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는 아무래도 첫 제자들이니까 뭔가 잘해주려고 

제 나름 로 이것도 해보고 것도 해보고.. 애들을 많

이 챙겨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 애들은 뭔가 고마

운  모른다 해야 되나? 그럴 땐 ‘아, 내가 무 많이 

기 를 했구나!’… 싶으면서… 무 기 해서 실망하

는? 교사가 아무래도 사람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신 으로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교사

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 게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

다는 생각을 해요. 그 게 열심히 공부해서 될 만한 직

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생 했을 때는 

애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 교

사도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선생님이 되고 보니까 애들한

테 계속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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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Beginning Science Teachers’ 
First Three Months Teaching Experience 

Younkyeong Nam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10 beginning science teachers who have been 

building positive or negative identity as teachers for the first 3 month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our steps of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suggested by Yeu (2015) based on the study of hermeneutic phenomenology 

suggested by van Manen (1990). The main data of this study is the transcription data of the telephone interviews col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area of   the research subjects. The main theme is found by  categorizing and conceptualizing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revealed in the data and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main the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xperiences of beginning science teachers that could affect their positive identity as 

teachers have common moments when they realize that ‘I am a necessary person for someone’. On the other hand, the 

teachers create negative teacher identity when they doubt their teaching competency, particularly when they are not confident 

about their attitudes toward students or when they are unable to engage students actively in less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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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해서 스트 스 받고.  교사는 학생들이 잘 안 따라 

주면 거기에 스트 스를 받으니까. ‘내가 공부를 그

게 (열심히)해서 될 만한 직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가

끔 들 때가 있어요. 육체 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

으로 힘들 때 그런 것 같아요”

 인용문은 여자 학교에서 근무한 임 과학 교

사가 첫 3개월간의 교직 경험에서 가장 힘들 때에 

해 이야기한 내용 의 일부이다. 이 교사가 가진 ‘진

짜 선생님’의 어려움의 원인은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

에 해 학생들이 가진 생각, 즉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이다. 경험이 부족한 임 교사들에게 학교 장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도 인 상황을 제공한다. 이  특

히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비추어진 교사로서의 존재감

은 이후 교직생활 동안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임 과학교사들은 문화 충격이라고 할 만큼 자신

들이 가진 학교생활에 한 기 와 다른 상황을 경험

하게 되는데 특히 첫 3개월간의 경험은 이러한 문화  

충격이 가장 큰 시기이다(이윤식과 김 범, 2007). 

임 1년간 교사들이 겪는 교직에 한 태도변화 연구는 

임 교사들이 처음 3개월 동안 교직에 한 태도가 

정 인 데서 부정 인 쪽으로 강하며 이후 처음 

가졌던 정 인 태도를 1년에 걸쳐 천천히 회복하는 

상을 보여 다(Scherer,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분의 임 교사들에게 처음 3개월이 얼마나 큰 도

 인가를 보여 다. 

임 교사들은 직 교사로 임용되기  이미 교직에 

한 나름의 기 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경험이 바로 교육 실습이다. 부분의 

비교사들은 교육 실습을 통해 교직에 해 ‘비 실 일 

정도로 정 인(unrealistic optimism) 이미지를 갖게 된

다(Weinstein, 1988).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들’, 즉 학생과의 정 인 계에 한 경험 때문이다

(김병찬, 2005). 다시 말해 비교사들에게 교직에 한 

정 인 태도와 교사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향을 주

는 것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라

보는 이다. 임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

분도 ‘생활지도’와 같이 학생들과의 계에서 발생한다

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임웅, 2008). 

임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바라

보는가가 교사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정 인 

의미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교사로서 스스로의 역량에 

해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임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 으로 만나며 계를 

형성하는 기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학습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로서의 

측면이며 두 번째가 생활지도, 담임업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이다. 부분의 임 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

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

당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기를 기회를 가지지 못

한 채 교단에 서야 한다(백순근과 함은혜, 2007). 수업 

한 두려움을 없애고 정 인 교사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교육 실습은 아주 요한 역할을 하지만 4주간

의 교육 실습은 비교사들이 학생들과 교직에 한 

바른 이해를 갖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김병찬, 

2005; 임웅, 2008). 비교사들은 직 교사에 비해 수

업의 단편 인 면, 즉 학생동기 유발이나 수업 계획에 

더 집 하여, 학습 평가나 수업시간의 돌발  상황에 

한 처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백순근과 함은혜, 

2007). 더욱이 이 기간  비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

참 , 생활지도 등으로 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할 시간은 더욱 

제한 이기 때문이다(엄미리와 엄 용, 2009). 교사양

성과정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하는 기회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부분이 동료들 앞에서 수업시연을 하면

서 수업기술을 익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힘

들다. 더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시연을 통해 실

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인 상황을 처 할 

수 있는 구체 인 경험을 할 수는 없다. 짧은 교육 실

습은 오히려 비교사들이 단기간에 학생들과의 정

 계 형성과 교육 실습에 한 아쉬움으로 교직에 

한 왜곡된 기 를 갖게 할 수 있다(김병찬, 2005).

본 연구는 10명의 임 과학교사들의 교사가 된 후 

첫 3개월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에 

한 상학  연구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2018년 사범 를 졸업하면서 바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

용되었으며 한 달간의 교육실습생 경험 외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었다. 연구에 참여할 당시 이

들 임 교사들은 교사가 된 후 첫 3개월이 지난 상태

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이윤식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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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2007; Scherer, 1999), 과학 교사로, 한 과학교

사 교육자로서, 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의 

개인 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처음 교사가 된 몇 달

간은 교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가장 도

인 시기이다. 이때 부분의 임 교사들은 매 순

간 교사로서 스스로에게 어떤 신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해 묻고 이에 한 답을 찾아가는 외롭고 

고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지 까지 임 과학교사

들의 교직 경험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처음 3개월간의 교직 기간 동안 어떤 경험에서 임 

교사들은 스스로 교사답다( 정  정체성), 는 교사

답지 않다(부정  정체성)고 생각할까? 임교사들이 

이 시기에 학생들과의 경험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

는 가는 이후 교직을 바라보는 에 결정 인 역할

을 하게 된다(이윤식과 김 범, 2007). 본 연구는 임 

과학교사들의 처음 3개월간의 교직 경험에 해 해석

학  상학(van Manen, 1997) 연구 방법을 통해 비

교사에서 직교사로 격한 변화를 겪은 임 과학교

사들의 경험과, 이 경험이 주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임 과학교사들이 독립된 교직 문가로서의 정체성

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과학 교사 양성과정

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들을 시사하고자 한다. 

Ⅱ.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상학적 연구 방법

상학  방법에 해 Farina(2014)는 상학에 한 명

확한 정의는 없으며, 상학은 그 자체가 오히려 항상 변

화하는 방법이자 경험이라고 말한다. 상학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비되는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한 한 가지 방법으로 Edmund Husserl(1859–

1938)에 의해 제안되었다. Husserl은 ‘지향성’ 개념을 통

해 인식의 상은 인식하는 주체의 주  지향 없이

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상은 주

체에 의해 경험된 삶의 내용이 될 때 만 그 가치를 얻

게 된다는 것이다(Farina, 2014). Husserl의 이러한 주장

은 당시 객체와 주체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실증주의 

오류를 비 했다(이재성, 2018).  구성주의  에

서 상학은 객체에 한 지식은 그것을 상으로 경험

한 주체에 의해서 구성되는 의미이며 객체는 주체와 별

개로 외부에 객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

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성, 2018). 

Husserl은 상의 본질에 근하는 방법으로 “ 상

학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는 Bracketing)

을 제시하 는데, 이는 경험에 한 분석에 을 맞

추면서 경험 그 자체 한 연구자의 단을 보류한다

는 의미를 가진다. 상학  환원은 연구자들이 어떻

게 연구 상과 련된 상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

험을 구별해내야 하는지 제시한다. Husserl은 상에 

한 해석에는 끝없는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떤 

경험의 근본  의미(본성)가 그 변동의 범 를 정해  

수 있다고 믿었다. Husserl은 상학  환원의 방법으

로 상에 한 어떠한 단이나 해석을 배제한 체 

상 그 자체의 본질을 악하기 해 여러 가지 차를 

제안했지만 구체 인 연구 방법론으로 정립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이재성, 2018).

2. 해석학적 현상학(체험연구)

van Manen(1994)은 상학과 해석학이 인간의 체험

을 이해하기 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학은 “한편으로 체험의 체험  성질에 한 기술이

며 다른 한편으로 체험의 표 들의 의미에 한 기술”

이라고 하 다(van Manen, 1990 p.44).  다시 말해 어떤 

체험을 상학 으로 기술(describe)하는 순간 그것은 

궁 으로 해석(interpretation)이며, 상학  기술의 

의미는 그것의 해석에 있다는 것이다. van Manen은 인

간의 체험에 한 연구에서 상학이 가지는 기술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해석학과의 유기  결합의 필요성

을 주장하 다. 이러한 에서 van Manen은 자신이 

정립한 체험연구를 해석학  상학이라고 불 다. 

해석학  상학에서 주 성과 객 성은 과학  연구에

서 그것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된다. 주 성(Subjectivity)

이란 연구자가 연구 상의 경험을 연구자 본인의 역

사  문화  경험에 비추어 본다는 의미이다. 한 주

성(Subjectivity)은 연구자가 연구 상을 최 한 자세

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거나 드러나기 해 가능한 한 

지각 이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식별력을 가지는 것

을 의미한다. 반 로 객 성(Objectivity)이란 연구자가 연

구 상에 해 진실됨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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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연구 상의 진실한 본성에 해 어떤 에서 보

호자 는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해

석학  상학에서 주 성과 객 성은 상호 배타 이지 

않으며 상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요한 개념이 된다. 

연구자는 연구 상의 경험에 해 자세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하지만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틀을 비

추어 주 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최 한 상학  환원에 근거하여 연구 상의 경험이 

가지는 핵심 인 의미를 악해야 한다.

van Manen(1990)은 해석학  상학이 가지는 방법

 구조를 다음의 6개의 연구 활동 사이의 역동 인 

상호작용이라고 하 다. 각 연구 활동이 가지는 의미

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험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상학  연구는 

실과 동떨어져 시작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  

특수한 개인 ·사회 ·역사  생활환경 속에서 

인간 실존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의 계획  활동이다. 이에 따른 어떠한 상학

 기술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기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2) 경험을 겪은 로 탐구한다: 경험을 개념화하기보

다는 겪은 로 탐구한다. 연구자가 삶의 충만함, 

생생한 계와 공동의 상황세계의 심에 있으면

서 체험의 범주를 그것의 모든 양상과 측면에서 

극 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을 특징짓는 본질  주제에 해 반성한다: 

체험이 특수한 경험이 되도록 특수한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려 깊게 반성 으로 

악해야 한다. 따라서 상과 그 본질, 경험의 

상과 그 상의 근거가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하며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

는 태도에 해 반성 으로 근해야 한다.

(4) 쓰기와 고쳐쓰기의 기술을 통해 상을 기술

한다: 상학  연구를 ‘한다’ 는 연구 결과 

‘작성’의 측면에서 로고스(언어와 사려)를 상

(체험의 한 측면)에 본연의 모습 로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에 을 둔다.   

(5) 상과 강력하고도 지향 인 교육학  계를 

유지한다: 연구자가 주어진 상과 련된 어떤 

개념에 한 강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  

악하고 주어진 상을 충분하고 인간 인 의

미에서 상에 해 악하려고 해야 한다.   

(6) 부분과 체를 고려함으로써 연구 상황의 균형

을 잡는다: 연구 결과 기술의 체에 한 계획

계 할 때 연구 각 부분이 체 결과구조에서 어

떤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연

구의 각 부분에 무 깊이 몰두 하여 체 구조

를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석학  상학  연구의 가장 요한 목 은 경

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인간

이 경험을 이해하며 이것을 어떻게 개인 으로 는 

공유된 의미로 의식화하는가에 심을 갖는다. 본 연

구의 목 은 임 과학교사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경험

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러

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

성해 나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 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임 과학교사들의 첫 3개월간의 경험에서 

정 인 교사 정체성(자신이 가장 교사답다고 느낀)과 

련된 경험들과 그와 반 로 부정  교사 정체성(자

신이 가장 교사로서 부족하다고 느낀)과 련된 경험

들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해석학  

상학 연구 근거하여 유혜령(2015)이 제시한 상학  

질  연구 수행 차 4단계; (1) 태도변경을 이루어가

기, (2) 다양한 출처의 진실한 자료 수집하기, (3) 자료 

분석하기, (4) 쓰기와 다시쓰기의 과정에 따라 진행

되었다. 다음은 각 단계에 따라 연구의 어떤 부분이 기

술되었는지에 한 설명이다. 

1. 태도변경을 이루어가기

이 단계는 주제 상에 한 존재론 ·학문  지향과 

상학  문제의식 발 시키기 한 것이다. 이 단계는 

연구의 기 단계에서 연구 주제의 선택이 연구자의 삶

에서의 상황과 개인  의미와 어떻게 연 되어 있는지

를 밝히고 연구 주제에 한 지속 인 질문과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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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단계이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

가 되는 상에 한 연구자의 심이 어떠한 교육학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색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임 과학교사들의 교직경험에 한 연구자의 연구 동

기와 요성이 연구의 서론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2. 다양한 출처의 진실한 자료 수집하기

이 단계는 생생하고 구체 인 경험  자료와 심층의

미의 해석  자료제시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

구 상은 연구의 연구 상은 2018년 2월 국립사범 학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임 과학교사 10명이다. 이들의 나이는 

23세-26세 이며 남교사 4명과 여교사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6명은 학교 과학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이었으며 4명은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이었다. 연구 상 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 졸업 

 2년 동안 매 학기 연구자가 강의하는 과학  지구

과학 교수법 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업지도안작성과 

수업시연 등에 해 배웠으며 4주간의 교육실습을 제외

하고 학교 장에 한 경험이 없다. 이들은 본 연구에 

참여할 당시 신규 발령지에서 4개월째 근무 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데이터는 연구 상들의 근무 지역 등

의 여건을 고려하여 화를 통한 인터뷰로 수집되었다. 

화 인터뷰는 연구 목 에 맞게 미리 구성된 반 구조

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 으며 연구 상자의 응

답 내용에 따라 추가 인 질문과 응답이 수집되었다. 

다음은 인터뷰에 사용된 반 구조화된 질문들이다.

∙지 까지 학교생활  내가 가장 교사답다고 느

끼는 순간에 해 떠올리고 왜 그 게 느 는지 

말해 볼까요?

∙수업  내가 특별히 교사답다고 느낀 경험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수업 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거나 당

황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생활지도를 하면서 내가 교사답다 혹은 교

사답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 있었다면 왜 그 게 

느 는지 말해 볼까요?

∙나는 지 까지 학생들과 정 인 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학생과 계 형성에 어려웠

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동료 교사나 선배교사에게 교사로서 배울 이 

있다고 느낀 이 있다면 어떤 경험 때문 인가요? 

인터뷰 내용은 체 사 되었으며 이 사 자료가 

연구의 주요 데이터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연

구의 자료가 수집될 때 일화가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

하 는데 이는 일화가 “생활 세계  경험의 생생함과 

구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유혜령, 2015, p. 12).  

3. 자료 분석하기

이 단계는 해석학 - 상학  성찰을 통해 주제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 상학  연구 차는 상  

특성을 기 으로 자료의 의미 단락을 구분하고 이를 

잠정 으로 해석하며 주제화 한다는 에서 다른 유형

의 질  연구와 차이가 있다”(유혜령, 2015, p 15).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믿음과 사  가정을 검

하고 연구 상과의 면담기록을 주의 깊게 읽고 요

한 부분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상학  연구

는 다른 질  연구 방법론에서의 객 성, 즉 연구자가 

연구데이터와 객 인 계를 유지 하면서 립 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이

미 연구자가 가지는 지향성을 가진 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한다(유혜령, 2015). 본 연구의 연구자는 

먼  임 과학교사들과의 인터뷰 사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요한 부분을 추출하 다. 다음으로 추출

된 부분을 심으로 주제를 찾아내었다. 찾아진 주제

를 심으로 다시 인터뷰 사 내용을 읽음으로써 주

제를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 다. 다음으로 찾아진 주

제를 구조화하 는데 상이 가지는 의미를 범주화하

고 개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4. 글쓰기와 다시쓰기 

이 단계는 van Manen(1990)이 제안한 해석학  

상학을 한 방법  구조의 네 번째와 여섯 번째 활동

에 해당한다. 상학  연구의 쓰기는 형식 으로 

‘일화 인용하기’, ‘ 상기술하기’  ‘해석하기’로 나

어 질 수 있지만 해석학 으로 엄 한 의미에서 이 모

든 형식이 해석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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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종합 인 기술  해석하기”로 

표 하는 것이 더 합하다(유혜령, 2015, p. 15). 쓰

기는 상의 본질이 잘 드러나도록 쓰기와 다시 쓰

기 과정을 반복하며 이루어졌으며 화려한 어구 보다는 

간결하고 직선 인 말로 존재론  의미를 충분히 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Ⅳ. 연구 결과

1. 나를 교사답게 만드는 경험 

비 과학교사에서 단기간에 신규 과학교사로 격한 

변화를 격은 임 과학교사들은 학교 장에서 여러 가

지 경험을 통해 나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어떤 경험은 그들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며 어떤 경험들은 그 지 않다. 이  특히 자

신들이 교사답다고 느끼게 만드는 경험은 여러 가지 의

미로 임 과학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 즉, ‘나는 교사이다’

라는 존재론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1) 내가 군가의 

배움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느낄 때, (2) 내가 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3) 교사로

서 문 인 역량에 한 증거를 발견하는 순간 이다. 

가. 나는 누군가의 배움을 책임지는 존재

임 과학교사는 학교 안 밖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매 순간 자신이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검한다. 수

업 시간뿐 아니라 생활지도에서 임 교사들이 학생들

의 배움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교

사임을 한 번 더 자각하게 된다. 먼  수업  자신이 

학생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특

히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집 하거나 열심히 수업 내용

을 필기하는 등 자신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찰할 때, 학생들이 물어본 질문 내용에 답해  때,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권 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학부모와 학

생에 해 상담할 때이다. 다음은 임 과학교사들 이

러한 경험에 해 말한 내용이다.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애들이 수업 재미있다고 얘

기를 하면, 그때 제일 기분 좋고. 아 내가 수업을 하는 

맛이 나는구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은 

학생이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재미있다 그러고, 어떤 

때 재미없다 그럴 때. 수업에서 반성하는. 그때 아! 내

가 애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수업도 잘 가르쳐야 되는 

교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수업할 때 (내가 교사답다고) 느끼긴 하지만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평가할 때(에요). 제가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채 을 하고 아이들한테 성 을 주고, 이러

한 과정에서 아 내가 정말 교사가 되었구나…라는 느

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낸 시험에 따라서 애들의 부모님이 컴퓨터를 없

애버린다느니, 성 이 안 나오면 학원을 더 다니게 한

다느니 그런 게 결정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략)

배움이란 학생들의 학습지도뿐 아니라 생활의 반

에 한 배움도 포함한다. 임 과학교사들은 학습을 

책임지는 사람뿐 아니라 생활 반 인 배움을 책임지

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특히 담임교사로 학생들 앞

에 설 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일단 제가 희 반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책임

을 지고 제가 리를 해야 되는 희 학생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매일 아침 조례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내가,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략)

“다른 반 애들과 분명히 다르게 제가 맡은, 학생들

이거든요. 어 그래서 음… 때로는 우리 반 학생들, 제

가 맡은 학생들의 편을 들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애

정이나 책임감? 아니면 약간 보호를 해  수 있는? 음 

뭐 다른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도, 아니면 다른 반 친

구들이 우리 반 애들을 막 장난스럽지만 괴롭힌다거나 

할 때도… 우리 반 애들 편을 들어주면서 그 게 애정

을 표 하고…  잘 가르치고… 계속 야지 하는 그

런 책임감. 그래서 애정과 책임감이 제일 많이 에게 

드는 것 같아요.”

군가의 배움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은 

한 임 과학교사가 스스로 교사로서 성장해야 한다

고 자각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임 과학교사들은 학

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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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자세와 품 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사소한 

결정의 순간에도 개인 인 감정에 치우치는 단보다

는 교사로서 학생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하게 하는 요

인이 된다. 다음에 인용된 진술은 임 과학교사들이 

느끼는 책임감, 교사로서의 자세와 품 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인 노력을 보여 다. 

어떻게 보면 애들의 인생에서는 제가 어… 학교

에서 만난 단 하나뿐인 선생님일 텐데… 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일 텐데… 그런 것도 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겠지만 걔네들한테는 하나뿐인 선생님이니까.

만약에 친구 다면 매우 싫어했을 것 같은 학생인

데, 립 으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어…

(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상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더라도 

당연히 잘못된 에서는 지 을 하지만, 그 이외에 감

정이 섞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

려고 최 한 노력하는 게…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조  더 

모범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사

람은 진짜 모범 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를 계속… 그 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 해야지 애들

한테도 그게 나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임 교사들은 학생들  문제아 이거나 약자인 학

생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스스

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한 가정환경

이 어려운 학생들을 해 어떤 구체 인 도움( :장학

을 알아보고 신청했을 때 등)이 되었을 때 자신이 

교사답다고 생각한다.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에게 상담을 해 주거나 필요한 도움이 되어 주면서 그

리고 가정 폭력이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문제아

가 된 아이들과 상담하고 이런 상황을 알아 가면서 안

타까워하고 마음 아 한다. 이런 순간들이 임 교사

들이 교사답다고 느끼는 요한 경험이 된다.  

우선 지  학교 학생들이 어… 말썽꾸러기들이 많아

서 걔네들이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가 그냥 단순이 ‘나 

사고 칠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고치는 게 아니라, 각자

가 생각하는 느낌, 그리고 각자의 사정 이런 것들 때문

에 애들이 제 로 배우지 못하고 지르는 사고들이라, 

그런 것을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 다 보면 무 

마음이 아  거 요. … 왜냐하면 그런 기본 인 것조

차 배우지 못하고 지 까지 행동해왔던 거니까 잘 모르

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

을 하면, 그때 가장 ‘아 내가 지  애들이랑 (같이) 생활

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나는 교사로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존재

임 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만 수업이나 평가와 련하여 자신도 의심하던 문  

역량을 발견하면서 교사답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과

정에 한 이해나, 교육과정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평가 방법 등을 실제로 수업에 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최신 과학 지식 등을 알려 주면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사로서 문 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존재라고 느낀

다. 다음은 학교 임과학 교사가 다양한 평가 방법

을 용하면서 스스로 평가에 해 문 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은 경험에 해 기술한 내용이다.  

어… 평가를 할 때, 근데 사실 평가를 하면 제가 힘

든 거는 맞지만… 어… 딱히 어 평가는 좀 스스로가 잘 

한다고 생각….아 난 좀 한 것 같애… 하면서막 제

가 (  스스로를) 평가하고 이러거든요. 아 이건 무 

좀 자만하는 것 같은데…이번에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ppt 발표를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

에 자기 평가랑, 동료 평가랑, 교사 평가 세 가지를 융

합해서… 평가 수를 부여했습니다. 애들이 좀 새로

워하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런데 다면  평가를 

하라고 개정 교육과정에 되어있으니까. 자기 평가를 

하면 자기성찰도 할 수 있고, 동료평가를 하면서 동료

의 어떤 그런… 부분, 의욕이라던지, 커뮤니 이션 능

력도 요하고..( 략)

임 과학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교사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순간들은 

부분 학생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필요한 존재, 학생들

과 함께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 그리고 학생들을 

한 자신의 문  역량을 발견하는 순간들이다. 이

러한 경험들은 공통 으로 임 과학교사들이 학생들

과 좋은 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존

재이며, 자신의 문  역량을 발견하면서 학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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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문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서 정

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2. 교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임 과학교사들의 학교생활은 정 인 경험보다는 

더 많은 경우 자신의 교사로서의 역량을 의심하는 경험

들로 채워진다.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에 

해 의심하게 되는 경험들은 오히려 임 과학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극복해야 

할 구체 인 상을 제공한다. 다음은 임 과학교사들

이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에 한 기술이다. 임 과학교사들이 스

스로 교사답지 않다 는 교사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크게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측면으로 나 어진다. 

가. 생활지도, 엄격하거나 부드럽게: 나는 어

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생활지도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이 기

 했던 것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할 때 임 교사

들은 자신들이 취했던 생활지도 방향이나 학생들을 

하는 태도에 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임 과학

교사들이 취했던 생활지도의 방식이 ‘학  담임’과 같

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 

심해진다. 하지만 학생 생활지도를 해 스스로도 납득

할 수 없는 학칙과 규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발

생하는 학생들과의 갈등은 교사로서의 역량 부족보다

는 학교규칙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 생활 지도하면서…  제가 좀 뭔가 친 하게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조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아, 이정도도 괜찮네, 아 그럼 이것도 괜찮겠

지. 이 게 조 씩. 조 씩 버릇이 없어져요. 네, 그럴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바로, 일 이… 좀 바로잡을 걸 그

랬나? 내가 무 학생들에게 그냥 유순하게 했나? 온

순하게만 했나? 그런 과정에서 어느새 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생활 지도할 

때. 담임으로서 부분인데. 음,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처

음이라서 좀 부족한가? …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 설 때는요… 수업시간은 그냥 그 

수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담임으로 서게되면 수업

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하는지 달사항을 

해주고, 험할 때는 이 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알려

주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면이 생활지도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 과학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

야 하는지에 한 고민은 어쩌면 임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용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임 교

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으

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결국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

이 아 질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 속에서 함께하고 싶

어 하는 것은 어쩌면 임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기도 하다. 임 과학교사들은 이러한 자신들

의 태도가 무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

들과 공감하기 해 가져야 하는 용기라고 말한다. 

진짜 겁도 없이 애들한테 달려들고, 겁도 없이 애들 

얘기 들어주고,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애들 고민부터 먼  

들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1년 

때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게 못할 것 같아

요. 그리고  학생들 문제를 제가… 해결해주지도 못

하니까… 걔는 몇 년 동안 그 게 살아왔고. 나는 고작 

1년 볼 건데.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는 나 에 그걸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거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지 … 걱정인 게, 제가 

내년이랑 그 미래에 새로운 반의 애들을 맡을 거잖아

요. 걔네들을 이 게 잘 해  수 있을까, 가 걱정이에요. 

다들 주변 선생님들께서도 하시는 말 이, 해봤자 애들 

안 달라진다. 니가 이 게 노력해봤자 애들 모른다. 그

리고 이 게 해봤자 상처받는 건 다. 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게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선배들 보면 도 왠지 게 될 것 같아요.

임 과학교사들은 자신들도 경험이 많아질수록 학

생을 하는 태도가 엄격하거나 부드러운, 즉 두 가지 

 한가지의 방향을 선택하는 쪽으로 정해 질 것이라

고 막연히 생각 한다.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어떻게 계를 쌓아가며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임 과학교사들의 학생을 하는 태도에 큰 향을 

미친다. 임 교사들은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

을 하는 태도를 찰하면서 교사가 된 첫해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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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자신이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을 할 때 더 많

은 에 지를 쏟게 만들며 결국 교사로서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분의 임 

과학교사들은 부드러운 교사보다는 엄격한 교사가 되

면 학생들과의 계는 좀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 자신들이 가까운 미래에 부드러운 교사 보다는 엄

격한 교사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나. 강의식 수업은 공공의 적?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하는 건 강의식 수업 때문일까? 

학교 장에서 임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만

나며 여러 가지 기치 않은 수업 상황에 갑자기 노출

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

처럼 이유가 명확한 순간도 있지만, 수업 비를 많이 

하고 열정 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이 수업에 집 하지 않을 때와 같이 그 원인을 명확하

게 찾지 못하는 순간도 많이 있다. 수업에 흥미를 보이

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 하는 경험들은 임 교사들

이 본인이 가르치는 방식에 해, 교과목의 특성에 

해, 그리고 학생들을 다루는 자신의 교수 역량에 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빛을, 반응을 계속 

이 게 요. 근데 음… 체로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그냥 는 더 괜찮은 수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엎

드려 있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좀… 참

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설명만 하는 게 아니

라 애들도 이야기하게 해보고,  발표하게 해보고, 

상하게 해보고 이런 걸 포함시키면…. 제가 조 만 

더… 애들이 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게끔 비를 했으

면… 음…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졸고 있

거나 엎드려 있는 애들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죠.

고등학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과 

지구과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건지도 모

르겠는데 우선 모둠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강의식을 간 간에 넣다가 보면,  혼자 이야기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때 칠 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무… 무 작아보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반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임 과학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어떤 방식의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해 많이 고민한다. 학 교육과

정에서 학생 심수업, 탐구수업, 과정 심 평가 등 학

생 주도 이며 학생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수업에 해 

이론 으로 많이 배우지만 학교 장에서 어떻게, 어

떤 범 에서 용해야 하는지에 한 경험은 미흡하

다. 이론 으로 학생 심 수업이 이상 이다 라는 지

식은 있지만 용할 경험이 부족하며 한 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끼는 이상과 실의 괴리감을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다음은 이런 실과 이

상의 차이를 경험한 교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학원 강사는 정말 시험을 한 수업

을 하고, 무조건 일방 인 화만, 일방 으로 학생에

게 달하는 것만 있잖아요? 는 직  교사가 되면 학

생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진짜 학교에서 배운 데로 

학생 참여가 높고 학생 스스로가 배움이 일어나는 수

업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다른 경력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실제로는 학습자 

참여 심 수업이 안 일어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는 그게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이 학원 강사

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는 학원 강

사랑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실과 이론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은 

수업내용에 한 부담이 상 으로 어서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용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 보다는 수

학능력시험에 한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 임 과학교

사들의 말에서 더 많이 표 된다. 다음은 인문계 고등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두 명의 교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용이 되기 에는 뭐 이런 런 다양한 모형을 

용해서 수업을 해 야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비하고 해본 도 많은데,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해서는 달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설명식 방

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 수업이 좀 꾸 히… 뭔가 설명식으로 가는 게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좀 아 수업 부분에서 

애들한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좀 부족하

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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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희 학교는 좀…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뭘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신이고 수능이랑 련이 되니까 수업을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때 내 수업이 지루해서 

자는 학생을 보면 마음이 아 데 깨울 때. 그때도 역량 

부족이라고 느껴지고, 혹시 이 지도가 잘못되고 있는

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구요.

의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고등학교 임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이기 해 학생들이 주도

으로 수업을 이끄는 학생 심  수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을 다 가르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 으로 학 

입시를 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의식 수업을 택하게 된다고 해

도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고 흥미 없

어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 강의식 수업이 학생

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게 된다. 강의식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임 교사들이 지식 달 주의 강의식 수업에 

해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받았던 강의

식 과학 수업의 부정  경험에서 온다. 임 과학교사

들은 자신이 받았던 강의식 수업보다 좀 더 나은 수업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보다는 좀더 나은 교사가 되기 해 이러한 강의식 수

업 외에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

국 어떤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지가 교사의 역량을 나

타내는 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게 지식 

주의 달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제가 지

까지 수업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분명히 역

량 강화를 하는 게 맞아,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지식 달

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아 내

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되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낮은 참여는 임 과학교사들

이 가장 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며 교사 본인의 수

업 방식에 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낮은 수업 참여도와 부정 인 반

응을 하는 상황은 임 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정체

성과 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

인 경험이 된다. 임 과학교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사고, 즉 강의식 수업이 

마치 학생 심 과학 수업 는 탐구 수업의 반 말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마치 강

의식 수업은 학생 심 수업에 비해 학생 참여를 끌어 

낼 수 없으며 지루한 낮은 수 의 수업이라고 생각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략이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들의 생각은 마치 도구를 탓하

는 기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비교사에서 임 과학교사로 격한 변화를 격은 

10명의 과학교사들은 첫 3개월 동안 각자 주어진 학교

라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 인 경험을 통해 교사

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들이 학교사회

의 일원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  특히 학생들

과의 계와 련된 경험들은 임 교사들의 교사 정

체성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

의 반응을 통해, 생활지도를 통해, 그리고 담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학생들과의 다양한 수

의 상호 작용에서 임 교사는 자신이 교사로 합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 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며, 학생들의 반응은 자신의 정  

는 부정  교사 정체성에 요한 근거가 된다.

임과학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 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험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공통

으로 ‘내가 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

하게 되는 순간들이다. ‘내가 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1) 내가 군가의 배움을 책임지는 존재라

고 느낄 때, (2) 내가 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

고 느낄 때, 그리고 (3) 교사로서 문 인 역량에 

한 증거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 군가의 배움을 책임진다’는 의식은 교과내용 지

도에서 학생들의 정 인 반응뿐 아니라 평가자로서

의 권 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생활지도에서 담임교

사로서의 책임을 느낄 때와 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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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은 교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공평하게 하고 교사

로서 품 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군가에

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의식은 학생들  가정환경

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이들과 

공감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험을 통해 갖게 

된다. 흥미롭게도 임 과학교사로서 학생 지도 경험

도 부족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안

타까운 경험들이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교사답다고 느

끼는 요한 순간이 된다. 수업지도나 생활지도에서 

문 인 역량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도 교사로서

의 정 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요한 경험이 된다.  

임 과학교사들은 안타깝게도 정 인 교사 정체

성 보다는 교사로서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크게 생활지도와 학

습지도로 나 어서 이해 할 수 있다. 먼  생활지도에

서 임 과학교사들은 학생들을 하는 태도(부드러운 

교사 는 엄격한 교사)에 해 계속해서 고민한다. 이

러한 고민은 정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일부 학교 규칙

을 지키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할 때와 같이 그 이유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교사가 어디 까지 도와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의지 인 선택의 문제도 있다. 하지

만 이와는 달리 교직 경험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을 

하는 태도가 부드럽거나 엄격한 쪽으로 변해갈 것이라

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도 있다. 모든 

임 과학교사들은 학생들을 친근하고 부드럽게 하고 

좋은 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곧 이러한 태

도가 학생들을 더 버릇없게 만들거나 교사를 할 때 

최소한의 의를 갖추지 않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반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자신들의 선한 의도를 알아 주지 않

는 학생들에게 섭섭해하게 된다. 주변에서 경험이 많

은 교사들이 학생을 하는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도 

곧 부분의 경험교사들이 취하는 엄격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고민을 하

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들이 교사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학습지도에서 임 과학교사들이 강의식 

수업에 해 가지는 생각은 매우 흥미롭다. 임 과학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

하게 되는데, 수업을 지루해 하거나 집 하지 않는 학

생들의 반응은 임 과학교사들에게 ‘교사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경험은 임 과

학교사들이 수업의 여러 가지 요소 에서 특히 자신

들이 택한 수업방법에 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임 과학교사들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부정 인 

반응에 해 부분의 경우 ‘강의식 수업’ 방법 때문

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학

생 심 는 학생 주도  수업이며, ‘강의식 수업’은 

학생 심 수업의 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강의식 수업은 마치 학생 심 수업이 아

니며,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 과학교사들이 학생과의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를 바라보는 

이 매우 이원론 (부드러움과 엄격함)이라는 것과 교

수법에 한 이해도 매우 이원론 (학생 심교수법과 

강의식 교수법)이라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사 교육과정과 장교사 재

교육 측면에서 요한 제언을 제공한다. 먼  비교사

에서 임 과학교사가 되는 것은 사회  지 와 이에 

따르는 책임감 측면에서 매우 격한 변화이다. 한 

비 없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임 교사들에게는 

심리 , 정신 , 육체 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윤식과 김 범, 2007). 임 교사들이 학교사회의 새

로운 구성원으로 이러한 변화에 잘 응하고 문가로

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비교사 교육과

정에서 문  안목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 과학교사들의 교원양성과정에 해 만족도와 

어려움에 한 연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학교 수업에 

실질 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법과 학교 장에 직

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 생활지도나 상담과 련된 교육

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임웅, 2008). 부분의 

임 과학교사들은 교과 지도에서 교과 내용 보다는 학습

자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교수 학습 방법의 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임웅, 2008),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에 한 이해를 높이고 교과 내용과 학생 수

을 고려한 교수법의 선택과 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수업모형 용, 수

업설계, 수업시연의 기회를 더 확 하여 학교 장 수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해 스스로 

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차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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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들에 한 이해와 신

뢰롭고 원만한 계 형성을 한 실질 인 지식과 경험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학생상담, 교직실무

등과 같은 교직과목에서 이론 인 부분뿐 아니라 담임

교사의 역할과 업무, 상담, 생활지도를 한 실질 이고 

직 인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무엇보다 교원양성과정과 학교 장의 긴

한 력을 통해 비교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학교 

장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습의 범 와 기회

를 체계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차우규, 2008). 교

육 실습을 통한 실제  역량 함양을 가장 요시하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 을 때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에

서 요구하는 교육 실습 기간은 매우 짧다(김민희, 2008). 

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교생실습을 두 단계로 나 어 

실행하는데 첫번째 단계는 한 학기 동안 학의 교과교

육수업의 일부로 학교 수업 참 과 지도 교사의 지도하

에 교실 수업 경험을 쌓는 교육실습(Practicum)이다. 이

때 비교사들은 수업담당 교수(Instrutor), 력학교 방

문 담교수(supervisor), 그리고 력 학교의 지정된 멘

토교사(school based teacher educator; SBTE)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생활 반에 한 이해를 갖게 된다. 두 번

째 단계인 실습교사(Student Teacher)과정에서는 한 학

기동한 해당 과목의 수업을 담하게 되는데, 이때 교

실 수업 뿐 아니라 학부모 면담, 행정 업무 등 보통 교

사와 거의 같은 정도의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우리나

라의 교육 실습은 미국의 교육실습(Practicum)과 유사

하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실질 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훈련 없이 임 과학교사가 

되는 것이다. 임 과학교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로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양질의 교사 양성, 더 나아가 양질의 학교 교육

을 제공하기 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체계 인 교육실

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10명의 임 과학교사들이 첫 3개월간 

교사로서의 정  는 부정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

험에 한 해석학  상학 연구이다.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해석학  상학 연구 근거하

여 유혜령(2015)이 제시한 상학  질  연구 수행

차 4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데이터는 

연구 상들의 근무 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집된 

화 인터뷰의 사 자료이며 해석학  상학 방법에 

따라 자료에서 드러난 상이 가지는 의미를 범주화하

고 개념화 하는 과정을 거처 주제를 찾아내고 그 정당

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과학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 인 정체성을 갖

게 되는 경험들이 공통 으로 ‘내가 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임을 보여 다. 

반 로 임 과학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학생들을 태

하는 태도에 한 확신이 없거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극 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때 자신의 교직

역량을 의심하는 부정 인 교사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 한국의 비과학교사 양성 과정

의 개선 에 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주제어: 임 과학교사, 교사 정체성, 해석학  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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