니다보니 좀 편해지고 안일해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수업

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촘촘하게 채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진리 교사, 심층면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어쨌든 딱 정해져 있는 거고 한 번 했던 게 있으면 

그걸로 계속 거의 변화 많이 이제 변화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그림 19. 학습곡선에서의 고원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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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인� 머뭄과� 고원현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3단계로� 나아가려는�
체육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수업, 학생의� 영역과� 더불어� 행정의� 영역� 그리고�
능� · 지의� 측면과� 더불어� 심의� 측면까지�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모
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김미소� 교사는� 행정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다른� 동료교사들과� 함께� 하는� 방
법� 등을� 터득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조진리� 교사는� 적응을� 한� 이후� 수업�
등에� 할애하는� 노력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영역에� 들이는� 노력이� 더욱� 늘
어났다고� 말했다. 나아가서� 권사랑� 교사는� 적응을� 한� 이후� 포용력이� 커지
고� 자신의� 내면의� 그릇이� 넓어지는� 등� 심정체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 조금 반경이 넓어지면서 수업 말고 체육 관련 행사라든가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이 잘 장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다

른 부서 선생님들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아이들과의 소통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초임교사 시절 보다 수업 준비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듦.

(조진리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포용력이 커짐. 학생과 동료교사를 이

해하는 그릇이 넓어짐. 3년간 힘들었는데 경험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내공

이 깊어짐.

(권사랑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렇듯�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의� 단계에� 있는� 체육교사들은� 전문직� 정
체성의� 요소들� 중� 수업과� 학생의� 영역과� 더불어� 행정의� 영역까지� 그� 중에
서도� 능과� 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각각
의� 교사들마다� 2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성장의� 모
습을� 띤� 체육교사들은� 3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퇴화와� 정
체의� 모습을� 띤� 체육교사들은� 3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2단계에서� 머물거
나� 퇴화의� 영향이� 심한� 경우� 1단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심각한� 퇴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퇴화, 정체,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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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변화단계별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도� 존
재했다. 2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
았다.
  먼저, 2단계에서� 퇴화와� 정체의� 모습� 또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
다. 정체와� 퇴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체의�
상황이� 더욱� 심해지면� 그것이� 곧� 퇴화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
화와� 정체의� 모습은� 적응을� 한� 모습에� 만족하여� 현재� 가진� 것으로� 버티면
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슬기� 교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경력이� 차고� 적응을� 하게� 되면� 점차�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조금씩� 놓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적응을� 한� 이
후에는� 독서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초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응� 이후�
성장의� 동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좀 약간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아. 새

로운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덜 고민하게 되고 그냥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그냥 좀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하면서 뭔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데. 나이가 들수록 나를 포함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다고 해야 하나?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정체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정체되고 내가 조금 안일하고 수업을 잘 

준비 못했을 때 못하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가짐이 

조금 이렇게 아이 저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뭐 우려먹고 뒤에 한 번 

더 우려먹어보자 한 번 더 써먹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조금 그렇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수업과 학교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독서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첫 해 읽은 책이 

2~4년차에 읽은 책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익숙함(적응)이 가져온 나태라고 생각한다.

(홍축복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이렇듯� 체육교사로서� 또는� 초임체육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적응을� 하게�
되면� 점차� 자신이� 지닌� 것에� 만족하게� 되고� 스스로가� 많이�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체육교사는� 자신의� 모
습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 지속적인� 정체와� 퇴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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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한 4~5년 되면 뭔가가 이제 어줍지 않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쯤에는 자

기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니까 4~5년 정도 되면 학교에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요? 근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니까.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이렇게� 2단계에� 도달한� 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정체와� 퇴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다른� 성장요인이� 작용할� 때까지� 그� 체육교사는� 2단계에
서� 안주하면서� 계속� 머물게� 되거나� 다시� 1단계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 대
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지닌� 것들을� 조금씩� 수정보완하면서� 2
단계에� 꾸준히� 머무는� 정체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체를� 넘어
서� 퇴화의� 단계까지� 간� 교사들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 상황을� 마
주하게� 된다. 다시� 1단계인� 버팀과� 시행착오의� 시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체육교육에� 대한� 사회
의� 요구와�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은� 지속해서�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인한
다. 하지만, 체육교사가� 계속� 정체� 또는� 퇴화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에� 머
무른다면� 변화하는� 체육교육에� 발을� 맞추지� 못해서� 자연스레� 퇴화하게� 된
다. 체육교사가� 적응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 정체성을� 갖추더
라도�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버팀과� 시
행착오의� 단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체의� 기간이� 길어지고� 정체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것은� 곧� 퇴화와� 이어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4단계� 모두에서� 적용되는� 퇴화, 정체, 성
장� 사이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반면에, 2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2단
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수업, 학생과� 더불어� 행정의� 영역까지� 관심을� 지니고�
각각에서� 능� · 지와� 더불어� 심의� 측면까지�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며� 성장
을� 해나간다. 구체적으로� 김미소� 교사는� 수업과� 학생� 영역에� 대한� 안정적
인� 모습이� 행정의� 영역에서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
다. 이는�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과� 학생들과의� 관계와� 같은� 영역에만� 다루
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영역을� 다루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었
다. 더� 나아가서� 교사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롤모델링하
고자� 노력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 또한� 꾸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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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뒷받침된다면� 언젠가는� 그� 역할을� 맡아서� 교사리더십을� 발휘해야할� 것
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1장에서� 교사리더십� 함양하기는� 체육
교사의� 심정체성에� 속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는� 곧� 2단계에서� 성장하는� 체
육교사들이� 심정체성의� 측면까지�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려면 빨리 수업적인 면에서 내가 잘하고 마스터를 해놔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

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때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되게 리프

레시 돼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있으니까 요때 빨리 수업적인 면도 빨리 잘 

터득해놓고 다음 학교에서 부장을 맡게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그런 

면에서 또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기도 하지.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그래서 요새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부장급 되

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 언

젠가 나도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텐데. (중략) 그래서 나도 요새 점점 부장님들

이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 매니지하시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

는 거지.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어떤 멘트를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2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학교
에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일정� 수준까지� 형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 중에서도� 수
업과� 학생의� 영역과� 더불어� 행
정의� 영역으로� 범위가� 넓어지
며, 능과� 지정체성에� 초점을� 맞
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의� 시기를� 그림으로� 표
현해보면� <그림� 20>의� 모습과�
같다.

그림 20.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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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의� 시기에서� 성장을� 지속한� 체육교사들은�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체육교사로서� 수업, 
학생,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능� · 지� · 심 차원을� 꾸준히� 성장시켜�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채워나가기� 시작한� 행정� 영역과� 심정체성
을� 통해� 보다� 더� 성장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닌�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의� 모든� 영역을� 함양한� 모습을� 통해� 3단
계에서는� 체육수업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행정적인� 영역� 모두에서� 능숙
해지게� 되며� 능� · 지의� 차원과� 더불어� 심의� 차원까지� 더욱� 성장시킨� 모습
을� 보여준다. 앞서� Bebeau와� Lewis(2003)가� 제시했던� 네� 단계� 중� 세� 번
째� 단계에서는� 전문직�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통합
이� 발생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협상하고� 이
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3단계에� 도달한� 체육교사들은� 학교
에서� 중추적인� 일을� 맡고� 체육교사로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었다. 또한, 3단계의� 체육교사들은� 인격적인� 측면(심정체성)에서
도� 탁월한� 모습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행정의� 영역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체성이 바뀐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중추적인 일들을 이젠 맡아야지. 학교를 어떻게 보

면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기획하고 계획을 하면 교장 교감 쌤 다 오케이거든. 그냥 그런 위치가 됐고 또 선생님

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위치가 되고. 더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

가 체육과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체성이 바

뀌지 않을까. 중요한 일들.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후배들 들어왔을 때 체육교사 후배들 들어왔을 때 잘 알려주고 좋은 선배로서의 모습

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역시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고 학교 밖에서도 좀 커피라든가 술 한잔하면서 좀 더 돈독한 사이들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도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임들을 잘 이끌어

내고 만약에 자기가 부장 역할을 맡았으면 자기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이 있으



- 238 -

니까 자기 부서가 할 수 없는 성격의 일이 만약에 들어온다 싶으면 잘 쳐내는 그런 협

상력도 그때 많이 길러 가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특히�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학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
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형성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어느� 정도�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되어
야� 학교�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지닐�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교사들은� 최소� 10년� 정도� 이상� 성장을� 한� 이후
에�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금 지나가면 좀 더 자기 역할들을 많이 고민할 거 같아. 한 10년차 쯤? 내가 학교에

서의 역할이나 그리고 체육교사지만 학교 내부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

이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거 같아요. (중략) 경력 있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속

에서는 학교 전체의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식으로. 체육교사지만 체육교사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그리고 이제 한 10년, 15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는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체육시설의 분위기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경우도 많고 보직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학교에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이렇듯�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의� 단계에� 있는�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지
금까지� 전반적으로� 성장시키고�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들을� 토대로�
학교�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스스로의� 교사리더십을� 함양하고� 발
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비록� 각각의� 교사들마다� 3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성장의� 모습을� 띤� 체육교사들은� 4단계로� 나
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퇴화와� 정체의� 모습을� 띤� 체육교사들은� 4단
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3단계에서� 머물거나� 퇴화의� 영향이� 심한� 경우� 2단
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심각한� 퇴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퇴화, 정체, 성장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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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계별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도� 존재했다. 3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
는�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3단계에서� 퇴화와� 정체의� 모습� 또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
다. 정체와� 퇴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체의�
상황이� 더욱� 심해지면� 그것이� 곧� 퇴화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
화와� 정체의� 모습은� 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체육교사보다는� 그� 역
할에� 매몰되거나� 다른�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고� 정체와� 퇴화의� 반
복을� 겪으며� 다시� 그� 반경이� 좁아져서� 2단계로� 퇴화하는� 경우도� 이에� 해
당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유명�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교무부장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역할에� 점차�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 체
육교사로서의� 성장에는� 점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했다.

지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과 업무 둘 다 훌륭히 처리하기에는 역부

족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오랜 시간 쌓아놓은 저금을 빼 먹을 수 있는 수업에 소홀하

게 되고, 새롭고 역동적인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부장교사로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넓은 시각에서 체육과 운영을 조율함. 실제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세부적인 수업계획에 시간투자는 적었음.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큰 틀만 

보게 되었음.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은 교무부장님이셨는데. 어쨌든 간 뭔가 체육수업을 

어떻게 하고 체육교사로서의 모습보다는 학교를 다 책임지는 터줏대감으로서 교무부장

으로서의 직무가 교무부장으로서의 위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체육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몇몇� 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끔과� 핵심역할을� 해내면서� 점차� 행정적�
측면에� 몰두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감� 및� 교장으로� 승진하기, 장학사와� 같
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기와� 같은� 다른� 진로에�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현재� 체육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체육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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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하며� 다른� 진로에� 대한�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저도 제가 더 이상 몸이 좀 아파지고 어디가 불편하거나 그렇게 되면 애들하고 실제로 

막 재미있게 현장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45에서 50초 전까진데 그전까지 

만약에 다른 연구관이나 다른 교감이나 다른 이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

는 저 같아도 현장 체육교사는 오십 넘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략) 좀 

젊었을 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들. 교장이나 교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래서 내

가 관리자가 되면 학교 사회에서 이제 체육교사로도 살지만, 교사로서 이런 부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목표들이 또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옆에 들어가는 장학

사들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막 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괜찮겠는데? 나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대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략) 체육교사

로서의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고. 지금 그 일선의 체육교사로서의 수준도 좀 약간 물론 

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내 판단에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점차� 성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정
체와� 퇴화의� 방향성을� 띠며� 2단계로� 퇴화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다. 과거�
폭풍적인� 성장의� 과정을� 경험했던� 한유명� 교사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자신
의� 모습을� 마주했고� 3단계에서의� 역할도� 버거워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록� 지금은� 핵심역할
을� 하고� 있지만, 점차� 2단계로� 퇴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밀려가기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끌어가기를 선택했어야 했다. 따라가다가 앞에 섰으면 

그다음에는 이끌었어야 했는데 그 중요한 순서를 생략하고 밀려가기로 넘어갔다. (중략) 

나는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었다. 선생님은커녕 수많은 체육교사들을 따라가기에도 벅

찬 뒤쳐짐을 느끼면서 점점 구경꾼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유명 교사, 현지문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알아.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해 본 거니까 다 아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

도 있었어. 너 나도 나도 너때는 나도 뭐 이런 거 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인성쌤이 이렇게 더 지금 한창 할 때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본인은 안 하시는 거지.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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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3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3단
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성장시키고� 내면화한� 전
문직� 정체성의� 요소들을� 토대로� 학교�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교
사리더십을� 발휘하며� 성장을� 해나간다. 이러한� 교사리더십은�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체육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펼치는� 형태로� 발
전해나갔다. 그들은� 선배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후배교사들에게� 다시� 발산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자신의� 내면화된� 전문직�
정체성을� 발산하고� 학교� 밖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시도했
다. 권사랑� 교사는�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3단계에서� 더
욱�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력이 쌓아지면 이제 나도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는. 정체성은 그런 것 같아. 다른 후배교사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

야지 하지 않을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다 선배

였잖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선배교사가 되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타 교과 선

생님들 포함해서 어쨌든 담임도 경력이 또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배 다른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배 같은 교사. 교사의 또 다른 교사. 교사를 

또 가르치는 교사 뭐 그런.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추가

가 되는 거죠.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그니까 교육학에 보면 모델링이라는 게 있잖아.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사람은 다 그 영

웅에 목표가 그렇게 생겨. 영웅. 교사학습공동체든 의사의 세미나에서든 그 세계의 영

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동경해. 굉장히 솔직히 까놓고 객관적

으로 정말 노예처럼 집도하고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 미친 듯이 하잖아. 그런데 그 사

람에 대해서 다들 존경하고 추앙하고 한단 말이야. 체육교사들 중에서도 엄청 와 저렇

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격려해주고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 봤을 

때 주변에서 그런 거 보면 아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3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형성한� 전문직� 정체성을� 토대로� 학교에
서� 교사리더십을� 발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다. 이들은� 수업, 학생� 행정의� 영역에서� 고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
고, 능과� 지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성장의� 모습이� 심정체성의� 측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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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3단계: 이끔과� 핵심역
할의� 시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21>의� 모습과� 같다.

그림 21.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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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의� 시기에서� 성장을� 지속한� 체육교사들은�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체육교사로서� 꾸준히�
성장시키고�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학교� 내부만이� 아닌� 학교� 외부의� 세
계로도� 발산하고� 다른� 체육교사들의� 멘토와� 롤모델로서� 역할하게� 되는� 단
계이다. 이들은� 3단계에서� 거의� 다� 채워진� 체육수업, 학생과의� 관계, 그리
고� 행정� 측면의� 전문직� 정체성을� 외부의� 세계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다. 앞서� Bebeau와� Lewis(2003)가� 제시했던� 네� 단계� 중� 네� 번째� 단계는�
다채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단계로서� 개인은� 모든� 상호작용� 및� 영향요
인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고� 했다. 그에� 따라� 개개인은� 꾸준한�
탐구를� 하고�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 및� 재구성된다고� 했는데� 4
단계의� 체육교사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 외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모습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다. 4단계에� 도달한� 체육교사들은� 주변� 교사들
의�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펼쳐내고�
있었다. 또한, 그� 통로는� 학교� 밖의� 교사학습공동체나� 교육청� 등� 다양한�
조직과�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동료교사들이나 후배교사들을 만났을 때도 애들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대가 없이 받은 도움들이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나 역시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를 가지고 뭔가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 대가는 바라지 않는 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내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고 동료교사들 후배들한테 내가 알려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거 같아. 그

래서 더 노력을 계속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 (중략) 뭔가 버팀목이 되게끔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심적으로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좀 배울 수 있는 존재

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중략)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훨씬 더 능수능

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학교를 벗어나서 좀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

속된 지역교육청 일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 쪽에도 이제 손을 내미셔서 그런 사업이 각 

학교에 잘 배당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4단계의� 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라는� 공동체에� 주고� 있는� 메시지에는� 크
게� 나눔과� 길잡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존재했다. 먼저, 나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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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4단계의� 체육교사들은� 스스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
육교육� 전반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
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체육교사공동체의� 융합을�
이끄는� 등� 자신의� 역량을� 외부의� 세계와� 나누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
신이� 체육교사라는� 사실과� 체육교과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타인을� 위해�
끊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가 OOO 선생님한테 많이 좀 받은 거는 이게 내 수업만이 아니다. 이거였거든요. 그

니까 제 자료가 나만 쓰는 거라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잘 해줘야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교육이 성장한다. 이런 느낌. (중

략) 그니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많거든요. 근데 조신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이랑 다른 점은 봉사 정신이 있으신 것 같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한 보람을 느

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사람들을.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이분이 일단 내가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는 교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더라고. 

체육교과가 진짜 학교의 중심에다가 외치고 다니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합시다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공

유하고. 그거를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그런 요소들을 다 잘 갖춘 것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나눔의� 측면과� 더불어� 4단계의� 체육교사들은� 길잡이(멘토)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전해법� 교사의� 경우� 자신이� 30년� 이상� 성장
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교사로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후배체육교사들에게� 공유해서� 후배들의� 길잡이
로서� 역할을� 하고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연수에서� 강연을�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체육교사공
동체에게� 선배교사로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자� 했다. 조신의� 교사의� 경우
에도� 교직경력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체육교사로서�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고자� 힘쓰는� 자신의� 모습이� 후배교사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
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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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좋은 수업의 내용을 개발하고 발

굴하고 그래서 전국의 교사들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략)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저도 이제 경험 오래됐고 하니까 저보다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좋은 후배들이 각각의 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략) 내 경험들 이것들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권을 냈던 거였고. 그게 

나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중략)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2권을 냈던 거죠. (중략) 그거를 통해서 전국의 체육교사들에게 다른 메시지

를 줄 수 있는 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꾸준히 나를 보고서 아 저런 선생님이 있구나. (중략) 그냥 체육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

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의미가 있다. 체육수업 하다 갑자기 전문직으로 가요. 

전문직으로 가는 순간 체육수업은 끝이거든요. 거기서 끝. 아 나도 체육수업에 공헌을 

한다? 그거는 다른 루트인 거예요. 체육수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갔던 이 길을 

걷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는 가지 않은 길이 안 되게 제가 한번 발자국만 

내면 되잖아요. (중략) 책도 보면서 내 얘기도 들으면서 나를 또 만나고 내 연수를 와가

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답은 아니더라도 아 그냥 거기에 고개 끄덕이고 또 자기 

수업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조신의 교사, 심층면담)

교직 후배 선생님들에게 "나도 그땐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을 하려니 너무 

창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업 개선 방안을 연구해 훗날 다른 교직 후배 선생

님들에게 그 성과를 넘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큰 산을 바

라보며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조신의 교사, 현지문서)

  이렇듯�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의� 단계에� 있는�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지
금까지� 체육교사로서� 꾸준히� 성장시키고�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외부의� 세계로� 발산하고� 나아가서� 다른� 체육교사들의� 멘토
와� 롤모델로서� 역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4단계는� 변화단계
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지만, 4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도� 성공적인� 성장의� 모
습을� 보인� 체육교사들만이� 4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다채롭게� 꾸며나갈� 수� 있었다. 반대로� 퇴화와� 정체의� 모습을� 띠게� 되는� 체
육교사들은� 4단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3단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퇴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퇴화, 정체, 
성장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변화단계별로� 특히� 두드러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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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존재했다. 4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4단계에서� 퇴화와� 정체의� 모습� 또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
다. 정체와� 퇴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체의�
상황이� 더욱� 심해지면� 그것이� 곧� 퇴화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
화와� 정체의� 모습은� 스스로� 열정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정체� 및�
퇴화요인들로� 인해� 외부로의� 발산과� 여러� 체육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
에� 버거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체
육교사들의� 활동� 범위는� 다시� 학교� 내부로� 좁아지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3단계, 심해지면� 2단계로의� 퇴화를� 겪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유명� 교사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던� 당시� 결혼, 육아� 등
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점차� 활동의� 폭을� 좁히게� 되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열정이� 사그라진� 이후� 이전에� 쌓아놓았던� 다양
한� 자료와� 노하우들을� 통해� 학교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4단계에� 머물던� 체육교사들도� 여러� 정체
와� 퇴화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금세� 3단계, 그리고� 2단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이런 생경한 안정을 경험하던 즈음 나의 삶에도 안정적인 모양이 갖추어져 가고 있었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몸에 충분히 익었다. 나름 오랜 시간 쌓아 

놓은 자료도 많다 보니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

는 기반이 닦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패턴의 생활이 편안해지면서 

하나, 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밀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유명 교사, 현지문서)

겨우겨우 예전의 노력을 우려먹으며 견디고 있다고 보여진다. 초임시절부터 10여 년간 

매우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업연구 및 교육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열정이 많이 사그라

들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며 수업

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뒷모습인 객관적 평가에 의하면, 매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이다.

(한유명 교사, 사전 개방형 설문)

  반면에, 4단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며� 4단계의� 체육교사로�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4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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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로서� 꾸준히� 성장시키고�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학교� 안이� 아
닌� 학교� 외부의� 세계로� 발산하고� 다른� 체육교사들의� 멘토와� 롤모델로서� 역
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단계에� 꾸준히� 머물고� 있는� 체육교사들
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끊임없는� 성찰과�
변화의� 태도, 타인지향적인� 태도, 학생에� 대한� 사랑� 등이었으며, 이러한�
핵심적인� 특성들은� 곧� 4단계의� 교사들이� 계속� 4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하
는�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체육교사들을� 끊임
없는� 성장의� 모습으로� 이끌었고� 내면화된�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체육교사공동체에� 발산하고� 다른� 체육교사들의� 멘토나� 롤모델의� 역할을� 수
행하도록� 이끌었다.

체육교사로서 그냥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아무래도 안주하지 않

고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태도? 노력하고 뭔가 달라지려는 태도? 계속 했던 거를 똑같

이 반복하기보다는 좀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게 해봐야겠다고 시

도하는 그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교육적인 행위에 대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새겨보고 계속 의심해보고 계속 점검하는 태도? 

성찰하는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너무 중요해 이제 타인

지향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의 근본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인데 자기의 어떤 승진이나 자기의 어

떤 그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

이 알고 있지 속으로는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애들조차도 

알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체육교사로서 정말 갖춰야 될 내면적인 태도는 없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이타주의적인 것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 사랑까지는 뭐 해도 학

생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내가 뭐라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소명의식? 사명감?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4단계에서� 체육교사들은� 자신이� 형성한� 전문직� 정체성을� 토대로� 학교에
서� 뿐만이� 아니라� 체육교사라는� 공동체에서� 나눔과� 길라잡이의� 역할을� 수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의� 모든�
수업, 학생, 행정의� 영역과� 모든� 능, 지, 심정체성을� 외부로� 발산하는� 모습
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의� 시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22>의�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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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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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를� 종합해보면�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단계의� 특징은� 1단계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을� 함양해서� 지니는� 차원으로�
시작해서� 4단계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을� 발휘해서� 드러내는� 차원으로� 그�
모습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1단계에서도� 발휘하며� 드러내기는�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점차� 그것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비중
이�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앞선� 2장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
펴보았다.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so system), 외(부)체계
(Exo 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의� 총� 네� 가지� 층위가� 있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Socio-ecological model) (Bronfenbrenner, 1979)을�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해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그리고� 사회� 및� 정책
적� 요인이라는�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을� 했다. 이번� 3장에서� 다룬� 체
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서도� 전문직� 정체성의� 방향이� 개인의� 내
적인� 측면에서� 점차� 사회적인� 측면으로� 확대된다는� 점은� 사회생태학적� 모
형의� 층위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는� 체육교사�
개개인의� 내면적� 차원(개인� 내�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2단계� 머뭄
과� 고원현상은� 개인� 간� 상호작용의� 차원(개인� 간� 요인)으로� 보다� 그� 중점
이� 이동하고� 있었고�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에서는� 학교라는� 조직� 내(조직
적� 요인)에서� 영향력을� 펼쳐내고� 있었으며�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에서는�
체육교사공동체라는� 사회적� 차원(사회� 및� 정책적� 요인)으로� 그� 영향력을�
펼쳐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체육교사들이� 변화단계를� 나아감
에� 따라�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적인� 측면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체육교사가� 전문직� 정체성을� 온전하게� 형성해나가는� 모습은� 체
육교사� 스스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체육교사공동
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중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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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변화단계의� 모습

  앞서� 언급했듯� 체육교사들은� 포괄적으로� 1단계(버팀과� 시행착오),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 3단계(이끔과� 핵심역할), 4단계(나눔과� 길라잡이)의� 네�
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 및� 변화시켜나가고� 있
었다. 물론� 체육교사들� 개개인의� 측면에서� 그들� 각각의� 전문직� 정체성� 형
성� 단계를� 세부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마다의� 특별한�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체육교사들� 개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체육교사들이� 개개인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체육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만을� 추려내
서� 바라본다면� 그것의�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을� 파악해볼� 수� 있게� 된
다.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은� 다음의� 네� 가지� 특성들
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각각�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학교급별(중학교/고등
학교), 학교유형별(공립학교/사립학교), 교사성별차이라는� 네� 가지� 특성들
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특성들에� 따른� 차이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
성� 변화단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항을� 주고� 있었다.

    1)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중� 첫� 번째는� 교사학습공동
체�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였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교사학습공동
체에� 참여함으로서� 얻게� 되는� 성장의� 동력들과도� 연결된다. 2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받기, 흔들리지� 않도록� 채찍질을� 해주기, 
체육교사로서� 이상적인� 모습� 보기, 자신의� 부족한� 점� 찾기,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기� 등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성장요인으로� 꼽았다. 본� 절에
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여부에� 따라�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
계에는� 어떠한� 특징이� 생기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체육교사들은� 다음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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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인적� 자원이� 풍부했으며, 둘째, 성장� 동력이� 원활했고, 셋째, 기
반� 환경이� 탄탄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2장에서� 등장했던� 성장요인들과� 유
사했다. 먼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체육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체육교사로서� 서로�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을 끼리는 그 거짓이 없어. 그리고 서로 감추고 이런 게 전혀 모두가 다 오픈

해. 자기네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입시 모두 다 오픈해.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잘 안 됐던 실패의 경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사

실 교사학습공동체 수업 관련된 걸 하면 우리가 어디 누군가한테 가서 배워야 하고 그

런 걸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내 수업을 오픈한다는 게. 

근데 그런 친밀도가 생기면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우리가 연구수업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부담이 있는 거거든. 보여준다는 거가. 그런데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만약에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친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거

리낌 같은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을 거고 그런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수업 노하

우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성장� 동력의� 측면에서� 체육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타인을� 통한� 동기부여� 등� 자신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꾸준히� 지닐� 수� 있었다.

뭐 초임 시절부터 15년 동안 열심히 제가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해서 할 때에는 

이게 정말 성장의 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수업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다른 동료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루트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하

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구나. 나만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이었으니까.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기반� 환경의� 측면에서� 체육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즉, 교사학습공동체는�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구
체적으로� 권사랑� 교사는� 의사들의� 공동체와� 체육교사들의� 공동체를� 비교하
며� 서로� 다른� 전문직이지만, 결국� 그� 핵심적인� 부분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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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냐? 물론 그 역량 위에서 우리

가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하우나 디테일한 부분은 책에서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수업 전문성을 갖고 싶어. 하나로 수업 모형 아무리 읽어도. 우리 교사

학습공동체도 똑같은 거야. 우리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제한적이야. 의대 애들

도 책에서 그런 숙련된 의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책 열심히 보면 다 의사되고 

다 장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교육도 똑같은 거야. 연장선 결국 해보면 

똑같은 부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선생님들 간에 

우리 노하우 많잖아 사실. 온갖 이상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고 이상한 일을 다 해보

고 수업도 막 이래저래 해보고 노하우가 많잖아. 이거를 우리가 세미나처럼 의대 세미

나처럼 모여서 토킹. 공유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다는 거야.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수업의 한계는 자기가 잘 못 봐요. 타인들과 나눌 때만이 

나의 수업에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

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작이 혼

자 불붙었다가 꺼지는 거하고 모여서 모닥불로 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에게 성장의 또는 자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죠.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반면에,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체육교사들은� 다음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열정� 및�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었다. 먼저, 좁은� 시야의� 측면에서� 권사랑� 교사는� 자신의� 주
변에� 있는� 체육교사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다. 그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서� 비로소� 체육교사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복합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혼자� 상대적으로� 정
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이와� 함께� 체육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정년을 한 1~2년 앞두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 그분들은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었던 시

절이 아니잖아. 이게 불과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챙겨 나갔다가 최근에 왕창 이렇게 

생겨났거든. 그러다보니 이분들의 체육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 삶을 보면 굉장히 정적이

셔. 굉장히 정적이시고 이 공유라는 것 자체가 자 형성이 안 돼 있어. (중략) 동시에 같

이 공간을 공유하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셔. 그런데 체육은 안 그래. 우

리가 개인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학교들이 수업 공간을 

공유해서 같이 써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같은 그런 문

화 형성되는 문화라든지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개인화된 그런 

체육선생님들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융화가 안 되는 거야.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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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열정과� 에너지의� 소진� 측면에서� 권사랑� 교사는� 교사학습공동
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체육교사들의� 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열
정과� 에너지가� 넘쳤던� 체육교사들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른� 소진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었다면� 이러한� 현상
을� 더�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한유명� 교사도�
‘유려한� 합리화’라는� 표현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체육교
사들은� 더� 빨리� 소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대부분의 선배교사들이 다 아나공 수업하고 굉장히 후배교사들이 봤을 때 모범이 

될 게 없는. 근데 또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10년 차 때 우리 즈음에서는 굉장히 열

심히 하셨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교사학

습공동체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지금의 과거의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교

사학습공동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분들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었어 과거에는. 

근데 이미 늦었어. 왜냐하면 퇴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권사랑 교사, 심층면담)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어떤 반성이나 개인적인 판단

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도 개인적으로 

다른 글을 보고 하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고. 자기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좀 더 빨리 유려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 생길 거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서의� 특
징은�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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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급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중� 두� 번째는� 학교급별� 차
이였다. 학교급별� 차이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체육교사로서의� 자긍심, 둘
째, 성장� 동기가� 있었다. 먼저, 체육교사로서의� 자긍심� 측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에서� 체육교과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생겨나는�
차이였다. 대체로� 중학교� 체육교사들에� 비해�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이� 상대
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감과�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박묘미� 교사는� 초임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형성하는� 등� 성장을� 하
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초임교사시절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
다. 그� 이유로는� 체육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이나� 학교에서� 체육교과가�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서� 몇
몇� 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 중학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존재감이�
있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물이� 된� 느낌을� 받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즉, 중학교� 체육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체육교사로서의� 자긍심을� 형성하기
에� 더욱� 수월하다는� 것이다.

저는 고등학교 초임보다는 중학교가 초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체육교사로

서의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

면 중학교가 체육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좋고 학교에서도 체육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좀 중요한 교과로서의 인식이 또 이제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서 또 많이 일은 업무는 많겠지만, 그때 느낄 수 있는 보람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고등학교는 다른 수업으로 체육교과가 그냥 대체돼서 다른 수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거의 중학교만큼 체육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

도 이제 대접을 중요한 대접을 받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할 텐데 중요하지 않다는 대접을 받으면 아무래도 정체성도 좀 미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약간 주변인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모든 고등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분위기가 체육은 뺄 수 있으면 빼

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뭐 자꾸 힘들게 힘 빼고 이렇게 운동시

켜?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래

서 좀 고등학교가 좀 더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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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존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인물. 중학교

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인물.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 과정이. 아니면 그냥 좀 자기가 얼마든지 편하게 생활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듣고 보면 바에 의하면 그래요. 중학교에서는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선은 중요 인물.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성장� 동기의� 측면에서� 이인성� 교사는�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더� 이상� 열심히�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느
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가산점과�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중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급이� 없으니� 그러한� 유인도�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홍축복�
교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이� 더� 대충해도� 된다는� 편견, 고등학교� 학생들
이� 체육을� 덜� 좋아할� 것이라는� 편견� 등으로� 인해� 스스로� 지니게� 되는� 인
식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중학교� 체육교사에� 비해� 고
등학교� 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의� 동기가� 부족하게� 될� 것
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거야. 고등학교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유가 있

다? 더 이상 뭔가를 할 동기가 없다?

(이인성 교사, 심층면담)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충해도 된다는 느낌 물론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뭔가 중학교 애

들이 손이 많이 가는 건 맞지만, 중학교 애들이 체육에 더 열정이 있고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과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내가 교과

에 느끼는 자부심이나 애정 같은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기 싫

은 이유는 중학교만큼 애들이 체육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편견? 때문인 것 같아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체육교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체육교사들은� 온전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한� 체육교
사들에게는� 이� 차이가� 아주� 작은� 부분이며�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전해법� 교사는� 전문직�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
는� 근본적인� 측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학교급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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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학교에서든� 고등학
교에서든� 체육교사로서� 겪는� 모든� 상황들이� 곧�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
체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학생들의� 특성이� 차이가� 날� 뿐� 학교급에� 따라�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중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중학생들 14~16살, 이 학생들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적합한 어

떤 체육수업 속에 장을 열어주려고 이제 최선을 다했던 거고 고등학교에서 내가 교사

로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가 달라진 것뿐이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정체성은 저

는 계속 유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10대 후반에 이 학생들

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

을 알아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본 경험

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체육수업은 단순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따로 독

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교사로서 내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구

나 이렇게 생각하지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체육교사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고등학생

이기 때문에 체육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학교급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서의� 특징은� <그림�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 학교급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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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유형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중� 세� 번째는� 학교유형별�
차이였다. 구체적인� 특성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정기적인� 학교� 이동
이라는� 부분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일�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대개� 5년에�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하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대체로� 한� 학교에서� 머물거나� 하나의� 재단에� 소속된� 소수
의� 학교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유형별�
차이에는� 이러한� 정기적인� 이동의� 유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다� 구
체적으로� 공립학교� 체육교사에� 비해� 사립학교� 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다
음� 단계로� 나아감과�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를� 겪어본� 최오성� 교사는� 학교유형별� 차이, 특히� 학교� 이동
에� 따른� 차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공립은 5년마다 주기로 순환을 하는데 사립교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변하지 않

으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약간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하는데 그건 이제 진심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약간 정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결

국은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지루해지고 루즈해지면서 퇴화가 되고 그러면서 정체

가 되고 그게 더 심하면 퇴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목표가 사라지겠죠.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구체적인� 차이로는� 첫째, 인적� 자원, 둘째, 성장� 동기가� 있었다. 먼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공립학교� 체육교사들은� 사립학교� 체육교사들에� 비해�
더욱�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는� 정기적인� 학교� 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 체육교사들은� 사립학교� 체육교사들
에� 비해� 더욱�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와� 소통은� 체육교사들이� 더욱�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서� 역할을� 했다. 전해법�
교사는� 사립학교에서는� 인적� 자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그에� 따라�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사들과� 학교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즉�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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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풍부한� 성장의�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이 그 층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 사람

이 뭔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30년 동안 똑같은 자리

에 앉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옆의 선생님이 뭔가 수업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

면 나는 그 선생님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는 그런 측면

에서 굉장히 고인물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 수업의 장을 

변화를 주려고 움직이지 않는 한 굉장히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변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5년마다 움직이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가니까 계속 

다양한 체육교사들을 보잖아요. 네 아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아이 저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아

이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 저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러면 아 나는 저런 교사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립은 좀 더 다양한 

교사들을 만나면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반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면 사립 교사들은 그런 기회가 매우 없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이제 제가 원래 여중에 있다가 이제는 남녀공학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보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못하

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수준이. 그리고 저학년이니까 중학교 저학년이니까 그 체격도 여

학생들이 오히려 더 크고 이러니까 아 이게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남

학생이면 운동을 잘하고 남학생이면 체육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또 반대로 여학생이면 체육을 싫어하고 여학생이면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여중에서 근무할 때 깨졌고 그다음에 남녀공학에

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합반을 하면서 또 깨졌어요. 그래서 매번 학교를 옮길 때마다 

계속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선입견을 계속 깨주더라고요 애들이.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성장� 동기의� 측면에서� 공립학교� 체육교사에� 비해� 사립학교� 체
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인물’과� 같은� 분위기인� 사립학교에서� 실패�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는� 측면이� 있었고� 사립학교들은� 재단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더불어� 재단의� 영향도� 체육교사들의� 성장� 동기를� 알게� 모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 몇몇� 교사들은� 사립학교는� 정기적인� 학교�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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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하기에� 사
립학교� 체육교사들에게서는� 조금은� 더� 위축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사립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공립학교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부분도� 이를� 뒷받침
해주었다.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학교에서 잘 도움을 

안 주니까 좀 실패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에 계신 선생님

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별로 도와주지 않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옮겨 다니니까 저희랑 잘 안 

맞는 선생님이 있어도 에이 뭐 나중에 안 만나면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립은 그게 아니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박묘미 교사, 심층면담)

사립은 아무래도 재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사이면서도 약간 직원의 

개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같은 학교에 오래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많이 바뀌지

도 않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도 적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가 다른 선생

님들보다 길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재단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뭔가를 막 과감

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은 차이

가 있을 것 같아.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서의� 특징은� <그림�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5. 학교유형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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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사성별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 중� 네� 번째는� 교사성별에�
따른� 차이였다. 교사성별에� 따른� 차이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출산/육
아� 등으로� 인한� 영향, 둘째, 여자체육교사라는� 사명감, 셋째, 남성� 중심의�
체육교사� 문화가� 있었다. 먼저, 결혼/출산/육아의� 측면은� 앞서� 2장에서� 살
펴본� 결혼과� 육아의� 시기에서� 이어지는� 맥락이었다. 2장에서� 전반적으로�
여자체육교사들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정체성� 자체가� 체육교
사보다는� ‘엄마’라는� 역할에� 쏠리게� 되고� 그에� 따라�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이�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출산이라는� 측면
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체육교사들의� 정체
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출산을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

을까? 정체성이 바뀔 수 있잖아요.

(최오성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여자체육교사라는� 사명감� 측면에서� 여자체육교사들은� 자신이�
여자체육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개선해주고� 편견
을� 없애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체육교과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흥미가� 적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인식들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여자체육교사들이� 남자체육교사들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보완하고�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자체육교사라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노력들은�
여자체육교사들만의� 차별화된� 전문직� 정체성의� 색채를� 띠도록� 도왔다.

나는 여자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네가 갖고 있는 인식을 조금 깨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육 그리고 여자 

남자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줘야 된다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운동장 위에서 보통 보면 남자애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여자

애들은 거의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이제 남학생들 하는 거나 파이팅 응원해주고 

관람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여자체육교사라면 남자체육교사도 마찬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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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우리가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으레 그렇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를 깨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게 진짜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애들 중에도 사이에 낀 

존재들이 많잖아. 남자애들 중에도 운동 싫어하고 되게 약한 애들이 있고 여자애들 중

에도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면서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남자애들도 무슨 남자가?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 일부러 더 가르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댄스 이런 거 댄스 하면 남자애들 거부하

고 기피하는데 멋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 어떤 여자애가 애들이 그랬어. 선

생님 저희는 그냥 치어리더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남자들이 치어리더

하라고 그래 남자애들 스턴트 치어리딩 얼마나 멋있게 하는데. 너네가 축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저는 여자 선생님이 더 강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체성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존재 이런 느낌? 계속 

배우려고 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남자 선생님들을 조금 즐기는 게 있는 

거 같고. 똑같은 배드민턴이라도 여자 선생님들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빨아들이려고 한다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남자 선생님들은 즐기는 느낌이 생각

이 강해 보여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홍축복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체육교사� 문화의� 측면에서� 몇몇� 교사들은� 각각의� 단위� 학교
에서� 형성하게� 되는� 체육교사들의� 문화가� 주로�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했
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적응을� 보다� 더� 쉽게� 하는� 남자체육교사들은� 보
다� 더� 수월하게� 체육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문화와는� 거리
가� 상대적으로� 먼� 여자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더� 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체육교사가� 안정적으
로� 자신만의� 주체적인, 나다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는� 이를� 더디
게� 하는� 어려움과� 방해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체육교사들은� 이를�
협상, 거부, 수용, 경쟁� 및� 타협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게� 된다(Chandran et al., 2019; Rabow et 
al., 2010). 따라서� 여자체육교사들이� 겪는� 과정은� 남자체육교사와는�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김혜연(2020)은� 여자체육교사들이� 성별적� 기
대를� 극복하고, 함께함으로� 앎과� 삶을� 나누며,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실천하
는� 존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의�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이� 드러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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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확실히 좀 체육과가 아무래도 좀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여서 정체성을 형

성하는 것도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는 더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에 순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중략) 성별에 따라서 좀 지금 이제 또 많이 변하

긴 했지만, 전에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몇 명이야? 그러면 여 선생님은 빼고 세 명 이

렇게 항상 머릿속에서 여자는 빼고 이렇게 그런 때가 나는 그런 대답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여자로서 느끼는 거는 같은 교과인데도 같은 과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 들러리 같은 느낌.

(우슬기 교사, 심층면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수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형 

동생하면서 좀 끌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위계적인 구조라서 그런지 뭔가 또 그게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좋은 영향을 끌어주

고 같이 이끌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라

서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도 좀 되게 좀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의 느낌

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끌어주거나 이런 거는 남자들보다는 좀 희박한 느낌이 있고.

(김미소 교사, 심층면담)

  교사성별에� 따른� 차이는� 체육교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체육교사들은� 온전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한� 체육교
사들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교사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해법 교사, 심층면담)

  교사성별에� 따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서의� 특징은� <그림�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6. 교사성별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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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특성
들을� 종합해보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유무, 학교급별(중학교/고등학교), 학
교유형별(공립학교/사립학교), 교사성별차이의�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특성들이� 변화단계에� 주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었으며, 어떠한� 것이든� 예외가� 있듯이� 모든� 체
육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이밖에도�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그것들이� 변화단계에� 주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성에는�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
다. 교직경력� 또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성이었지만, 다른� 특성들에� 반해�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었다.
  전문직� 정체성은� 스스로� 꾸준히� 형성해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렇
기� 때문에� 교직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개개
인이� 마주하는� 퇴화, 정체, 성장의� 요인들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지니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경력에� 따른� 모습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물론� 다음� 단계로� 도달하기� 위해� 성장요인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간(교직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명
확하게� 존재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직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
적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변화단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개개인이� 퇴화, 정체, 성장요
인들� 중� 어떤�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직경력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발달의�
특징들� 중�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들을� 언급해본다면� 다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초임교사� 단계에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이었다. 이를� 일
반화할� 수는� 없지만, 성장의� 모습을� 띠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정체와� 퇴화
의� 모습을� 지닌� 채� 수� 년� 이상�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퇴화와� 정체의� 복합
체가� 되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을� 영원히� 가로막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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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견고해지

는 거죠. 훨씬 더. 그걸 깨기는 쉽지 않지. 정체와 퇴화의 복합체. 그냥 거기는 이게 정

체 퇴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견고해지는 거지. 더 이상 어떤 걸로 뚫을 수 

있을까. 10년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10년 가면 그거는 그건 그냥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건 끝이야 내가 봤을 때.

(한유명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변화단계와� 그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에� 대
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변화단계와� 그� 특성들을� 종합적인� 도식으로� 표
현을� 해본다면� <그림� 27>의�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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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합정리

  본� 연구를� 통해� 체육교사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통해� 얻게� 된� 체육교
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전반
적인�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었다.
  먼저,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꾸준한� 성장� 노력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들과� 체육교사들의� 지향(철학)에� 따라� 어떻
게�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결과는� ‘체육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을� 통해� 종합해보았다.
  다음으로,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
는� 과정� 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퇴화� 요인, 정체� 요인, 성장� 요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파악했다. 이� 결과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을� 통해� 종합해보았다.
  또한, 체육교사들이�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겪으며�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을� 형성� 및� 변화해나가는� 포괄적인� 변화단계와� 함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학교급, 학교유형, 교사성별이라는� 체육교사들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변화단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했다. 이� 결과는� ‘체육교
사�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를� 통해� 종합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한� 도식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
성과� 변화의� 여정’을� <그림� 28>에� 제시했다. 체육교사들은� 초임� 때부터� 퇴
화, 정체, 성장으로�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각자의� 여정을�
떠난다. 그들의� 여정은� 일방향적,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 단
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일정� 단계에서� 머무르기도� 하며, 때로는� 이전� 단계
로�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양방향적,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가� 지니는� 다대고와� 진선미� 사이의� 다채로운� 지향, 
체육교사가� 겪어가는� 다양한� 퇴화, 정체, 성장의� 요인, 그리고�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체육교사들은� 역동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결과� 형성된� 자신의� 체육교사� 전문
직� 정체성의� 모습을� 체육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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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0>과� 같다. 앞선� <그림�
28>의� 모습은� 연구� 결과들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해서� 체육교사
들이� 어떤� 영향요인들을� 겪으며� 어떤� 변화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에는�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체육교사들이� 겪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은� 더
욱� 역동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그것을� 포괄적으
로� 탐구해보고자� 했기에� 그� 결과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퇴화–정체–성
장의� 모습’으로� 요약해볼� 수� 있었다. 이는� <그림� 29>에서� 그래프의� 전체적
인� 모습과� 그� 중앙에� 존재하는� 추세선(Trend Line)의� 모습� 사이의� 관계
와� 유사하다. 실제� 체육교사들의� 모습은� 그래프상의� 수많은� 변곡점들처럼�
더욱� 역동적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처
럼�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래프에서�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놓은� 추세선과� 같은� 결과를� 제시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이� 보여주는� 포괄적인� 퇴화, 정
체, 성장의� 모습을� 요약하여� 명료하게�
드러내려� 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도식을� 보면, 체육교사들은� 초임교사�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단계를�
겪게� 되며, 그에� 따른� 역동적인� ‘퇴화–정체–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비록� 체육교사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
이� 드러나겠지만, 체육교사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차원에서� 바라본� 포괄적
인� 변화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
로� 살아가며� 겪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정체–성장의� 모습을� 포
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그림� 30>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29. 그래프와 추세선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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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변화단계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가� 형성하
는� 전문직� 정체성의� 포괄적인� 모습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 및�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한� 3가지�
논의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이�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과�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이�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
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 형
성의� 개념이� 체육교사교육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체육교사교육이� 다
루어야� 하는� 영역의� 확장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
해보고자� 했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그에� 따라� 체육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했다.

  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
하며, 당사자의� 심리적� 발달이� 관여된다. 둘째,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당사자가� 그�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과� 참여양
식� 속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이다(Jarvis-Selinger et al., 2012). 그것이� 체
육교사든� 의사든� 어떠한� 전문직� 교육에서든� 이� 핵심은� 동일하다. 다시� 말
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전문인� 개개인이� 전문직� 공동체에서� 전문적� 사
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는� 특히� ‘전문적� 사회화’가� 중
요한� 과정으로� 등장한다. 전문적�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맥이� 닿아있는� 것은� 교사� 사회화(Teacher 
Socialization)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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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사회화란,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 세계의� 구성원으로� 교직�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규범이나� 기술, 지식, 태
도, 가치� 등에� 반응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한� 교직� 사회로의� 적응양상, 그
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질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강신복, 
2000; 이윤철, 2007; 최상근, 1992; 최희진, 2002; Lortie, 1975). 보다�
세부적으로� 교사� 사회화� 중� 체육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체육교사� 사
회화의�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첫째, 체육교사�
사회화를� 촉진� 및�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있었다(Dodds, 1989). 둘째, 각� 단계별� 예비
체육교사나� 현직체육교사들의� 가치관, 인식, 태도� 등이� 어떤� 것인지와� 함
께�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
들이� 있었다(Templin & Schempp, 1989).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이와� 같
은� 흐름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보다� 구체
적으로� 직업사회화� 이론(Occupational Socialization Theory, OST)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흐름� 속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Richards 
et al., 20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과� 더
불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었다. 앞
서� 언급했듯이� 두� 개념� 모두� 사회화�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권
진옥, 2014; Wenger, 1998), 두� 개념� 모두� 사회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과� 변화단계� 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 체육교사� 사회화라는� 개념� 사이에는� 서로�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럼에도, 여전히� 두� 개념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측
면에서�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
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살펴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은�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전문성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온전한� 체육교사로서� 내면화하여� 지녀야� 하는� 모습, “올바른�
체육교사는�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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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줄� 수� 있었다. 이처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모종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전제가� 밑바탕에�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모습”은� 체육교사교육에서� 하나의� 방향성� 또는� 교육목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교사교육의�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될� 수� 있다.
  반면, 체육교사� 사회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
념은� “올바른� 체육교사는�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제한된� 답을� 제시해주는� 차원에� 그친다. 
즉, 체육교사� 사회화는� 체육교사교육의� 교육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은� 체육교사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과� 체육교사들이�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다양한� 단계들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서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Richards et al., 2014).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자면� 체육교사� 사회
화에서의� 목표는� ‘잘’ 사회화되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잘’ 사회화되기
의� 방향성이나� 핵심� 교육목표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보자면, 체육교사� 사회화에서는� 체육교사의� 삶� 자체, 체육교사로
서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교사란� 어떠해야� 한다는� 모종의� 도덕적인� 기준에� 기반
을� 한�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주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성을� 띤�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즉, 바람직한� 체육교육과� 체
육교사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의� 개념에는� 체육교사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야� 한다는� 의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개념을� 비교해보면, 체
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능동적인� 개념이며, 이� 능동적� 측면
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러난다. 반
면,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고, 이� 수동적� 측면은� 체육
교사들이� 겪게� 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 먼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 사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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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회화되기의� 구체적인� 모습과� 사회화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체육교사� 사회화라는�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드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체육교사� 사회화에서의� 주요� 연구� 초점인� 사회화의� 영향요인이나� 변
화단계(Richards et al., 2014)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
친다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
직� 정체성� 형성에서의� 영향요인이나� 변화단계� 등에� 대한� 더욱� 깊숙한� 이해
를� 지니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이상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체육교사� 사회화라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의� 정체를� 더욱� 명확하게� 드
러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체육교사� 사회화는�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게� 되고,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교사� 사회화가� 추구해야� 마땅한� 근본적인� 목표와� 함께� 그에� 따른� 방향
성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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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교사교육의� 역할� 확대로� 이끄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하는� 가치를� 전문인들에게� 습득시키는� 과정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며� 변화해왔다(Longan et al., 2020). 첫째는� 규율
에� 따른� 강제적인� 과정이다. 이는� 전문직의� 규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따
르게� 되는� 대가� 등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둘째는� 전문
직임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추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 이는� 전문성의� 요소들을� 각각�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전문직� 교육이� 이� 차원에� 머물고� 있다. 셋째는�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이다. 이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
내기� 위하여� 요청되는, 주요� 직무영역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기능, 지식, 
인성적� 자질의� 종합적� 총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문성� 함양� 교육의� 측면에서는� 전문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술, 지식, 태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개개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정체성과� 그들이� 전문
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받는� 영향들이� 함께�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내면화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자연스레�
전문성의� 요소들을� 드러내고자� 하며� 명시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전문성�
함양� 교육의� 입장과는� 달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깊숙하고�
비가시적인� 차원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명시적� 교육과정과� 더불어�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 또한� 함께� 강조하고� 있다(한희영, 서보영, 2021). 달리� 말
하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기존의� 전문성� 함양을� 강
조하는� 교육에� 비해� 더� 깊숙한� 차원의� 전문성까지� 인식하도록� 돕는다. 의
사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 교육에서도�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성� 함양� 교육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우리는�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러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명시적인� 측면과� 함께� 암묵적
인� 측면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의� 요
소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전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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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이끈다. 즉, Polanyi(1966)가� 언급
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시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유형의� 앎인�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지식과�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전문인의� 내면에서부터� 전문성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실천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문인으로서의� 기능, 지
식, 태도� 등� 총체적인� 자질� 차원� 모두에서의� 명시적, 암묵적� 전문성을� 자
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해가는� 것이� 곧� 바람직한� 전문인이� 되어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최의창
(2010)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활동을� 강조하는� 기
법적� 전문성, 그리고�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강조하는� 심법적� 전문
성의�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기법적� 전문성은� 행동으
로� 드러나며, 가시적으로� 목격되고,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표현되며, 객관적
으로� 포착이� 가능한� 측면들이다. 다음으로, 심법적� 전문성은� 마음이� 관여
되며,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고, 말과� 글로� 쉽사리� 표현되지� 않으며, 상
황과� 맥락� 속에서� 느낌으로� 전해지는�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명시적인� 측면의� 전문성이� 기법적� 전문성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고� 암묵적
인� 측면의� 전문성이� 심법적� 전문성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살펴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은�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전문
성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체육교
사의� 전문성들� 중� 명시적인� 부분들과� 함께� 암묵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체육교사들이� 내면화하게� 되는� 전문
직� 정체성에는� 이� 요소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알
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암묵적인� 측면들� 또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더욱� 깊숙한� 차
원의� 체육교사� 전문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체육교사교육의� 범위가� 표층적이고� 명시적인� 차원과� 함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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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 모두를� 다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준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들이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퇴
화, 정체, 성장의� 과정이�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인� 모습을� 지닌다는� 것을� 알
아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
화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모습은� 일방향적이지� 않
으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은�
체육교사로서의� 삶의�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교사의�
변화단계� 중� 마지막� 4단계인� 나눔과� 길라잡이의� 단계까지� 성장한다고� 해
서� 자연스럽게� 4단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성장의� 노
력이� 있어야� 퇴화하지� 않는다는� 모습�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기� 때
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 체육교사교육은� 지속적이고� 전� 생애
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
육� 모두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의사교육(Cruess et al., 2015)에서도� 이
미� 검증이� 된� 것이기도� 하며, 간호사교육(Simmonds et al., 2020), 변호
사교육(Hamilton, 2011) 등� 다른� 전문직� 교육에서도� 이미� 수면� 위로� 부
상하고� 있는� 개념이다. 물론� 전문직들에� 따라� 그� 자세한�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알맞은�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체육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들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체육교사로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성의� 심층적이
고�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의� 횡적인�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퇴화-정체-성장의� 과
정은�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이기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 모
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므로� 체육교사교육의� 종적인� 범위� 또한� 더욱� 확장
시켜준다. 따라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교육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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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은� 어떤� 내용과� 어떤� 방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존에� 가장� 논의가� 활발한 의사� 전문직� 정
체성� 형성�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인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로는� 자기성찰일기� 쓰기나� 포트폴리오� 기록이나� 소그룹
토의� 등을� 통한� 반성적� 성찰� 과정, 주제� 중심� 수업, 예술적� 창작활동, 환
자� 및� 의료현장� 경험� 등이� 있었다(한희영, 서보영, 2021). 이를� 통해� 기존�
우리가� 강조하고� 있던� 과학적� 지식� 및� 기능적� 활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
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의� 중요성� 또한� 부각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의사교육을� 비롯한� 다른� 전문직� 교육� 분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문적� 소양을� 강화해야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Cruess et al., 2015; Hamilton, 2011; Simmonds et al., 2020).
  이처럼� 전문직� 정체성은�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에� 꾸준히�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다. 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최의창(2018a)에� 따르면,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총체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서는� 기존에� 강조하던� 과학적, 기능적� 측면과� 함께� 총체적� 존재로서의� 모
습을� 되찾기� 위해�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내용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까지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기법적� 전문성의� 측면과� 심법적� 전문성의� 측면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영역들에� 대한� 체험을� 통해� 가장� 온전하게�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로서� 총체적인� 전문성을� 함양하고� 그것을�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교육에� 인문적, 서사적� 접근이� 필요
하다. 즉, 체육의� 서사적� 차원을� 드러내어� 인문적� 방식으로� 전달하고� 가르
치는� 자질을� 함양시켜야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전문직� 정체성� 형성
에의� 영향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꾸준한� 독서를� 통한� 공부� 그리고� 글쓰기
를� 통한� 성찰과� 반성� 등�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체험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
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직� 정체성을� 잘� 형성한� 온전한� 체육교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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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운동� ‘하기’에만� 그치지� 않고� 운동의� 깊숙한� 차원에� 대한� 체험도�
해야만� 한다. 즉, 마음이� 관여되며,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고, 말과� 글로�
쉽사리� 표현되지� 않으며, 상황과� 맥락� 속에서� 느낌으로� 전해지는� 측면 같
은� 인문적� 차원의� 구체적� 모습을� 체험해야한다는� 것이다(최의창, 2010).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이�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인문학의� 차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른� 용어로�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 운동
소양)”(최의창, 2018a)라고도� 한다.
  스포츠리터러시는�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적
인 체육교사의� 모습은� 능� · 지� · 심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스포츠리터러
시를� 온전히� 갖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체육교사들이� 스포츠리
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15+ 향유”(최의창, 2018a)를� 통해� 스포츠의�
모든� 측면을� 다뤄서� 능� · 지� · 심을� 총체적으로� 함양하는� 방법이� 필요하
며, 자연스레� 이� 과정� 속에서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강조된다. 
이처럼�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체육교사들이�
스포츠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과정은� 곧�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접점을� 지니게� 된다.
  스포츠리터러시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인문학에� 주목하고� 인문적� 소
양을� 함양하는� 과정은� 체육교사�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체육교
사라는� 공동체에� 전문적� 사회화가� 되는� 과정� 또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
에� 체육교사공동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기주(2020)는� 성
찰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스포츠리터러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
는� 것보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함께하는� 스포츠리터러시� 함양� 활동이나�
교육활동� 반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성찰의� 과정은� 반성적� 글쓰기, 반성적� 대화, 반성적� 글읽기� 등�
인문적이고� 서사적인� 체험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의사교육에서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실천공동체� 내에서� 개인, 관계적, 
집단적� 정체성의� 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활발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Chandran et al., 2019). 본� 연구의� 결과� 중� 전문직� 정체성� 형성
에의� 영향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학습공동체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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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가� 진선미� 스포츠에� 가까운� 지향성(철학)을� 지니고�
있을수록� 해당� 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더욱� 넓고�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교사가� 진선미� 스포츠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표층적인� 부분과� 심층적인� 부분� 모두를, 기능적� 측면(능력, 기법적� 전
문성)과� 심성적� 측면(심성, 심성적� 전문성) 모두를� 아우른다는� 것과� 동일하
기에� 진선미� 지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도�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의� 개념들은� 모
두� 진선미� 스포츠의� 방향성으로� 체육교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스포츠의� 참된� 올바름과�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진선미� 지향의� 체육교육은� 곧� 인문적� 측면의� 강조와� 교육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체육교육의� 맥락에서는� 앞서� 언급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 등� 인문적� 차원을� 강조하는� 체육교육이� 점차� 주
목받고� 있다. 그러나� 체육교사교육의� 영역까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이�
논의를� 체육교사교육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교육이나� 간호사교육� 등에서� 인문적� 차원을� 강조해온� 것
과� 같이� 체육교사교육에서는�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
러시� 등� 인문적� 차원에� 대한� 기존의� 풍부한� 논의들이� 토대가� 되어� 체육교
사들에게�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교육의� 과정� 속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의� 개념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문적, 서사적� 체
험의� 과정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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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체육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능력과� 심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미비한� 현실� 속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
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요인과� 특징들에� 의해�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파악해보
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육교사가�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본� 장에서는� 체육교사들이� 형성한� 전문직� 정체성
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및� 변화단계에� 대해� 탐색한� 후� 도출한� 결과� 및�
논의를� 함께�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체육교사의� 직무영역과� 자
질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총� 9가지� 구역으로� 구분한� ‘체육교사� 전문직� 정
체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분석했으며, 체육교사가� 지닌� 지향(철학)
에� 따라�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체육교사의�
직무영역은� 수업, 학생, 행정의� 3가지� 측면, 체육교사가� 지닌� 자질차원은�
능(能)정체성, 지(智)정체성, 심(心)정체성의� 3가지� 차원이� 있었다. 그에� 따
른� 9가지� 전문직� 정체성� 영역에는� 세부적으로� 능정체성에� 9가지, 지정체성
에� 9가지, 그리고� 심정체성에� 10가지의� 총� 28가지� 요소들이� 있었다.
  능정체성의� 차원에서� 수업의� 영역에는� 수업실행� 능력, 숙련된� 운동� 능
력,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등을� 파악하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의� 세�
요소가� 있었다. 학생의� 영역에는�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라포형성�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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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적절하게� 학생관리를�
하는� 능력인� 학생관리� 능력� 세� 요소가� 있었다. 행정의� 영역에는� 다양한� 행
정적�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업무수행� 능력,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
직관리� 능력, 그리고� 다양한� 체육� 관련�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체육기획� 능
력의� 세� 요소가� 있었다.
  지정체성의� 차원에서� 수업의� 영역에는� 체육수업과�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를� 뜻하는�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스포츠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스포츠문화� 지식, 그리고� 체육학이라는� 학문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체육학� 지식의� 세� 요소가� 있었다. 학생의� 영역에는� 효과적인� 전달
을� 위한� 전달방법� 지식, 적절한� 피드백을� 위한� 피드백� 지식, 그리고� 학생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인� 학생에� 대한� 지식의� 세� 요소가� 있었다. 행정의�
영역에는� 축적된� 경험에서� 얻은� 축적된� 경험적� 지식, 체육과� 관련된� 다양
한� 업무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체육운영� 지식, 그리고� 디지털과� 미디어� 기
술을�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리터러시의� 세� 요소가� 있었다.
  심정체성의� 차원에서� 수업의� 영역에는� 수업� 성찰과� 반성, 수업과� 삶의�
현장을� 일치시키는� 수업과� 삶의� 합치, 그리고� 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이라
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는� 열정의� 세� 요소가� 있었다. 학생의� 영역에는� 부드
러운� 카리스마,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로서� 역할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롤
모델과� 멘토, 그리고� 학생을� 포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의� 세� 요소가� 있었다. 행정의� 영역에는� 학교구성원들에게� 교육실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교사리더십, 학교의� 다양한� 측면을� 넓게� 보려는�
넓게� 보는� 안목, 미래까지�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멀리� 보는� 안목, 그
리고� 체육교과는� 학교의� 기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생활을� 하려는� 사명
감의� 네� 요소가� 있었다.
  나아가서� 체육교사� 개개인이� 지니게� 되는� 지향� 또는� 철학의� 모습에� 따
라�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체
육교사들이� 지니게� 되는� 핵심� 지향(철학)은�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
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체육, 학
생, 자신이라는� 요소는� Didaktik Triangle에서� 말하는� 교육의� 세� 가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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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단위인� 교과, 학습자, 교사와� 서로� 동일하게� 대응이� 됨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향점은� 능력의� 숙달을� 위한� 방향인�
다대고(多大高) 스포츠� 지향, 능력과� 더불어� 심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
향인� 진선미(眞善美) 스포츠� 지향�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체육교사가� 이�
두� 극단�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지향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 또한� 차이가� 났다. 특히� 체육교사들
이� 진선미� 스포츠� 지향을� 지니고� 있을수록�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보다�
넓고� 깊게� 형성되었다.
  요약해보자면, 체육교사들은� 능, 지, 심정체성의� 차원에서� 각각� 수업, 학
생, 행정의� 영역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쌓아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는� 체육교사� 개개인이� 지니는� 체육교육에� 대한�
지향(철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둘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생태
학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방향성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사회생태학적� 모
형에� 따라�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 및� 정책적� 요
인의� 4가지� 층위로� 구분을� 했으며,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퇴화의� 요인, 정
체의� 요인, 성장의� 요인이라는� 3가지� 방향성으로� 구분을� 했다. 그에� 따른�
14가지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개인� 내� 요인에는� 꾸준한� 공부, 성찰과� 반성, 에너지와� 열정� 관리, 그리
고� 결혼과� 육아가� 있었다. 꾸준한� 공부는� 성장의� 요인이었다. 다양한� 형태
의� 학습은� 교사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제공했고, 시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철학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성찰과� 반성도� 성장의� 요
인으로� 작용했다.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체육교사들은� 스
스로의� 부족함을� 찾도록� 이끌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는� 글쓰기라는� 행위가�
중요하게� 드러났다. 에너지와� 열정� 관리도�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
체적, 정신적� 에너지와� 함께� 체육교사로서의� 열정을� 꾸준히� 지니도록� 관리
하는� 것은� 성장으로� 이끌었다. 결혼과� 육아는� 퇴화와� 정체의� 요인으로� 작
용했다. 퇴화의� 측면은� 여자� 체육교사들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몰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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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에서� 드러났다. 남자�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측면에� 비교적� 덜� 영
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에� 상대적으로� 정체의� 측면으로� 작용했다.
  개인� 간� 요인에는� 롤모델과� 멘토, 주변의� 지지와� 인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교류가� 있었다. 롤모델과� 멘토는� 성장의� 요인이었다. 자신의� 목표
에� 근접한� 사람인� 롤모델을� 바라보고�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와의�
상호작용은� 체육교사들에게� 성장의� 발판� 역할을� 했다. 주변의� 지지와� 인정
도� 체육교사들에게� 성장의� 요인이었다. 단순한� 긍정적� 관계와� 교류를� 넘어
선� 주변인들의� 지지와� 인정은� 특히� 중요하게� 다가왔다. 사회적� 관계와� 교
류는� 그� 모습에� 따라� 퇴화, 정체, 성장의� 모든�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사
회적� 관계와� 교류가� 갈등� 상황일� 경우� 그것은� 퇴화로� 작용했고, 서로� 간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체, 긍정적� 관계와� 교류를� 했을� 때는� 성장의� 요
인으로� 작용했다.
  조직적� 요인에는� 교사학습공동체, 수많은� 학교� 업무, 그리고� 폐쇄적� 학
교� 문화와� 환경이�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체육교사들은�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서로� 중
심을� 잡아줄� 수� 있었으며,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각자의� 부
족함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 수많은� 학교� 업무는� 퇴
화와� 정체의� 요인이었다. 이는� 크게� 행정� 업무에� 파묻히는� 상황과� 담임으
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업무들이�
많아질수록� 그� 상황은� 점차� 정체에서� 퇴화의� 영향으로� 이끌었다. 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도� 퇴화와� 정체의� 요인이었다. 행정업무에� 큰� 비중을� 두
고� 체육교사에� 대해� 요구를� 하며� 체육수업의� 가치를� 경시하는� 문화� 및� 환
경은� 퇴화의� 요인이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 및� 정책적� 요인에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 모호한� 교육� 목표, 
워라밸과� 개인주의,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었다.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
은� 정체� 또는� 성장의� 요인이었다. 단발적이라는� 것과� 기술적� 요소와� 형식
적� 측면에� 치중하는� 현실은�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의� 영향을� 미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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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정체로� 이끌었다. 성장의� 측면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과� 체육
교사들� 사이에� 만남의� 장� 역할을� 했다. 모호한� 교육� 목표는� 그� 정도에� 따
라� 퇴화� 또는� 정체로� 이끌었다. 이는� 체육교육과� 교사교육� 모두에� 적용되
는� 것으로, 그� 결과� 체육교사들의� 철학과� 가치관� 형성이� 어려워졌고, 교사
들마다� 방향성이� 제각각이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 행위의� 모호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워라밸과� 개인주의도� 퇴화와� 정체의� 요인이었다. 
적절한� 워라밸과� 개인주의의� 추구는� 괜찮지만, 그� 정도가� 과도해짐에� 따라�
정체, 나아가서는� 퇴화까지�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코로나-19는� 퇴화, 정
체, 성장의� 모든� 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먼저, 퇴화와� 정체의� 측면
에서� 코로나-19는� 체육교육의� 장에� 다양한�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 그러나�
성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불러오는� 촉진제� 역할
을� 하기도� 했다.
  요약해보자면, 체육교사들은�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그리고�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전문직� 정
체성을� 형성� 및� 변화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체육교사들에게� 퇴
화, 정체, 그리고� 성장의� 방향성으로� 그�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포괄적인� 모습과� 변화를� 성인� 발
달� 모형에� 근거한� 변화단계로� 분석했으며,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
적인� 특징들이� 이� 변화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었다. 변화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 드러났으며, 체육교사들이� 지
니고� 있는� 특성들은� 크게�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학교급, 학교유형, 그리고�
교사성별의� 4가지� 특성들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포괄적인� 변화단계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버팀과� 시행착오다. 이는� 체육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전문적� 공동체에� 사회화가� 되는� 단계로, 이들은� 힘든� 상황을� 버티면서� 여
러�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체육교사들은� 수업과� 학
생의� 영역, 능과� 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만약� 아무런� 노력이� 없
다면� 정체를� 하게� 될� 것이고� 계속� 시행착오를� 회피하게� 되면� 체육교사들은�
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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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머뭄과� 고원현상이다. 이는� 수업과� 학생의� 영역, 능과�
지의� 측면에서�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3단계로� 나아가기� 위
해� 체육교사들은� 부족한� 행정의� 영역과� 심의� 측면까지� 함양하기� 위해� 노력
하고자� 한다. 만약� 학교에서� 적응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 더� 지속되면� 변화하
는�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퇴화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다시� 변화한� 상
황에� 버티고� 시행착오를� 하는� 1단계로� 퇴화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끔과� 핵심역할이다. 수업, 학생, 행정의� 모든� 영역, 
능, 지, 심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게� 함양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고� 그
것을�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4단계로� 나아가
기� 위해� 체육교사들은� 학교� 외부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약� 부장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역할에� 매몰되거나� 교감, 교
장, 장학사� 등�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체육교사로서� 정
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심해진다면� 퇴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나눔과� 길라잡이다. 자신이� 총체적으로�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외부의� 세계로� 드러내며� 나눔과�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머물기� 위해� 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성장의� 동력을� 꾸준히�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나눔과�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버거
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정체에서� 점차� 퇴화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은� 4가지� 변화단계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하는� 교사는� 풍부한� 인적� 자원, 원활한� 성장� 동력, 탄탄한� 기반� 환
경을� 지닐� 수� 있었기에�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다. 반면, 참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좁은� 시야와� 빠른� 열정� 및� 에너지� 고갈로�
인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학교급의� 차원에서는� 체육교과의� 중요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
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로서의� 자
긍심을� 형성하는� 것이� 원활했고� 충분한� 성장� 동기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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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학교유형의�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이동의� 유무가� 중심적인� 역할
을� 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환경의� 공립학교에서는� 풍부한� 인적� 자원과�
충분한� 성장� 동기를� 지닐�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의�
사립학교에서는� 그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네� 번째, 교사성별은�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차
이점을� 살펴보면� 여자� 체육교사들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여자
체육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지니며,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있었다. 반면, 남자� 체육교사들은� 위에� 서술한�
측면들에서� 여자� 체육교사들에� 비해� 퇴화와� 정체� 요인과� 비교적� 덜� 마주하
는� 모습이� 있었다.
  요약해보자면, 체육교사들은� 초임교사로서� 학교에� 발을� 내딛고� 시간이�
지나� 교단을� 떠날� 때까지� 다양한� 요인들과� 특징들에� 따른� 퇴화, 정체, 성
장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 꾸준히�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역동적인�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겪으며� 체육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또한,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일방향적,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 양방향적, 
역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모습을� 최대한� 포
괄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세� 가지� 논의� 및� 시사점을�
떠올려볼� 수� 있었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이� 체육교
사� 사회화의� 개념과�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이� 체
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개념
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역할�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
문적) 사회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 또한� 있었다. 비록�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앞선� 공통점이� 있기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교사� 사회화는� 체육교사� 전
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문적� 사회화에� 대한� 이해� 측면에
서� 제공하게� 되고,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교사� 사회화가� 추
구해야� 마땅한� 근본적� 목표와� 함께� 그에� 따르는� 방향성을� 제공한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이� 체육교사교육의� 목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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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체육교사교육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의� 확장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
게�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
사� 전문성의�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기에� 기존의�
전문성� 함양� 교육에� 비해� 체육교사교육의� 횡적인�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
리고�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정체-성장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이기
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 모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므로�
체육교사교육의� 종적인� 범위� 또한� 확장시켜준다. 따라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교육의� 역할� 확대를� 가져온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그에�
따라� 체육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
지� 논의해보았다. 의사교육이나� 간호사교육� 등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인문적� 소양을� 강조해온� 것과� 같이� 체육교사교육에서도� 인문적� 차원
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체육의� 영역에서는�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
츠 · 스포츠리터러시� 등� 인문적� 차원에� 대해� 인식하고� 강조하는� 개념들에�
대한� 논의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는� 체육교사들에게� 인문적� 지혜와� 서
사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이� 개념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교육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
러시의� 개념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문적, 서사적� 체험의� 과정은� 체육교
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체육교사들이� 내면화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포괄적� 모습을�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체육교사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지니고� 있어
야� 하는� 총체적인� 전문성� 및� 자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차
원에서� 살펴보았고� 이는� 전문인으로서� 체육교사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
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어� 이를� 비롯한� 체육(교육)전문인�
전반에� 걸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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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책적� 차원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체육교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예비전문
인�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전문직군은� 의사가� 있다. 의사교육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이� 의사교육의� 목표가� 되었을� 때� 의사라는� 전문인으로
서� 지녀야� 할� 온전한�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과정을� 의사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녹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는� 인문학적� 요소를� 강조한� 의료인문학과� 관련된� 과정들을� 의사
교육의� 전� 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체육교사들� 또한� 이러한� 과정
이� 필요하다. 예비교사교육의� 필수이수단위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교직전문성� 강좌, 교직윤리� 강좌� 등)으로� 할당하는� 것, 예비교사
교육�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 중
등임용고사의� 과정�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 등�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체
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이상적인� 교사상과� 이상적인� 비전을� 정신, 태도, 
신체의� 총체적인� 차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최의창, 2020). 
  둘째, 체육교사들� 개개인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지닐�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꾸준히� 성장의�
방향으로� 형성해나가야� 한다. 체육교사� 개개인이� 체육교사로서의� 삶� 전체
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체육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안
정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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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체육교사로서� 꾸준한�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 속에
서� <결과� 1>에� 제시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는� 현
재� 자신의�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상태를� 체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횡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 3>에� 제시
한�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는� 자신의� 체육교사로서의� 삶� 전반
을� 아울러� 파악하고� 바라보며� 예측할� 수� 있는� 종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능� · 지� · 심의� 자질차원과� 수업, 학
생, 행정의� 직무영역, 그리고� 변화단계별� 가이드라인�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체육교사들이� 전문직� 정체
성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서� 전체적인� 과정이� 딱딱한� 내용과� 의무적이
고�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
이든� 형식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체육교사들� 모두가� 체육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
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드러운� 내용과�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인식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교사들
에게� 적절하고�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 및� 환경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결과� 2>에서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퇴화와� 정체� 그리고� 성장의�
요인들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었기에� 체육교사들에게� 성장
의�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는� 현장의� 교육� 분위
기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육교사가� 되어간다는� 것은�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에� 예비교사교육만이� 아닌� 현직교사교
육에서도� 각각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교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최의창, 
2020). 특히� 많은� 교사들은� 이� 중에서도� 롤모델과� 멘토, 성찰과� 반성, 교
사학습공동체�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교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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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다.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던� 롤모델과� 멘토� 또
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마주할� 수� 있었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체육교사들
은� 함께� 존재할� 수� 있었기에� 성찰과� 반성을� 위한�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직체육교사교육� 전반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들을� 적절
하게�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특히� 그� 방향성이� 형식적이고� 표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인문적� 지혜와� 함께�
서사적� 체험의�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업� 잘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전부가� 아닌� 인문적, 예술적� 활동�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기’ 이외에� 존재하는� ‘15+ 향유’ 활동(최
의창, 2018)을� 통해� 더� 넓은� 차원에서� 체육교사교육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
을� 바라보아야� 하며, 현직체육교사교육의� 과정�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예비
체육교사교육의� 측면에서� 기존에� 간과했던� 스포츠의� 인문적� 차원을� 과학적�
차원� 못지않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예비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직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는� 예비체육교
사교육의� 영향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의사교육에서는� 대학
에서의� 경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에
서도� 대학에서의� 경험에� 대해� 파악해보고�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실행연구�
등� 다각도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체육교사교육는� 어떠해야� 하는가
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프
로그램� 참여에� 따른� 예비체육교사들의� 경험과� 그것의� 장기간의� 영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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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강조
가� 자연스레� 따르기� 때문에� 스포츠인문학의� 차원에도� 주목하고� 신경을� 써
야만� 한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변화단계� 각각의� 세부적인�
측면을� 더� 깊숙하게�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포괄적� 차
원의� 연구이며, 이� 주제에� 관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의� 전문
직� 정체성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애사적� 접근�
등을� 통해� 완성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체육교사� 개개인의� 전문직�
정체성을� 더욱� 세세하게� 파악하는� 연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 중� 조직적� 차원, 사회� 및� 정책적� 차원� 등� 일부� 요인들에� 대해�
집중해보는�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과� 범위를� 체육교사뿐만이� 아니
라� 체육(교육)전문인�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육전문인들� 중� 체육교사만을�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체육전
문인들� 중� 체육교육전문인으로만� 좁혀서� 보더라도� 엘리트� 스포츠� 코치, 생
활체육지도자, 무용� 예술� 강사� 등� 다양한� 전문인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
문에� 체육교사� 이외의� 체육(교육)전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체육교육전문인들� 사이에서�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
해� 체육교사들� 고유의� 특징들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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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s and to explore 
the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questions to 
investigate this are: First, What is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econd, How doe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orm?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aradigm,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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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as conducted for 12 months, from January 2021 to 
December 2021, through the stages of plann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2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teaching career, gender, participation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school level, and school type. Data 
collected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nd local document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lso,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the research ethics and follow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gulation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rofessional Identity Matrix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PIMPET)', and there were a total of 28 components. The 
components could be sorted out into a total of 9 areas with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task areas(Teaching, Student, 
Administration) and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quality 
dimensions(Competence, Knowledge, Disposition) as 2 axes of it. 
In terms of competence identity, there were ① Teaching (class 
execution ability, skillful athletic ability, ability to read trends), 
② Student (rapport form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tudent management ability), ③ Administration (work 
performance ability,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sport 
planning ability). In terms of knowledge identity, there were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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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class and curriculum knowledge, sport cultural 
knowledge, kinesiology knowledge), ② Student (communication 
method knowledge, feedback knowledge, student knowledge), ③ 
Administration (accumulated empirical knowledge, sport 
management knowledge, digital literacy). In terms of disposition 
identity, ① Teaching (class reflection, sport as a daily life, 
passion), ② Student (soft leadership, role model and mentor of 
students, open mind to students), ③ Administration (teacher 
leadership, broad perspective, distant vision, sense of duty).
  The orientation(philosophy)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To pursue meaningful teaching based on the love for Sport, 
Student, and Themselves(Teacher)’.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depended on whether the orient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was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abilities(Lecaf sport orientation), or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disposition as well as ability(Arete sport 
orientation). The closer to Arete sport orientation, the 
professional identity was widely and deeply formed.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analyzed in four 
layers: Intrapersonal, Inter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Policy factor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There 
were 4 Intrapersonal factors: ① studying (progression), ② 
reflection (progression), ③ energy and passion management 
(progression), and ④ marriage and child care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3 Interpersonal factors: ① role models 
and mentors (progression), ② support and recognition from 
people (progression), and ③ social relationships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There were 3 Organizational factors: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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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learning community (progression), ② numerous school 
tasks (regression, stagnation), and ③ closed school culture and 
environment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4 Social and 
Policy factors: ①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stagnation, progression), ② ambiguous educational 
goals (regression, stagnation), ③ work-life balance and 
individualism (regression, stagnation), and ④ COVID-19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Each influencing factor had a different direction, and those 
directions were directions of regression, stagnation, and 
progression. The directions showed a multi-layered appearance 
because in some cases, there were more than one direction to a 
single factor.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 ident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dult development model, and there was 
a total of 4 stages. ① The first stage is ‘enduring and trial & 
error’. It refers to the stage of taking the first step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becoming socialized 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② The second stage is ‘adapting and plateau 
phenomenon’. This is the stage wher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et adapted to teach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aking care of the students, with a focus on competence and 
knowledge dimension. ③ The third stage is ‘leading and playing 
a key role’. It is a stage in which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ave appropriately formed professional identity in all aspects of 
teaching, student, and administration, also on competence, 
knowledge, and disposition dimensi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the school through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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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he fourth stage is ‘sharing and giving guidance’. This is the 
stage in which the professional identity that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has internalized as a whole is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Moreover, these 4 stages of change were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①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were relatively easy to advance to 
the next stage, but it was not easy for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② In terms of school level, the importance of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gress. However, it was not easy in high school where there 
is less emphasis on physical education subject than in middle 
school. ③ In terms of school typ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gular school transfers of teachers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public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In contrast, it was not easy for 
privat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ere there are no 
or few school transfers among teachers. ④ Teacher gen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ge of change. 
However,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ace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s that summarize and interpret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in that it 
could act as a goal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However, it was discussed that these two concep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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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hat the studies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can provid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expands 
the later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because it allows people to understand the deep and implicit 
dimens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ism. Also, 
since the regression – stagnation – progression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s dynamic and bidirectional, it is 
discussed that it extends the vertic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s it awakens the importance of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according to texts and experiences from other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 are important in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context, 
there are concepts that emphasize the humanistic 
dimension(humanistic wisdom & narrative experience), such as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These existing concepts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can 
provid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s, and thu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the concepts of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Moreover, the process of learning humanistic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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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rrative experiences to cultivate them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method for form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ccording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 the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able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assess their 
own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various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stage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study or an action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an be form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detailed aspects of each of the compon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influencing factors, and each stage of 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and scope of research to 
find out about other sport (education) professional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oo.

Keywords :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hysical Education Teacher,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Student Number : 2019-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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