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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교사 생애 단계의 주요 특징을 밝히고 그것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의 초 2개, 중 2개, 고 4개교에서 경력별 5명씩 총 40명의 교사들에게 교직 희망 계기, 교직 입문 

시 주요 관심과 입문 시 상황, 시간에 따른 각종 변화와 그 계기 등을 질문하여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교사 생애단계는 교사의 조직 내 역할 변화 관련 생애단계와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관련 생애단계의 두 차원으

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을 달리하는 교사 생애단

계들은 한편으로는 승진 구조와 관련한 교직의 모순적 구조를 드러내 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한 주요한 자원이 교직 내부에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요어 : 교사 생애단계, 학교 조직 내 교사 역할,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점, 교직 특성

Ⅰ. 서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교사’의 이미지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가? 교사

의 이미지를 하나로 그릴 수 있는가? 이제 갓 학교에 부임한 초임교사와 정년을 앞둔 교사는 

같은 교사인가?

* 이 논문은 김정원 외(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 필자가 작성한 내용을 수정, 보

완한 것임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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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애단계, 혹은 발달단계에 대한 논의들은 교사는 하나의 범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단계별로 교사의 주요 관심과 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들은 교

사가 교직에 입문해서부터 퇴직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특별히 요

구되는 역량들이 있어 그러한 단계별 요구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현직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손병길, 2004; 이병진, 1996; 조대연, 2009; Burden, 1980; Fuller, 1969; Hall & hord,

1987; Katz, 1972; Watts, 1980 등). 교사들이 초기 교직에 입문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역량, 성

숙한 중견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요구되는 역량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교사의 생

애단계에 따라 교사 재교육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이 다르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한국의 관련 연구들은 실제로 한국의 교사들이 어떠한 생애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한 체계

적으로 분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해외 연구들이 설정해 놓은 교사 

생애 및 발달단계를 가정하고 관련 논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한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그 연구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교직 입문 후 퇴직하기까지 

교사로서의 주요 관심이나 활동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이 특징적으로 경험하는 생애단계가 교직의 특성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Ⅱ. 관련 선행연구들

ʻ교사 생애단계ʼ라는 주제에 포괄되는 관련 연구들은, 크게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교사발달 연

구와 교사의 생애주기 혹은 생애단계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사발달 연구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교사발달 연구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적

(Pedagogic) 관심이 성숙되는 시기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그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탐

색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Burden, 1980)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발달 및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사로서의 자아가 성숙되는 단계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Oja, 1990 ; Watts, 1980 등).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흔히 인용되는 Fuller

& Brown(1975)은 교사의 발달 과정을, ‘생존에 관심이 있는(survival concern) 단계’, ‘교수 상황

에 대한 관심(teaching situation concern) 단계’,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정서적 필요, 개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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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갖는 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Veeman, 1984: 160-161에서 재인

용). Burden(1980) 역시 교사발달 단계를 교직 첫해, 경력 2년에서 4년, 경력 5년 이상의 세 단계

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교사로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데 그들은 

교수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을 잘 수행해 나가며 일반적인 교

사 이미지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에게 최고로 적합한 교수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교직 첫해에는 교수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교수방법

을 추구하기보다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일반화된 이미지에 교사 스스로를 맞추려 한다. 경

력 2년에서 4년까지는 그 중간 단계로서 점차 관련된 지식과 통찰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인지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교사발달 연구는, 인지적 성숙 차원에서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말한다(Veeman, 1984). 대표적인 사례로는 

Oja & Ham(1984), Oja(1990), Watts(1980)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Watts(1980)는 교사발달 단계

를 생존 단계(Survival), 중간 단계(A Middle Stage), 숙련 단계(Stage of Mastery) 등,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최종 단계인 숙련 단계는 확실한 능력을 보유한 교사로서의 분위기를 지니는 가운

데 외부인들에게는 그가 다룰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확신과 편안함을 보이는 

단계이다. 이에 비해 생존 단계의 교사는 매일 매일 부딪치는 일들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데 관

심을 쏟는 교사들이다. 각 교사들이 지니는 걱정과 불안의 정도는 다양한데 많은 경험 있는 교사

들도 새로운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생존 단계의 열병을 다시 겪는다고 한다. 중간 

단계는 일정한 특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교사마다 생존 단계에서 숙련 단계로 이행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다. 어떤 교사는 매우 빨리 숙련 단계로 넘어가고 많은 교사들이 

중간 단계에 머무르기도 한다.

Oja & Ham(1984)은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교사발달 연구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은 실행연구에 기초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발달 단계를 관례적인 교사

(Conventional teacher) 단계, 이행기적 교사(Transitional teacher) 단계, 목표지향적 교사

(Goal-Oriented teacher) 단계, 자기규정 교사(Self-defining teacher) 단계 등으로 구분하였다(Oja

& Ham, 1984: 177-181). 이후 Oja(1990)는, 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학습해 나가는 발달 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가운데 교사발달 단계를 다시 자기보호 단계(Self-protective stage), 순응 단

계(Conformist stage), 성실 단계(Conscientious stage), 그리고 자율 단계(Autonomous stage)로 

재명명하였다(Oja, 1990: 7-8).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교사발달 연구는 김정규･권낙원(1994)을 들 수 있

다. 이들은 교사발달 단계를 직전교사(education student), 초임교사(initial teacher), 발전교사

(developing teacher), 실습교사(practicing teacher), 숙련교사(experienced teacher)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사 과업과 속성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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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생애단계 연구

교사 생애단계(teacher life stages or life cycle of teachers) 연구는 교사들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교직에의 입문 후 퇴직하기까지 거치는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각 단계별 특

징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교사발달’ 연구와 달리 최종 ‘성장’ 지점을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로 분류하기보다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면서부터 퇴

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겪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교사 생애단계 관련 연구 역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경력을 축적

해 나가면서 일정한 단계로 변화해 나간다는 단선적 생애단계 모형과 한 단계에서도 여러 종류

의 성향을 복합적으로 지닐 수 있으며 교사가 경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복합적･역동적 생애단계 모형이 그것

이다.

단선적 생애단계 모형을 그리고 있는 연구로는 Webb과 Sikes(1989)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은 연령별로 교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교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구분하였다. 이들은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 Initiation and Socialization,

21~28세)’, ‘30대 과도기(The Age Thirty Transition: Reassessment and Connection, 28~33세)’,

‘정착기(Settle Down: Using Old Skills and Finding New Ones, 33~44세)’, ‘중년 전환기(Midlife

Transition: Coming to Terms, 40대~55세)’, ‘중년기(Midlife: Taking Stock and Self Acceptance,

55세~퇴직)’ 등의 5단계로 구분한다.

한편, 연령별로 교사가 겪는 경험들을 단계화시킨 Webb과 Sikes(1989)와 달리 교사가 경력을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단계

를 뛰어 넘을 수도 있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한 연령 단계에서 여러 수준의 특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Burke 외의 연구(1987)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종 교사 경력 관련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경력 단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소위 ʻ교사 경력 사이클 모델(Teacher Career Cycle

Model)ʼ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발달 모델이 아니라 ̒사이클 모델ʼ인 것은, 입문, 성장, 쇠퇴로 

이어지는 순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사 경력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Burke

et al., 1987: 14-15).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 교직 준비 단계(Pre-service), 일상 활동

이나 학교 시스템에 적응(socialized)하는 처음 몇 년 간의 교직 입문 단계(Induction), 교수 기술

(skills)이나 능력(abilities)을 증진시키려 애쓰면서 새로운 자료나 방법, 혹은 전략들을 찾는 역량 

구축 단계(Competency building), 높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전문가로서

의 진전을 위해 애쓰는 열정적 성장 단계(Enthusiastic and Growing), 가르치는 일에 대해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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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멸을 느끼는 좌절 단계(Career Frustration), 기대되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는 안정적 침

체 단계(Stable and Stagnant), 교직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직업 활동 축소 단계(Career

Wind-Down), 오랜 활동 후의 퇴직이나 자녀 양육 혹은 다른 직업 탐색 등으로 교사 직무를 떠

나는 퇴직 단계(Career Exit)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교사발달 연구들은 대부분 생애단계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

는 교사발달과 교사 생애단계를 서로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교사가 경력을 축적하면서 겪는 과

정을 교사 생애단계 혹은 교사발달 단계로 규정한다.1) 이들 연구들이 흔히 구분하는 교사 생애

단계는 ̒생존ʼ, ʻ성장ʼ, ʻ성숙ʼ, ʻ승진지향ʼ, ʻ좌절ʼ, ʻ안정･침체ʼ 등(김윤호, 2007; 윤흥주, 1996; 조대연,

2009)이다. 강경석･김영만(2006)은 이를 ʻ입문･수용ʼ, ʻ능력구축ʼ, ʻ열중･성장ʼ, ʻ안일･안주ʼ 등으로 

재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한국 교사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

기보다는 기존 해외 연구들이 설정해 놓은 단계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병찬(2007), 오영재(2006)의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김병찬(2007)은 퇴임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교사들이 ‘시행착오기’, ‘좌절·성

장기’, ‘발달기’, ‘성숙·안정기’, ‘회의·혼란기’, ‘소극·냉소기’, ‘초월·격리기’ 등 일곱 단계의 과정

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단계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발달”하며, 일찍 성숙하여 “조로 현

상”을 보이고 교사들의 변화는 “우연적”이며 기존 상황에 “적응력”이 커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영재(2006)의 연구는 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단계에 따라 그가 드러내는 

유형적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의 교사들이 외국과는 달리 동질적이

지 않고 여러 유형으로 나뉘므로 교사 생애단계 연구에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유형론적 접근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중등교사들의 경우, 교직 입문 초기에는 교과형이 많

고, 그 후 10년 내외 기간에는 조직형, 업무형, 교과형, 투쟁형 등으로 나뉘며, 그 이후에는 승진

형, 인성형, 유유형이 많아진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교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연구 대상이 퇴임한 교사 혹은 중등 중견교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일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에 관심을 갖기보다 ‘변화’ 자체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연구 대상의 범위

를 초, 중, 고로 확대하여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사 생애단계를 ‘교사의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직에 대한 

관점, 이해, 행동 등에서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는 일련의 단계’로 정의하고 다양한 경력의 우리

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를 토대로 교직 입직에서부터 퇴직에 이르

1) 교사의 교직생활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교직사회화’ 혹은 ‘교사사회화’라는 개념을 사용

하기도 한다(최상근, 1992; 이윤식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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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교사들이 어떠한 특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을 포괄한 것은 학교급이 지니는 특징을 넘어선 보다 일반적인 한국 교사의 생애 단계를 

추출해 내기 위함이며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을 포함한 것은 교사 생애 단계 연구를 종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경력을 지닌 교사들의 생애사를 교차 분

석하게 되면 각 단계를 현재 상황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자신에 대한 설명과 그 단계를 거쳐 간 

교사가 당시를 회고하는 방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여 회고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연구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 내에서 경력별 교사를 고루 연구 

참여 교사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학교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서 각 학교급별 1개교씩, 총 6개교를 선정하되, 지방 

초, 중학교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중소도시에서 선정하여 되도록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포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공립과 

사립 각각 1개 학교씩을 서울과 지방에서 선정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립학교 교사 비중

이 낮아 학교 단위 선정에서는 사립학교를 제외하였다.2) 대신에 연구에 참여하게 된 학교 내에

서 사립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를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사립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1명, 중학교 교사 1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학교 선정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학교로 하였으며 학교장에게 연구 계획을 제시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장이 학교 교사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 2개,

중 2개, 고 4개교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특성화고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별로 5명의 교사들을 선정하여 면담하였으며 학교별 면담 대상 교사 선정 시 교사 경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을 면담에 포함하였다. 이는, 수십 년간 교직 경험을 한 교사가 

자신의 신임교사 시절, 중견 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갖게 되는 회고적 기술과 현재 그러한 

2) 2011년 현재 사립학교 교사 비율은 일반고등학교 41%, 중학교 17%, 초등학교 1%임(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

육개발원,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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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현재적 기술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들의 이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기술에

서 발견되는 교사 생애단계와 그 단계를 현재 상황으로 경험하는 교사들의 자기 기술을 비교하

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교사의 변화 과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면담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명의 연구 참여 교사 현황은 <표 1>과 같다.

지역

학교급/설립유형
서 울 지 방 소계 경력 교사 수

초 5 5 10 5년 내외 9

중 5 5 10 15년 내외 9

고
공립 5 5 10 25년 내외 12

사립 5 5 10 30년 이상 10

계 20 20 40 계 40

<표 1> 연구 참여 교사 현황(단위: 명)

* 서울 지역 참여 초등학교에서 면담에 참여한 교사 1명 중 1명, 지방 중학교에서 면담에 참여한 교사 5명 중 1명

이 사립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 

2. 면담 내용과 방법

면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질문으로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질문은,

경험한 학교의 종류, 근무 기간 등의 교사 배경, 교직 희망 계기, 교직 입문 시 주요 관심, 교직 

입문 시 상황, 시간에 따른 각종 변화와 그 계기, 현재 교직 수행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영역,

주요 관심사와 이전과의 차이, 그리고 향후 계획과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교사 면담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주어진 질문을 면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생애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Atkinson, 1998: 31) 하기 위함이었다.

교직 경험에 대한 교사의 자기 회상 형태로 진행된 면담이 끝날 무렵에는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

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에 기초하여 진행된 면담에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교사별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면담 내용은 대부분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1명의 교사가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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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지 않아 면담 시 메모에 보다 집중하고 면담 후 바로 메모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였다. 개별 교사의 생애사를 포함하고 있는 면담자료들 내에서 교직 

입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코딩을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는 경향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Bogdan & Biklen(1982)이 제안한 일련의 단계, 곧 

메모, 코딩, 심층 코딩, 주제 발견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전사된 원 자료를 읽으면서 하

나의 문단 혹은 하나의 스토리의 영역(예를 들어 교직 초기 등), 핵심 단어(예를 들어 “열정만”)

혹은 핵심 문장(예를 들어 “모든 것을 잘하기를 원한다.”) 등을 메모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조직한 후, 이를 다시 읽으면서 영역 및 핵심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연관되는 내

용끼리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예를 들어 “열정기”)를 추출해 내

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1차 단계에서는 교사 생애단계를 학교 조직 내 역할과 교육에 대한 

관점 두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포착하지 못하고 하나의 차원에서만 단계 구분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1차 분류된 각 단계에 서로 같은 범주로 엮이지 않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고(예

를 들어 입문기적 특성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브레인”에 비해 나는 “몸을 쓰는 

일꾼”이다‘ 등이 함께 포함된다.) 이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1차 

코딩된 자료의  분류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Ⅳ. 교사 생애단계의 특징3)

애초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의 단계로 그릴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차원의 것이며 이것이 교사 생애단계

를 하나로 설명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을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한국의 교사는 수업이나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에서 요구되는 교무 업무 등 각종 

학교 행정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는 그 점 때문에 교사 생애단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학교라는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생애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이나 

학급운영 등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생애단계이다. 전자는 학교조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한 생애단계이고 후자는 가르치는 내용, 학생, 그리

고 교사 자신과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교사의 관점, 태도 등과 관련된 생애단계이

다. 전자는 동료 교사나 학교행정가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생애단계이고 후자는 교사와 학생,

3) 여기에 기술하는 생애단계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면담 자료를 학교급과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내용 전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담 자료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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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과 내용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 본인은 감지하나 동료 교사나 학교행정가

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애단계이다. 이 두 차원에서 교사가 겪는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내 역할 변화

교사의 조직 내 역할 변화에 따른 생애단계는 네 단계로 나타난다. 학교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한 학습단계로서의 ‘적응기’, 어느 정도 학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학교 내 비중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자립기’, 자신에게 승진이 갖는 의미를 재고하고 그 가능성을 구체

적으로 타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승진 고려기’, “나이 듦”을 의식하고 퇴직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퇴직준비기’ 등이 그것이다.4)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적응기

(1) 학교 차원의 일을 거의 맡지 않거나 단순 업무를 맡는다

교사는 처음 입직 때부터 경력교사와 같은 종류의 일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일의 대부분을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해 나간다는 점은 교직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으나(Lortie,

1975)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학교 조직 내 역할에 따른 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

다. 교직에 처음 입문한 초임교사들에게는 학급담임을 맡기지 않거나 비중 있는 학교업무를 맡

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임교사에게 학교조직과 교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배려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학교업무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요

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고 내용을 기획하는 등의 “비중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위 “단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이 맡겨진다. 이 때문에 한 교사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하여 만들어가는 “브레인”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몸을 쓰는 일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김○○(서울 중, 3년, 여) : 저희 20대랑 30대는 몸을 쓰는 일꾼들이고요. 40, 50대는 이렇게 브레

인 것 같거든요. ...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체육

대회 때라던지... 무엇인가 전체 회의를 한다던지 부분 모임을 가질 때 귀찮은 부분인데 그걸 제가 

맡게 될 때가 있었어요. 기록이라던지 기록 담당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걸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다 결재를 받고 이런 게 계속 있고요.

4) 승진 고려기를 거쳐 승진에 성공한 교사는 더 이상 평교사의 범주에 들지 않게 된다. 이 연구가 포괄하고자 

하는 범위는 평교사의 생애단계이므로 학교행정가로 승진한 교사의 생애단계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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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인간관계 내 소통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인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학교’란 매우 익숙한 곳이다. 오랜 기간 학생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경험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는 다른 직장과 달리 그리 낯선 곳이 아니다. 더욱이 교생실습은 예

비교사들로 하여금 향후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교사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처음 교직에 입문하는 교사는 자신이 일하게 되는 학교가 자신이 상상한 학교가 아님

을 깨닫는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이 교사의 핵심 역할일 것이라고 상상했던 교사들

은 학교장,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일반 동료 교사, 행정실장과 그 밖의 행정실 직원, 영양사 

등등 자신이 부딪쳐야 할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며 이들과 적절히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

다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입직한 후에야 깨닫는다. 특히 신임교사가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가 작을 경우 학교 

내의 인간관계망이 좁아 교사 자신이 갖는 심리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학부모와의 만남에 대처하는 문제가 주는 부담도 신임교사에게는 적지 않다. 대개 미혼인 신

임교사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자녀교육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와의 만남은 쉽지 

않다. 이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그들 자녀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

에게 상담해 올 경우, 자신의 역할 수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지방 초, 4년, 남) : 처음에는 애들만 잘 가르치고 애들하고만 잘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게 

다 인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학교는 어떻게 얘기 하면 좀 작은 기업 같기도 하고...

(3)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익숙한 직장이라 해도 자신이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

르는 신임교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낮추고”) 다른 교사로부터 “배울” 자세를 취한다. 이 

단계의 교사들은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대부분 말없이 순응하는 편이다. 주어지는 일이 

아무리 수준이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토를 달지 않는다.”) 경우가 많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개별 교사에게 인식되는 현 수준과 비교한 자신의 신임교

사 시절의 특성이다. 교사들은 신임교사 시절에는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었다”고 

인식한다. 특히 현재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입직 초기 모습에 비해 현재 “젊은” 교사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젊은” 교사들은 “내 의견을 적극적

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 교직에 들어 왔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욱 그러했

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 생애 단계의 두 차원  119

태○○(서울 공립고, 18년, 남) : 네, 교생실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일학년 때는 일주일 동

안 학교에 참관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래도 익숙했던 것 

같아요.....학교라는 그 형태나, ....그래도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ʻ계속 배워야한다.ʼ ...다들 선배들이

었으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려 그 정도가 아니면 그 분들이 시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속

된 말로는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업무나 학생관리 등등.

2) 자립기

(1)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긴다 

입직 초기 주어지는 일 처리에 급급하던 교사들은 교직경험을 쌓으면서 학교가 움직이는 전

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교사들은 점차 자신이 수행할 역할의 종류와 내용에 익숙해

질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의사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누가 어떠한 일을 왜 담당

하게 되며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일이 왜 맡겨지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안과 관련하여 자

신의 관점과 의견을 갖게 되고 때에 따라 그것을 표현한다. 입직 초기 교사의 특징은 다른 사람

의 요구에 “싹싹하게” 순응한다는 점인데 비해 점차 경험을 쌓을수록 “자기 스타일을 드러내게 

된다.”고 교사들은 그 변화를 설명한다.

박○○(서울 공립고, 13년, 여) : 신규 때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아아 네에. 그렇게 되

고, 사실 두 번째 학교까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하

는 거에요.? 그러면 그래요? 네에. 그랬었는데 점점 교직경력이 쌓이니까 저도 제 입장이 생기고 그

러면서 부딪치는 일도 실제로 생기고.... 제가 경동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이번에 이 학교에 

왔는데 경동에 있을 때는 ....되게 싹싹하고 그랬던 선생님이었는데 여기에서 만났더니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

나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이제 생기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2) 가장 어려운 것이 동료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기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때보

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시간만 

할애하면 되는 일을 맡기보다 종종 다른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야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

게 되면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설정에의 어려움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일 처리에 

급급했던 입직 초기에 비해 이 단계 교사들에게는 점차 다른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린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교사들은 학교업무 수행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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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서울 공립고, 13년, 여) : 그러니까 딱히 못 지내거나 그런 거라기 보다도, 뭐가 있을까. 작

년에도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는 다른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같

은 학년 담임하는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안 맞거나 뭐 그쵸.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

고 보니까. 점점 선생님들이 어렵다... 말이 너무 많고......신규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설문을 했었는

데 다음 중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일번, 담임 역할 이번, 교과지도 삼번, 동료 교사와의 관계 

사번, 몇 번, 몇 번 있었는데 답이 동료 교사와의 관계였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왜? 그랬는데 점

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구나... 그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서울 공립고, 5년, 여) : 수행하기 어려웠던 업무는, 제가 수업계인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 

상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연구자 : 시간표 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 : 시간표는 차라리 제가 혼자 스스로 짜는 거라 괜찮지만 보강 넣고 수업변경 하는 데 협

조 안 해주시는 나이 드신 선생님들 때문에...

연구자 :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까요?

선생님 : 힘드시대요. 힘들어서 보강 못하고 가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사립학교에서 동료와의 관계 문제는 공립보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구성원의 이

동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한 조직에서 수십년을 함께 하는 교사들 사이에는 친화 못지않게 갈등이 

상존한다.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맡을 것인지 업무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관점, 취향, 의식과 관련하여 표면

적으로 혹은 이면에서 매우 다양한 갈등들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3) 학교 일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의 주요 업무에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는 승진과 관련한 교사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승진’은 언젠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교사는 누구나 학교업무보다는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일반적 인식틀에

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일부 “소신” 있는 교사들 외에는 ‘승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는 

없으므로 학교에서 소위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사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일

을 하면 “나대는” 것이 되고 일을 안 하면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다.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관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일도 그것이 현재 주어진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면 ‘승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자신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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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울 공립고, 13년, 여) : (교과연구가) 처음에는 저에게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니가 뭐 다른 연구점수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왜 하냐고, 너 왜 해 그거? 애 키우기도 바쁜데 그거 왜 해? 그래서 그냥 자료집 만들려고 

해요. 그냥 좀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산지원 받으면 책도 좀 사보고 선생님들이랑 협의도 하고 

그럴려고 해요. 저는 이유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런다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네 명 같이 해야 해서, 한 명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정말 같이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같이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꼭 끼워 달라고 먼저 그러시더라구

요. ... 누군가 군계일학이 있어서 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다가 상황이 되는 사람이 부장

을 하고 그럴텐데. 뭘 하려고 하면 나댄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승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교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언젠가 승진

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아직은 그럴 만한 연령이 아니라고 판

단하고 현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젊을 때부터 승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

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50대 이상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학교가 움직이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서 학교

조직 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역할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의식하

게 되는 것도 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확실히 승진을 준비할 것이 아니면 여러 종류의 갈등

에 휩싸이게 되는 학교 일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다.

3) 승진 고려기

(1) 본격적으로 승진 준비 여부를 고민한다

“승진 지향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직사회에서도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승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나이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세간의 말이 

갖는 의미가 나이가 들수록 교사에게는 보다 크게 부각된다. 입직에서 퇴직까지 승진에 대해 전

혀 고려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을 고려해 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교사는 입직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초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일정 연령이 되어서 주위 권유나 분위기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기도 

한다.

나○○(지방 공립고, 28년, 여) :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사들이 월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승진이 안 되면 젊은 층이 좀 불편해 하죠. 불편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시키자니 뭐 잘 

따라오지도 않고 부리기가 힘들죠. ... 저희 아버지가 교장되라고 유언하고 가셨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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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관련한 관심 표출에서 남녀 교사 간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가정에서의 남녀 교사 역

할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남교사에게 승진은 비교적 초기부터 관련된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교사에게 그것은 자녀양육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진 시기에나 본격적으로 고

민해 볼 문제로 인식된다. 즉, 남교사에게는 여교사에 비해 승진과 관련한 관심이 생애단계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여교사의 경우 자녀양육 부담과 관련한 경험이 생애단계에 강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남교사는 승진 관련 압력이 입직 초기부터 주어지지만 여교사의 경우에

는 교직입문 직후부터 학교업무에 두각을 보여도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사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장학사로의 빠른 승진 경로보다는 학교 내에서 경력을 쌓고 난 후 교감으로 

승진하는 보다 긴 경로를 택한다.

차○○(서울 초, 4년, 남) : 음. (승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고. 주변에서는 저하고 

친하신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다음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부장이라던지 그런 직책을 맡길 거다. 그리고 부장도 하다 보면 나중에 교감으로 승

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던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아직까지

는 흥미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해도 그렇게 될 것 같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서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계획하는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마○○(서울 초, 38년, 여) : 제가 맨날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내

면서 나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대학원을 

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승진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대학원을 가게 되면

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그 변화가 제일 많았다는 거라면 그거였

을 것 같아요.

금○○(지방 초, 19년, 여) : 이제 그전에는 솔직히 하도 전문직 장학사 하는 분들이 다 잘나가니

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시험을 보려고 준비도 해 볼까 하고 사다 놓고 했는데 남들이 해 봐라 해 

봐라 하니까 정말 해 봐야 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애들 때문에 저는 안 되죠. 애들을 버

리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편도 애들을 못 보는데 내 인생에 애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

들이 클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애기들 먼저 키워 놓고 연수가 많이 남으니까 교감이 되면 전문직

을 해 보려고요.

(2) 승진점수 혹은 승진을 위한 조건들을 확보하려 한다

승진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짜고 접근 

가능한 것을 준비해 나간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각종 승진점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수와 도서벽지 근무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 된다. 승진 

고려기에 승진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매년 방학 때마다 쉬지 않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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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받아 연수점수를 확보한다. 도서벽지 점수가 있는 지역은 도서벽지 근무가 승진에 필수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부분 승진을 고려하는 교사는 도서벽지 근무를 자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벽지 근무를 여러 번 하기도 한다.

성○○(지방 초, 38년, 남) : 제가 연수를 엄청나게 ...가장 많이 받았을 꺼예요 60시간짜리 생물연

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어도 바로 실기 말하자면 편성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컴퓨터 

같은 것도 전문과정까지 120시간짜리죠. 그것을 240시간 전문과정까지 다 마쳤고 영어도 심화과정 

120시간짜리 2번을 받았거든요 기본과정 12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을 마치고 지금 연수 받은 횟수

가 한 50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 00대학교 상담학과를 1년 간 다녔어요. 그래서 

상담학 자격증을 획득했고 연구학교도 도서관 지정 연구학교를 2년, 그 다음에 도지정학교를 과학

교육 1년, 사회교육 2년, 그 다음에 정책연구학교 교과서 적용하고 하는 거, 재량활동 2년, 그 다음

에 연수원 연계학교 1년 했으니까 이미 연구점수도 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딴 것은 없어 안 

딴 것은 없는데...

승진에 필요한 점수들을 확보한 교사들은 우수한 근무평정 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무부장

을 하게 된다. 관례적으로 근무평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무부장은 승진을 준

비하는 교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교 내 선임

부장이라 알려져 있는 교무부장 역할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특히 점수를 위하여 교무부장

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역할은 더욱 어렵다. 이 경우, 교무부장은 흔히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

이 학교 교사들을 아우르며 학교 “관리자”의 주문을 관철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자신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관리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승진을 준비하는 방식은 공립과 매우 다르다. 사립학교 교사는 입직에서 

퇴직까지 대부분 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별로 형성되는 조직풍토 내에서 승진이 이루어진

다.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승진은 평교사에서 부장교사로, 부장교사 중에서도 선임부장인 연구부

장, 교무부장으로, 이후 교감이 되기 위한 단계로 이어진다.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5)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승진을 고려하기보다는 몇몇 교사들, 특히 남교

사들이 승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입직 초기부터 이루어

지는 것으로 교무부장 등 학교 차원 업무 추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교사들 몇몇을 “가르쳐 키운다.” 이렇게 “키워지는” 교사는 일찍부터 학교업무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조직 내 존재할 수 있는 계파 간 갈등을 일찍부터 경험한다. 그 

5) 연구에 참여한 두 학교 모두 교장은 외부에서 영입되고 있었다.



밖의 교사들은 경력을 쌓아도 자신이 맡은 업무 이외의 학교업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기

회를 갖기는 어렵다. 승진 기회가 적다는 점은 교사들의 공립학교로의 전출희망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장○○(지방중, 22년, 여, 사립 고등학교 경력 21년 후 공립 중학교로 이동) : 사립은요. 계속 그야

말로 제가 처음부터 큰 변화 없이 그 물줄기에서... 처음에 교무부장님이나 누가 체계적으로 일을 가

르치지 않으면 그 일을 잘 모르는 것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현○○(서울 사립고, 4년, 남) : 근데 저도 동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집단에. 막 이삼

년 정도에는 제일 치중했던 게 생활지도지만 생활지도가 안 되고서는 입시가 좋을 수 없고 아이들 

성적향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에 또 관심이 빠져 들었냐면 학교 행정업

무 그 다음에 동료집단과의 관계, 공립학교하고 틀리게 또 사립학교는 분위기가 좀 틀려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고참 쫄다구 관계인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생활지도 외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에만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거의 비

슷하게 다른 일들도 막 엮여가는 느낌을 느껴요.

한○○(서울 사립고 26년, 남) : 그 재단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 법인에서 그렇게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십 여 년 전부터는 (선생

님들이)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들 나타났죠. 그쪽이 어떤 교사직에 대한 안정성과 

승진의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 퇴직준비기

이상의 승진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교사는 준비 초기부터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대부분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도서벽지 점수와 같은 결정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

지 못해 포기하기도 한다. 혹은 모든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변화하는 관련 정책에 의해 경

쟁에서 밀리기도 한다. 승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교사들이나 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이나 일

정한 단계가 되면 퇴직을 의식하게 된다. 교사가 승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학교 내 동료 교사와의 관계나 학생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의식되는 것이 많아

진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젊은 교사에게는 승진에 대한 관심이 금기시되지만 일정한 나이

가 되면 승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가 된다.

(1) 학교 내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

퇴직준비기 교사의 유형별 활동 범위와 내용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않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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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교사”로 분류되는 교사 대부분은 학교조직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관계 어디에도 내 ‘자리’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들의 인식은 

정년을 하기 훨씬 전부터 퇴직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려하게끔 하며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교사들은 내가 맡게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초기부터 승진을 고려하지 않다가 승진을 준비하

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든 교사를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것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승진하지 않은 나이 많은 교사”라는 타이틀이 그 위치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부담

스럽게 다가온다.

마○○(서울 초, 38년, 여) : 글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가르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기 뭐야 학부모들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나가지 말고 애들만 가르칠까.

연구자 : 왜 학부모님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 나이 많아서.

연구자 : 정말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 아니, 그거는 아닌데 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조직 내에서도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은 스스로도 그 위치가 불편하고 젊은 교

사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이다. 학교 내에서는 승진을 포기했으니 점수가 주어지는 부장직을 딱히 

맡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부장을 맡게 되면 상호 간의 관계정립이 쉽지 

않다. 젊은 교사 입장에서 보면 “승진하지 않은 나이든 교사”는 “일을 알아서”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일을 시키자니 잘 따라오지도 않는” 상황을 힘들어 한다.

나이 든 교사는 “나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조심스러워” 한다. “너무 

나이 든 사람이 열정적이어도 보기 안 좋다.”는 인식 가운데 이들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찾지 못한다.

석○○(지방 사립고, 30년, 남) :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요즘 집중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발전을 

할지 못 할지 이런 것 까지도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정확해. 그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그

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기회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30년 이상. 만 55

세 이상. 원로교사다. ...이제 뭐 장기근무수당이나. 원로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담임도 이제 안 주고 뭐 부장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요. 뭐 또 나서고 싶을 때 있지만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조심스러워서 안 나서려고 그러죠.



126  아시아교육연구 15권 4호

(2) 일이 부담스럽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다양한 이유로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역할들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업시수가 많은 고학년 담임이나 훨씬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인가 하는 차원을 떠나 주어지는 일의 종류에서 “젊은 교사들”과 자신이 구분되지 않는 풍토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교사평가나 세대의 변화로 인해 수업시간이나 학교업무 등

에서 교사연령을 고려하지 않게 된 분위기는 “나이 든”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이들도 “실험도

구에 라벨을 붙이는” 일이 요구되면 해야 한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업무분장은 항상 

새로운 학습을 요구하지만 일정한 연배에 이른 교사가 신규교사 때처럼 “물어서” 일을 진행하

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각종 일들이 부담스럽다.

성○○(지방 초, 38년, 남) : 이제 제가 52년생이니까 예순이 다 되니까 어떤 점이 있냐하면 고학

년은 힘들어요. 고학년은. 올해 3학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5학년 했었거든요. 5학년을 하니까 

오후시간에 조금 힘들어 아무래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맡아서 고학년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나○○(지방 공립고, 28년, 여) : 이 나이에 아직도 과학 실습도구에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해

요. 우리학교에는 과학보조가 없어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나이에 그걸 하고 있으면 그 굴욕감, 이것

이 승진하지 못한 대가라는 생각...

“조직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일이 부담스럽다”는 점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

다. 전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의지가 있고 할 수 있으나 기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스스로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양자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자신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

이 아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3) 퇴임 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

젊었을 때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연수를 앞장서서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왔

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의 범주에 들어 버린 교사들

은 계속 눈을 학교 밖으로 돌린다. 이들은 언제까지 자신이 학교에 머무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학교 밖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수업이나 학교업무 등, 자신의 역할에 

이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교사이든 삶의 활력을 잃고 교직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교사이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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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는 교사에게 퇴임 후 준비를 잘한 동료들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교사로서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보여 평소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막상 퇴임 시에 퇴임준비를 잘하고 떠나는 동료가 이 시기 교사에게는 훌륭하게 

보인다. 이 단계 교사들의 퇴직 후 준비의 구체성 수준은 교사마다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막

연히 여러 가지를 상상하는 수준에 그치고 어떤 교사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면서 각종 아이디어

를 정리해 놓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후를 대비하여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이00(지방 공립고, 28년, 여):이제 너무 나이든 사람이 열정적이어도 보기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잘 못 찾겠어요. 저희는. 너무 설치는 것 같고. 이제 좀 또 나

이든 사람의 배려가 이 사람이 이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데 밖에는 또 저 정도면 굉장히 고급인력인데... 나이 들었기 때

문에 이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선 없으니까, 저는 눈을 돌려서 이제 좀 나를 찾는 

데가 없을까.

2.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점 변화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는 세 단계로 나타난다. 교직입문 초

기 교사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며, 또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정을 쏟으나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점차 경력교사들을 이해하게 된다. ‘열정기’로 명명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직을 떠나는 교사도 나타나지만 경험을 쌓아 가면서 수업에서나 학급운영에서 “자신

감”을 지니는 ‘성숙기’에 이른다. ‘성숙기’를 넘어서 ‘성찰기’에 이른 교사는 이전의 “자신감”이 

교육의 핵심을 놓친 “노하우”에 불과했으며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이 보이고 이제야 아이

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을 기억해 낸다.

1) 열정기 

(1) 되도록 많이 가르치려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적하는 처음 교직에 입문한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열정이 넘쳤다는 것

이다.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열정만 넘쳤다.”,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들도 찾

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어떤 학년, 어떤 수준의 학생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끌고 가기

를 원한다. 아이들의 성품도 자신의 지도에 의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하

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고자 한다. 학교업무는 주로 “물어서” 하는 교사도 수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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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은 자기 소신대로 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교사, 집을 떠나 직장을 위해 타지로 와 있는 초임교사들의 경우에는 자

신의 시간을 오롯이 학생들에게 쓸 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마○○(서울 초, 38년, 여) : 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교과

서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교과서만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뭐 막 문제집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보다 양은 더 많이 가르쳤는데...

(2) 내 관점에 서 있다 

이 단계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갖

는 다양한 특성, 즉 연령이나 배경 등과 상관없이 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교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교사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을 담당하게 된 초임교사들에게서 그러한 상황은 가장 적나

라하게 드러난다. 교사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서 자신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너무 뻔

해”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가 만들어내는 수업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어려워한다. 여러 번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사에게는 답답

하게만 느껴지고 아이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이 문제는 경력이 많은 교사가 

자신의 초임 시 경험을 설명할 때나 저 경력교사가 자신이 최근에 부딪쳤던 문제를 설명할 때나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은 수업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에서도 

교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아이들은 잘 따

라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교사는 자신이 지닌 이상적인 학생 상을 아이들에게 기대하지만 

실제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방○○(지방 중, 22년, 여) :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자립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나중에 하루를 점검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을 꾸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한 10년 정도 한 거 같아요. 그게 아이들 편이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

는 교사인 줄 알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죠.

마○○(서울 초, 38년, 여) :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딱 어떤 고정된 틀이 있었던 것 같

아요 내가. 아이는 딱 이래야 되고. 모범생. 그러니까 내가 교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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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딱 모범생 있잖아요. 그 틀에 박힌 모범생. 사람은 그렇게 해야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

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3)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상처를 받고 점차 방어적으로 변화한다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이 쏟아 붓는 데 비해 그 결과는 종종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쏟는 열정이 큰 만큼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행복해 하고 아이들

의 거부 반응에 부딪치면 좌절한다. 매일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들에 의해 교사의 행불행이 극단

적으로 좌우된다. 아이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경우에는 수업을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힘들

어 하다가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관심을 가지는 다른 아이들에 의해 이러한 감정은 

또 다시 쉽게 극복되곤 한다.

특히 모범생으로 자랐던 교사들은 자신의 기준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하는 등과 같은 아이들의 행동이 그들

에게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입직 이전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직을 

상상했던 교사들은 자신의 상상과 전혀 다른 학생들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로 인해 

교직선택 자체를 회의하게 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했던 교사들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예

기치 못한 반응에 부딪치면서 종종 “상처”를 입곤 한다. 이러한 “상처”들에 대한 경험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교사의 “방어”적 태도를 만들어낸다.

김○○(서울 중, 3년, 여) : 예전보다는 폭도 더 줄어들었고요. 안정적으로 된 거 같아요. ....애들의 

그 한마디에 하루종일 기분이 안 좋고요. 잠도 못 잔다거나 눈물을 흘리고. 불만적인 말과 행동을 

고쳐 보려고 했는데요...

변○○(서울 공립고, 5년, 여) :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게끔 하는 거죠.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예

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나서 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그 학생이 쌍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학생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그런 말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방어하는 기술도 

생기게 되고, 쟤가 엄청나게 싸가지가 없는 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상종을 딱 안 해버리는, 무

시해 버리는... 약간 배제를 시켜버리죠. 눈에서. 그렇게 방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4) 차츰 경력교사들을 이해하게 된다

입직 초기에는 경력교사들이 해 주었던 조언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으나 한 해, 한 해 지나면

서 그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설명한다. 초기에는 “젊은” 자신이 경

력교사보다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믿었었으나 차츰 그것이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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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력교사가 가진 “여유”와 “노련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

츰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로 하여금 “젊은” 자신이 경력교사들보다 아이

들에게 ‘더 좋은’ 교사일 수 있다는 자신의 기존 판단을 되돌아보게 한다.

허○○(서울 사립고, 5년, 남) : 다 알고 이해하고 나서 그런 걸 융화시켜서 그 담당 교과목 교사

라던가 담임을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너무 그냥 막 열의만 가지고서 부딪힌 게 아닌 가 싶어요.

노련하다는 게 경력이라는 게 노련한 교사는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

고요. 대학원에서 그런 것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2) 성숙기

(1) 수업과 학급운영 관련 노하우와 여유를 가진다

교직 3년 내에 교사로서 경험할 만한 것은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3년 쯤 

지나면서 기존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교직생활에 회의하기도 하고 “매일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 지치기도 하면서 교직을 떠나는 교사도 

나타난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학생에 익숙해지면서 교사로서의 자신

감을 획득하게 된다. 교과의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모두를 가르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가르치려 애쓰던 입직 초기 교사들은 점차 교과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

을 가지게 된다. 이들에게 오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교과내용의 세세한 부분에 집착하기보다 

단원의 목표를 보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눈이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 교사들

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에 맞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게 되며 수업내용별로 유용했던 수업방법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방

식의 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교사에 

따라서는 “눈을 감고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이 단계를 표현한다.

장○○(지방 중, 22년, 여) :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에서는요. 처음에 초기에는 엄청 많은 양을 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중요한 것을 천천히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속도에 맞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그것인 거 같아요.

여러 수준과 성향의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교사는 학급을 운영할 때에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

지게 된다. 그 여유는 반복되는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과 여러 성공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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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한 경험, 특히 대다수 교사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황

을 무난히 극복해 낸 경험을 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학년, 다양한 성향의 학생, 학급을 맡아 본 경험은 향후 자신이 부딪치게 

될 여러 상황에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특별하게 주어

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역시 성취감을 갖게 해 준다.

한○○(서울사립고, 남, 26년) : 00방송제 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밤늦게까지 축제준비를 하는 과

정에서 아이들과 좀 더 가깝게 되고 또 그래서 몇 년 보람도 있었고. ... 전국고교방송제에 출품을 

해서 저희가 2등, 3등 이렇게 두 번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보람도 되고 그런데 

요즘 그게 없어졌는데요...방송국에 한번 출연한 적도 있었고 ...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그 뭐랄까 

보람,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기혼 여교사들은 육아경험이 교사로서의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자신이 현재 가르치는 학생과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기 자녀가 

가정에서 보이는 각종 행동양태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해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기 자녀가 전해주는 학교경험은 교사로서 자신의 행위양식이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돌아 볼 수 있게끔 한다고도 한다.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주는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어떤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진○○(서울 중, 25년, 여) : 특히 이제 교사들은 대개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사람이 

많고 또 되게 안정적으로 교직을 택하는 사람들이 대개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실패라던가 뭐 

모험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대개 이제 편안하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아닌 아이들에 대한 

그걸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처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를 처음 가르치니까 교과서를 딱 보

니까 이거를 1년에 가르치다니 어떻게. 하루면 다 가르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이것이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쟤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쟤가 뭔가 나빠서라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대해서가 아니라 애를 보면은 그런 것 있

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보게 되니까 이해를 못 할 아이는 좀 적어지는 것 같

아요. 그런 면이...

(2) 아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교사로서의 각종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

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십 명과 함께 해야 하는 담임학급, 중고등학교의 경우, 자

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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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애써 시도하던 열정기 교사에 비해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려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의 성과를 우선 바라

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굳이 부딪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

려 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너무 깊숙이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지나치게 깊이 개

입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 한계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서울 공립고, 13년, 여) : 애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별로 안 물어봤는데도 가정사를 말하

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감당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집에 정신분열인 형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 이전 초창기 때는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직업

도 물어보고, 가정형편도 물어보고... 요즘에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얘기

를 하니까, 알고 나면 해결을 해 줄 수도 없고, 상담도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고. 그냥 힘들겠다. 그 

정도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아이에게 거기까지만 얘기할래? 그런 마음이 좀.

(3) 나를 챙긴다

교사로서의 보람이 축적되면서 갖게 되는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재충전 요구로 이어진다. 수

업이나 학급운영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뚜렷이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단계 교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일을 서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로 하여

금 “스스로 고갈되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자

신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교사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좌

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나를 챙겨야 한다.”, “공부를 더 해야만 한다.”라는 인식으로 연결

된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욕구는 대학원 진학, 교과연구회 참여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단

순히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가 아닌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대학원 진학은 교사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한다.

많은 경우, 교직사회에서 대학원 진학은 공부를 위한 목적보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의 의미

로 부각되기도 한다. 승진을 위한 준비로서의 대학원 진학과 이 단계 교사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 기회로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승진을 위한 진학과는 달리 

교사 자신의 재충전 욕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을 자비와 시간을 들여 다니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지방 중, 20년, 여) : 그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 국어교사모임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대학원을 준비해서 가면 국어과 또는 문화, 철학, 교육학 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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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걸 2년 전에 마쳤거든요. 그거를 제가 마흔 살 정도 되면서 연구소

를 찾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밑천이 딸린다... 대학 때 배운 거,

3) 성찰기

(1) 삶에 녹아드는 수업이 가능하다

교직경력이 쌓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뭔가 본질적인 것이 빠

진 “짜집기를 잘하는 능력”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의 능력이 수집

한 자료들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이상이 아니었다

는 깨달음이다. 그에 비해 현재는 교과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아이들의 삶

과 연결시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된다. 이는 어느 특정한 시점, 특별한 계기

에 의해 나타나기보다 어느 시점에서 현재 자신의 수업특징을 이전과 비교하여 반추해 보는 가

운데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성숙기의 교사 역시 교과의 수업목표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구분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식하기는 하나 성찰기의 교사가 되돌아보는 성숙기의 능력은 

교과서나 참고서, 그 밖의 참고자료의 내용을 나름의 기준에 의해 엮을 수 있는 수업기술에 불과

하다. 성찰기의 교사는 이제야 비로소 교과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더 

이상 수업내용이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용해”되는 수업이 가능

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석○○(지방 사립고, 30년, 남) : 5년쯤 되면서는 이제 짜깁기를 잘 해서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전

달을 했었죠. 저 나름대로 완벽한 수업.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섞여 있는 것이고 짜깁기를 잘 해서 

효율적인 수업을 했던 것이고 정확하게 본질이 뭐고 비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

해시킬 것인가 이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아이들 삶 속에 (어떻게) 용해시킬 것인가 이런 것은 20

년 쯤 지나고 나서. 그런 쪽 수업능력으로 본다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나. 낫지 

않나가 아니라 훨씬 낫죠.

(2)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성숙기의 교사가 지녔던 자신감은 열정기 교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이 가진 기준에 터

한 것이었음에 비해 이 단계의 교사는 자신과는 다른,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두 건드려 

주는”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의식한다. 그리하여 이제껏 일정한 노하우에 의해 진행하던 

수업이나 학급운영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아이들이 누구인지, 자신과 다른 기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의 능력과 관심을 자신이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지닌 이들의 판단이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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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게 된다.

유○○(서울 초, 22년, 남) :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 하나 그 아이

의 마음들을 건드려주고 그 아이의 어떤 잠재성을 건드려주고 그런 능력이 사실은 교사로서 더 필

요한 건 그것인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능숙했고 많이 접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는. 근데 그게 갈수록 조금씩 제 자신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다룰 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그

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이 단계 교사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 특히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교사 스스로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교사의 사고는 전에 비해 보다 “유연해진다.”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을 자신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데 익숙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교사들은 “철든다.”라고 표현한다.

(3)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이 보인다

아이들과 오래 함께 한 경험은 교사로 하여금 아이들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그들을 둘러싼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의 교

사는 어떤 아이와 잠깐만이라도 대화를 해 보면 그 아이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성숙기 교사는 아이들의 복잡한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다가오는 아이들과도 ‘거리를 두려’ 하는데 비해 이 단계 교사에게는 아이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포착된다. 그리고 교사는 이제야 아이들과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견○○(지방 공립고 23년, 여) : 아이들 하고 관계형성이나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은 지금이 더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냥 열정? 이런 거는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그런 관계

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걸 파악하는 눈? 그런 게 부족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애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얘가 힘들어 하는구나 느껴지는데, 인생경험 같은 것도...

(4) 어떠한 아이라도 품어 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만나게 된

다. 가출, 폭력, 도벽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그들이다. 교사들은 이들

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은 모두 취해 보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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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거나 자퇴하도록 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던 당시의 교사는 학생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교사 자신이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행동에

서 그들 삶의 다양한 반경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버린”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

리게 된다. 자신이 이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는 자책으

로 다시 회상된다. 이 단계 교사는 이제는 어떠한 아이라도 부모처럼 “끝까지 품어 안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견○○(지방 공립고 23년, 여) : 초기에 어려움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물건을 잃어버렸

다, 그러면 그 때만 해도 저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가져간 것처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루

는 면이 미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학교를, 지금 생각하면 걔를 다니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때 당시 자퇴를 한 학생이 있

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는 그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걔를 계속 다니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미숙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들이 그러한 아이들의 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 단계에 있

는 교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그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전혀 문제해결책도 위로

도 되지 못한다.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가 계속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

인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성찰기 교사의 그러한 판단은 일부 교사의 주장으로 이해되곤 한다.

(5) 교육학의 의미가 포착된다

입직 초기 교사에게 대학시절 공부했던 교육학은 큰 의미로 부각되지 않는다. “단지 임용고시 

준비 공부에 불과했다.”고 인식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들은 입직 초기의 교직경험에서 교육학이 

실제 자신이 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경험을 더하면서 

교사들에게 교육학 공부의 의미가 여러 차원에서 포착되기 시작한다. 특히 교사가 현장에서 자

신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연결된 개념이나 이론을 만날 때 그 학문의 의미는 두드러지게 다시 

부각된다. 사실 교사들은 교육학이론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

해 ‘삶에 녹아드는 수업’, ‘아이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능력’,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

을 포착하는 능력’, ‘어떠한 아이라도 품으려는 의지’ 등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갖게 되는 교사의 능력이다.

편○○(서울공립고, 30, 여) : 20대 때는 교육학 공부할 땐 임용고시 시험 보는 데만 급했지...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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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정도 학교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부했을 때는 아, 이거구나, 아 맞다.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문직 시험 때문에 학원을 다녔는데) 교육학이 학원에

서 가르쳐주는 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서 박사과정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다니나 몰라요. 저도 그런 충동은 있었어요. (교육학) 석사과정 한번 해불까 이 생

각도 했었는데... 생각만 하다가 끝났어요.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성찰기’에서 교

사가 얻는 것은 최종 지점에 도달한 자로서의 어떤 ‘성취감’이 아니다. ‘성찰기’는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단계인 동시에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수행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사로 하여금 전체 교직생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더듬게 하기보다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해 놓친 것들을 

찾아내게 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게 한다. 다시 말해 교사 생애단계의 최종적인 단계로 포착되

는 이 ‘성찰기’는 사실상 교사의 교육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사

들은 성찰기까지 이르는 생애단계를 보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성찰기 교사들이 얻게 되는 능력은 어떤 학문적 훈련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길러

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몸으로 느끼는 가운

데” 자각하게 되는 그 무엇이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낸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사

들의 생애단계는 한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선적인 구도로 나타난다. 기존의 단계론적으

로 접근하는 생애단계 연구들은 변화에 대해 단선적인 접근을 하든, 변화의 복합적, 중층적 성격

을 강조하든 한 종류의 패턴으로 교사의 생애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교사 생애단계 혹은 발

달단계 연구들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생존, 성장, 성숙, 승진지향, 좌절, 안정․침체’

등의 단계 구분인데(김윤호, 2007; 백승관, 2003; 윤흥주, 1996; 조대연, 2009), 이는 교사의 발달단

계를 생존, 중간, 숙련 단계로 구분한 와츠(Watts, 1980)의 연구와 입문, 역량 구축, 성장, 좌절,

안정적 침체, 활동 축소, 퇴직 등으로 구분하는 버크 외(Burke et al., 1987)의 연구들을 결합한 

분류 방식으로 보인다. 비록 이 단계들이 선형적으로 진행되기보다 특정 경력 기간에 여러 단계

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 연구들은 강조하고는 있으나 큰 틀에서 교사 생애단계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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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가 보이는 공통적 특성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추출한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는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자립하는 시기, 학교행정가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를 

거쳐 퇴직을 준비하기까지의 일련의 단계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가르치는 내용 등과

의 관계에서 겪는 관점의 변화 단계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구분된다.

둘째,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애단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나 두 차원의 

각 생애단계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조직에의 ‘적응

기’, 교육에서의 ‘열정기’는 개별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교직 입문 시기에 겪는 두 차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임 교사는 조직 내에서는 간단한 업무를 맡으면서 배우는 위치에서 자신

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 양 차원의 입문기가 끝나는 시점은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에서의 ‘자립기,’ 교육에서의 ‘성숙기’의 출발점 시기가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끝나는 시기 역시 그러하다. 이는 교직 경력 10년이 된 교사가 어떤 단계에 있을 것이라 가정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직 입문 후 퇴직까지 교사들이 경험하는 단계의 흐름

은 있으나 그것이 일정 경력이 되면 도달하게 되는 고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양 차원의 생애단계가 갖는 비중은 개별 교사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교사 내에서도 시점

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임교사에게는 ‘열정기’적 특성이 ‘적응기’적 특성

보다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신임교사에게는 그것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고연령 교사에게는 ‘성찰기’적 특성이 ‘퇴직 준비기’적 특성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고연령 교사에게는 ‘퇴직 준비기’적 특성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교육에 대해서는 뚜렷한 관

점이나 의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중등교사들의 여러 생애단계 유형을 분석한 오영재의 연

구(2006)에서 강조한 생애단계별 교사 유형은 아마도 이러한 두 차원에서 나타나는 생애단계의 

비중이 개별 교사에게 각각 다르다는 점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교과형’, ‘인성형’,

‘업무형’, ‘조직형’, ‘투쟁형’, ‘유유형’, ‘승진형’, ‘자기형’, ‘소진형’ 등으로 구분되는 교사 유형이 

평균 3.9년 주기로 개별 교사 수준에서 변화한다. 개별 교사에게 나타나는 그 유형의 변화에서 

같은 유형을 되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순차, 복합적으로 그 유형이 분기해 나간다. 본 연

구에서도 두 차원의 생애단계를 토대로 하여 교사 유형 분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두 차원의 

생애단계의 조합에 의하여 양 차원의 생애단계가 갖는 강약에 따라 특정한 이름을 붙여 유형화

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적응․열정기’에서 ‘적응’에 초점을 둔 교사는 ‘조직형’, ‘열정’에 

초점을 둔 교사는 ‘교과․인성형’ 등으로 명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교직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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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 최종 단계인 ‘성찰기’는 교직 전문성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준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을 그들의 말을 비롯한 다양한 행동과 표정 속에서 읽어 

내고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그러한 아이들의 삶에 융해시켜 나가려 하며 모든 이들이 

포기하는 아이도 품으려 하고 이전에 “버렸던” 아이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에 빚을 스스로 만드

는 ‘성찰기’ 교사의 특징이 교사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향후 보다 적극적으

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획득했는지 보다는 무엇을 놓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성찰기’

교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다

는 점에서 이 단계는 교사 생애단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Darling-Hammond(2006)는 교과 전문가와는 다른 교직 전문성이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 ‘성찰기’ 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교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교직 경험으로 획득한 이러한 특

성은 학교 내에서 사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한국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도 교사 생

애단계의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성찰기’ 교사로 하여금 교사

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회의하게 만들어 일찍 ‘퇴직준비기’로 진입하게끔 한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는 승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교직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성숙기’ 교사

가 승진에 오랜 기간 집중하게 되면 ‘성찰기’로 이행하기 어렵다. 승진에 실패하여 교직에 심각

하게 회의하게 되는 경우에도 교사는 교직을 마감하기까지 아이들에게 ‘거리두기’를 계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두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는 한국의 교직 사회가 지닌 

주요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는 바로 교사의 핵심 역할이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교사 역량이 발휘되고 또 강화되어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하여 축적한 전문성은 잘 드러나지 않

고 오히려 가르치는 일을 떠나 학교 행정가로 변신할 때 그 위상을 인정받는 교직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중적 특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교직에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는 교사일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나 동료에게나 별로 떳떳한 일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교직 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개인 활동이나 동료와의 공동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승진을 위한 일이 아님을 굳이 강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지 

않거나 못한 교사는 그의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학교 조직 내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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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다. 이 점이 승진과 관련하여 교사들을 항상 갈등 국면에 처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승진 구도에 변화가 있어야만 교직에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교육활

동의 본질적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또 하나의 발견은 성찰기 교사의 특징이다.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를 거치

면서 교사들이 갖게 되는 역량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사소한 행위에서 아이들의 전체 삶을 포착해 내며, 아이들의 눈

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자 하고,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학교가, 그리고 “내가”

포용해야 하려 하는 성찰기 교사가 지니는 특성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결과라 하기도 어

렵고 실제적 문제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기술적 능력이라 보기도 어렵다. Cochran-Smith

& Lytle(1999)가 말하는 ‘이론적 지식’이나 ‘실제적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교사가 지니는 ‘현장 

지식(local knowledge)’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는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한편으로는 승진 구조와 관련한 교직의 

모순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교직에서 모색되어야 할 변화의 방향을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교사의 모습이 교직 내부에 존재

한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

점을 토대로 향후 보다 현실에 토대를 둔 교사 재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원 정책 방인들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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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Dimensions of Teacher's Life Stages
6)

Kim, Jeongw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teachers' life stage

based on interviews with forty teachers. The teachers are selected after considering students'

school ages that they are teaching and the regions that they are working at. The interviews

are structured with the questions of the circumstances at beginners, the changes over time,

the present and the future plans, etc.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are largely two dimensions on teachers' life stages.

One is based on the teacher's role changes in a school organization. The other one is on the

changes in the teacher's pedagogical viewpoint. According to the first dimension, so called

organizational dimension, there are four stages in a teacher' life. Those are adaptation,

independence, promotion aspi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the second

dimension, which is pedagogical one, there are three stages. Those are named as passion,

maturity, and self-reflection. These two dimensions of teachers' life stages run separately and

independently.

Key words: teacher's life stages, teacher's role in an school organization, teacher's pedagogical

viewpoint, teach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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