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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훈련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밍 교육훈련에 20여년 이상 종사하고 있

는 A 교사를 내러티브 연구방식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문제인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의 시간적 흐름을 거치면서 총 12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A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사교육경험이 직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로그

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근무한 기간, 소속된 기관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

는 정책과 이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grasping how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who teach programming in vocational training field was formed. Teacher A, who has been engaged in 
programm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over 20 years, was interviewed in a narrative research. For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occupational ident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forming occupational identity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to 
examine its meaning.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a wide range of experiences targeting various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ccording to age, working period, 
and affiliated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cies and issues experienced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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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분야에 교사가 된다

는 것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시연과 전달뿐만 아닌 성

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요구된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은 족집게 강사가 아닌 우리

에게 마음을 쓰며 애정을 갖고 헌신하셨던 분들이다. 직
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스펙

에 실무 기술이 확보된다 한들 훈련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는 작업자나 다름없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직

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참여 조건은 

현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여도 직업훈련교

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교육적으로 

소양 없는 교·강사들도 훈련 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성인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강사들이 투입되는 경우, 훈련생들의 기술 습득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다. 자연스레 훈련생들은 취업에 애로

를 겪게 되고 낮은 실적을 초래하여 훈련 기관과 훈련교

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교사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

고 불안한 훈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당사자인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열악한 고용환

경에 노출된다. 총체적으로 훈련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열악한 민간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인 대안은 여러 곳에서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훈련 교·
강사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훈련 품질을 향상하고자 노

력해왔다. 교·강사 처우개선 추진과제에 따른 조치를 필

요사항으로 추가하여 교·강사의 고용조건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왔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

용시장까지 움추린 탓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자 직업훈련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만으

로 훈련의 질이 높아지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2].
현장기술자의 교사활용은 현장성 반영이라는 측면에

서 훈련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는 성인 훈련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전

적인 시점에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인생

의 제2의 도약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만을 전달하는 기능

인이 아닌 교사로서 다른 역할도 수반된다. 지식전달, 
조력자, 상담자, 평가자 등이 포함되며 무엇보다 직업세

계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가진 직업인이 되도록 견인해

야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는 제 2의 도약기에 있

는 성인학습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 개인의 정체성은 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학

생들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 온전한 직업정

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정체성이 확립된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는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성취를 통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하게 된다. 교사라

는 역할모델 즉, 온전한 직업정체성과 직업윤리를 가진 

교사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투영될 때에 학생들도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의 주된 흐름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하여 국한되었다[1]. 역할

과 역량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자신의 직

업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 의식세

계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년 이상 프로그래밍 분야에 직업

능력개발 훈련교사로서 살아온 A 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직업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심

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에서 자신의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이다. 직업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유의 결과물임

과 동시에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과되고 지각된 

수많은 역할이다. 직업정체성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3].
교사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교사의 정

체성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변화한다고 주장

되어져 왔다. 일시에 측정 가능한 양적 연구보다는 과정

과 맥락이 드러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져왔다.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질

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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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내러티브 방법을 선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기준

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관

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단체 등에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설계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양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탐구

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며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삶의 밀도 있는 경험을 탐구하는데 가장 적합하

다[4]. 또한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

며 개인이 겪는 삶의 체험을 구술하고 이야기로 기술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5].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내러티브(narrative)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McAdams는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과거를 다시 만

들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깨달아 자기

를 내면화하고 변화되어 가는 생애 이야기”라고 정의했

다. McAdams는 자신의 생애 이야기가 현재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준 과거의 삶은 

어떤 모습이며,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미래의 자신은 어

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 화자의 삶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러티브를 통하여 

표현된다. 직업정체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탐구할 

수 있다[6].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적인 삶의 방법, 즉 

개인의 교육 활동과 삶에 대하여 말하고(tell), 다시 말하

고(retell), 살고(live), 다시 사는(relive)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

게 들려주는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

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스

스로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에서의 '

개인적이며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을 강조하였는데, 이 ‘개인적이며 실천적 지식’은 보편

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 개인적, 실천적 성

격에 가깝다. 다수의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

사가 아닌, 한 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삶의 대한 

경험이야말로 매우 고유하고 독특한 개인적이며 실천

적 지식이다[7].
본 연구에서는 20년 이상 프로그래밍 분야에 직업능

력개발훈련교사라는 직업에 종사해온 연구 참여자의 

삶과 의미를 구체적 사건과 경험, 시공간과 시계열에 맞

물려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가 표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내러티브 탐구절차를 수행하였

다. 단계는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연구텍스트 구성하기’의 순

서에 따른다. 이 단계는 각각의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

는 것이 아니고 단계와 단계가 서로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다. 각 단계의 수행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 참여

자와의 관계형성에 주력하였다[4].

Table. 1 Steps of narrative inquiry procedure 

Step Procedure

1 Getting into the field

2 Going from site to site text

3 Constructing the field text

4 Moving 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5 Organizing research text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

성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McAdams의 Life Story 면담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관하

여 재해석하였다. 
McAdams는 인터뷰에서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내용

은 표 2와 같다. 각 사건에 관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하여 반추하였다. 여덟 가지 주

제에 따른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

사로서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가 부여된 사건에 관하

여 재해석하고 편집 혹은 재편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연구자는 그들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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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지 기억의 회상에 담겨있는 참여자의 삶과 이야기

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A교사는 대학 시간 강사를 시작으로 실

무와 사업, 강의를 오가며 직업훈련 기관에 근무하게 되

었다. 현재는 민간기관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

공지능기반 프로그래밍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강

의 분야는 빅데이터, 응용sw개발, 웹개발 등으로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를 지도한다.
연구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 과정에 자의적인 해석이 일

어나지 않도록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는 등 

연구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8]. 

Table. 2 Eight thematic contents of McAdams' interview 
style

Subject Contents Question

Best
experience

The best experience I've 
ever had on a specific topic 
that's been fun, exciting, 
and happy

What was the best 
experience in your 
life as a teacher?

Worst
experience

Worst experience as 
opposed to best experience

What was your worst 
experience in your 
life as a teacher?

Turning 
point

The experience of turning 
point in life when looking 
back on life
Experience some significant 
changes when a critical 
turning point is not found

What is a turning 
point in a teacher's 
life?

Positive
experiences 

from
childhood

Positive and happy 
memories of childhood

What was your good 
childhood memory?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Experiences of sadness, 
fear, and negative 
emotions from childhood

What are your 
difficult memories 
of childhood?

Vivid
memories of 

adulthood

Best and worst experiences, 
vivid memories of 
adulthood not mentioned 
at the turning point

Are there any 
important events that 
you can remember in 
adulthood?

A wise
case

Case, counsel, advice, or 
choice that was wisely 
resolved

What are some 
experiences or events 
you have solved 
wisely or wisely in 
your life?

Religious/
spiritual or 
mystical 

experience

Religious, spiritual, or 
mysterious experiences 
with or without religion

What are some 
mystical or spiritual 
experiences you 
have experienced in 
your life?

Ⅳ. 결 과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직업정체

성 형성 과정에는 12개의 주제와 그에 따른 주요 경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경험은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이라

는 시간적 흐름을 거치며 발견된다(표 3). 

①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안정적인 공무원을 의도적으

로 그만두기) 
부모님의 권유로 행정 관료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한 

세무직 공무원은 자신이 원하던 진로가 아니었다. A교

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하였고 

‘학업’에 대한 갈망을 이루고자 사표를 냈다. 

②어깨너머로 배운 코딩에 깊이 빠지다. 
배움의 꿈을 이루고자 안정적인 행정 공무원을 내려

놓고 병원에 세무파트에 해당하는 분야로 취업하였다. 
동시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였다.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어깨너머로 배운 코

딩에 몰입하여 전문가가 되어 활동하였다. 일경험이 선

행되었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코딩에 대한 전

문적인 학업 트랙에 니즈를 느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다시 컴퓨터공학 학부 1학년에 입학하여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다. 현장에서 실무 전문가가 되고 

난 후 학업을 다시 쌓은 그에게 이러한 범상치 않은 경

험은 향후 프로젝트법 교수법을 채택하는 동기로 작용

한다. 

③대학원에서 가르침의 즐거움을 맛보다.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시간 

강사로 학부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강단에 서자공

무원 생활과 직장경험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과 보

람을 느꼈다.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미래의 교사가 되

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동시에 현장에

서 배운 교육학적 이론을 풀어내며 실제로 그 때 그 때 

적용하며 자신만의 교수법을 확립시켰다. 

④얼떨결에 직업훈련 기관에 진입하다.
A 교사는 직업훈련 기관과 전문 대학교가 동일한 범

주의 고등교육기관인 줄 알고 입사지원을 하였다. 채용

되어 근무하면서 직업훈련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강의와 기획을 동시에 담당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였다. 

⑤ 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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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로 복귀하였다. 
두 명의 자녀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

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감행하였다. 삶의 터전을 

옮긴 A교사는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창업을 하였으나 2
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다. 본인의 천직이 기술을 전수

하는 교육자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며 훈련 기관으로 돌

아가게 된다. 자신의 業(업)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전과

는 다른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대하게 된다. 

⑥현장성 있는 언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다.
현장에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던 트렌디한 프로그

래밍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가르치지 않

았던 개발 언어를 A교사는 자신이 직접 배워서 가르쳤

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개발 사업을 했던 경험은 A교사

에게 있어 ‘현장성’을 반영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

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자

들을 위해서 먼저 학습한 다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과

업(Task)을 해결하도록 수업을 이끌어갔다. A교사는 자

신만의 프로젝트 교수법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

립시켰다. 

⑦프로그래머와 교사로서의 접합점을 찾고 이 직업에 

자신을 쏟다.
이 직업을 ‘좋아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A교사는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교사로서도 교육적 보

람을 느낀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A교사는 이 직업은 자신에게 있어 생업을 해

결하는 동시에 삶에 보람을 주는 천직이라고 믿게 된다. 

⑧응용력의 지름길, 프로젝트법을 고수하다.
자신이 개발자가 되도록 이끈 과업을 통한 학습방법

인 프로젝트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였다. 그는 개

발자와 학력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실제 일머리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며 자신의 모든 과정에 프로젝트법을 도

입하였다. 과업을 실행하며 지도하였더니 학생들이 프

로그래머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이 개발되었다. 또한 가

까운 미래에 전문 직업인으로 근무하게 될 학생들이 능

동적․주도적인 프로그래머로서의 직업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채근하였다. 교육생임에도 불구하고 A교사

의 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몰입도로 직업훈련과정에 임하게 되었다[9]. 

⑨교육의 핵심은 ‘행동의 변화’ 나는 체험자!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통하여 실업자에서 직업

인으로 취업하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학 이론에서 주장

하는 ‘엄청난 행동 변화’라고 인식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사실, 즉 제자들이 자신을 매개체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프로그래머’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 

점에 희열을 느낀다. 

⑩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제자들과 함께 코딩하며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목

표를 바라보며 성취하는 과정이 기쁘다. 

⑪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기

A교사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한다.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자신만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후배교

사, 개발자,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스코드를 거리낌없

이 오픈한다. 그는 개발 플랫폼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개발자들의 지식공유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⑫ ‘내 힘이 닿는 한’ 기술 전수

A교사는 예순이 넘었다. 은퇴 시점이 한참 지났어도 

기력이 다할 때까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그

들의 인생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그는 노동할 수 있음

에 감사해하며 교사로서의 자신의 직업 행위를 지속하

며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Table. 3 12 major experiences of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No 12 themes

1 The process of finding oneself

2 He deeply indulged in the coding that he learned over 
the shoulder.

3 He tasted the joy of teaching in graduate school.

4 He started working as a vocational training teacher.

5
He tried to run his own business but failed soon. After 
his failure, he returned to his job as a vocational training 
teacher

6 Among all the teachers, he first tried to teach a trendy 
programming language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7 He found a junction between a programmer and a 
teacher and devoted himself to this profession.

8 He adhered to the PBT(Project Based Training).

9 He personally experienced the “change in student 
behavior”, the cor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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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하

여 탐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A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은 4가지 시간적 흐름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에 따라 발견된다. 자신의 직

업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탐구과정과 직업/교육적 경

험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입직하기 전에 선행되었

다. 일과 학업에 대한 독특하며 직접적인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확고한 교육적 철학을 갖게 하는 원

동력이었다. 프로그래머로서 일 현장에서 날코딩을 배

웠던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교육

학(컴퓨터 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적용점을 찾았다. 행동주의, 구성주의 교수법에

서 직업훈련에 활용 가능한 장점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

였다[10]. 인생의 굽이굽이를 거치며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이 직업이 자신의 ‘업’임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안정성을 과감

히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할 것이라는 그는 은퇴시

점이 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의 소망은 이 직업을 계속 

영위하며 후배 교사와 제자를 양성함에 있다. 이러한 A
교사에게 관찰되는 모습은 유홍준의 연구결과 즉, 직업

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목적과 직업에 대한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11].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근무한 기간, 소속된 기

관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

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책과 이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인생과 교육에 대한 밝

은 면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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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themes

10 He worked with his students to solve a new problem.

11 He generously revealed his skills.

12 He wants to pass on his skills to his ju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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