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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예비교사 정체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직교사의 관점에서*

안경자
서울교육대학교( )

Ahn, Kyungja. 2018.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 identities and factors that 
affect them: Perspectives from in-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4, 556-579.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dentities of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and factors that affected their identitie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s of in-service teachers. The participants were 18 
in-service elementary teachers who were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the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course taught by the researcher. Pre- and post-survey 
responses, autobiographic essays, and reflective journals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the teachers had 
positive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 identities, whereas some had negative 
or weak English teacher identities, homeroom teacher identities, and English learner 
identities. Various institutional factors affected their identities the most, followed by 
individual and macro-structur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were pre-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programs, English teaching practicum,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and peer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factors included the participants’ 
English skills, English teaching skills, and experiences studying and travelling abroad. 
Lastly, macro-structural factors covered the Teacher Employment Test and the English 
subject teaching system. The findings reveal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mediation 
and human mediation by teacher educators, mentor teachers, and peers in pre-service 
teacher identity development. Further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pre-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development of English teacher identities, and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re discussed.

Keywords: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 identity, pre-service English 
teacher identity, English teacher identity, English teacher education,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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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제 언어 습득에서 학습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제 2 . 2

* 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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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수 및 학습에서 차지하는 교사의 위치와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 언어 교사의 2
정체성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Miller 2009, Varghese, Morgan, Johnston and Johnson 

교사 정체성 은 교사의 자기 효능감 교수 동기 직2005). (teacher professional identities) , , 
업 만족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y, Stobart, Sammons and 

이러한 교사 정체성은 교사의 개인적 기관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Kington 2006). , , 
양하게 형성되고 변화되며 제 언어 교사의 정체성은 제 언어 교수 및 학습에도 큰 영향, 2 2
을 미치게 된다 안경자 ( 2018). 

우리나라에서는 제 언어 중에서도 국제어로 상용되는 영어를 교수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2 ·
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 언어로서 영어를 교수하는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2
왔다 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영어 교사가 처한 맥락 영어 교사와 교사 정체성을 . ,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안경자 영어 원어민 및 비원( 2014b, 2015). 
어민 교사의 정체성 현직 및 예비 영어 교사의 정체성 신규 및 고전문성 영어 교사의 정, , 
체성 다양한 대상 초 중등 대학생 일반인 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의 정체성 관련 연구가 진, ( · · , )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 교사의 정체성을 밝히고 정체성의 구성 요소 정체. , , 
성 형성 혹은 발달 과정을 분석했다. 

영어 교사 정체성이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영향을 주며 
영어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사 정체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 
필요하다 아울러 영어 교사 정체성을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영어 교사들이 다면적. 
인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 및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경자 특( 2014b). 
히 영어 예비 및 현직 교사들의 정체성을 아우르는 교사교육은 효과적인 영어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영어 예비 및 현직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 
이루어져 왔는데 영어 현직 교사가 예비 교사 시절에 가졌던 예비 교사 정체성에 대해 살펴
본다면 예비 및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 
어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 및 현직 교사들에 대한 정
체성 연구는 영어 공교육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현직 초등영어 교사의 예비 교. 
사 시절의 예비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영어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직 초등영어 교사가 인식하는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여 초등영, 
어 예비 교사교육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 영어 교사의 예비 교사 .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현직 영어 교사의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초등학교 현직 영어 교사의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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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2. 

정체성 및 교사 정체성2.1. 

제 언어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체성을 살펴보면 정체성이 관계성 2
속에서 형성되고 협상되어 실행되며 변해가고 발전한다는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다(Miller 

의 경우 정체성을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관2009). Norton(1997) “ , 
계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며 미래에서의 관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로 , ”
정의했다 유사하게 은 정체성을 공유된 경험과 협상된 상호작용 (p. 410). Johnson(2003) “
속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 
에 따라 변하는 것 이라고 했다” (p. 788). 

정체성을 자리매김 으로 보고 한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위(positioning)
치시키는 것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정체성을 자율성 과 (Davies and Harré 1999) . (agency)
연관짓기도 하는데 개인에게 부여된 정체성 에 도전해 새로운 정체성을 (assigned identity)
상상하고 이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문화이(imagined identity) (Duff 2012). 
론 이나 후기구조주의적 관점 에서는 정(sociocultural theory) (post-structural perspectives)
체성을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유사하게 (Firth and Wagner 1991, Norton 1997). 

외 인 은 언어 교사 정체성이 역동적이고 발전적임을 강조한다 언어 교사 Varghese 3 (2005) . 
정체성은 다면적이고 변화하며 충돌하고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와 , · · , 
담화로 형성 협상 유지된다는 것이다· · . 

교사 정체성에 대해 는 교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각 교사들이 Varghese(2006) , 
처한 맥락에서 교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와 . Connelly

은 교사 정체성을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 및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Clandinin(1999, 2006)
지식 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교사 이야기로 보았다 또한 교사(personal practical knowledge) . 
의 지식 맥락 및 정체성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교사 정체성 탐구 및 형성 요인을 분석, , 
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나 서사 연구 가 유용하다고 했다 이처럼 교사 (narrative inquiry) . 
정체성은 거시적인 사회 역사적 맥락 개인적인 맥락 및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 
되는 교사 본인에 대한 인식과 자리매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정체성은 다면적이고 . 
역동적이며 학생 가족 관리자 및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며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 , .

교사 정체성을 교사 역할 정체성 의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교사 (teacher role identities) . 
역할 정체성은 교사의 역할 및 위치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교사 정체성의 바탕이 된다. 

와 는 정체성을 개인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각Burns Richards(2009) “ , 
자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것 으로 보고 정체성에 역할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고 ” (p. 5), 
있다 이처럼 교사 역할 정체성은 교사가 놓인 맥락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교사. , 
가 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가치 가정을 포함한다, , (Farre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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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언어 교사 및 예비 교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2.2. 2

제 언어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2
연구가 대부분이다 해외 연구는 주로 맥락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정체성 연구가 . ESL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맥락의 교사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 , EFL 
도 증가하고 있다(Abednia 2012, Canh 2013, Ha 2007, Hay 2009, Liu and Xu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비원어민 교사가 외부의 편견에 맞서 정체성을 형Tsui 2007, Xu 2013). 
성하는 과정에 주목하거나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요구 학습자들의 반응 정책적 변화 등, , , , 
이 교사들의 정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주로 경. , 
력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고 예비 교사나 초임 교사에 대한 정체성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국내연구에서도 영어 교사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영. 
어 교사 정체성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로 신동일과 박성원(systematic review)

김신혜 안경자 가 있다 이들 연구는 고찰한 연구들의 (2013), (2014), Jeon(2009), (2014b) . 
범위가 상이해 각각 언어 교육 분야의 학습자와 교사 정체성 맥락의 원어민과 비, ESL/EFL 
원어민 교사 비원어민 영어 교사의 정체성 한국 영어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를 분, , 
석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 영어교육 맥락에서 수행된 비원어민 영어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
된 연구를 살펴보면 원어민 교사와 협력수업 을 하는 비원어민 한국인 영어 , (co-teaching) ( ) 
교사의 정체성 및 역할 정체성에 대해 분석한 홍영숙(2013), M. Kim(2010), Y. M. 

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한국인 영어 교사들은 원어민 교사 및 학생 등과의 관Kim(2013) . 
계 교수 맥락 거시적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 , 
다 특히 비원어민 예비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이 있다 중등영어 . , Lim(2011) .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비원어민 예비 교사의 정체성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 
교사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 영어 교사가 되려는 이유 우수한 영어 교사 및 영어지도에 ( , 
대한 개념 우수한 영어 교사 관련된 자신감과 기대 를 밝혀냈다 이는 중등 영어 교사에 , ) . 
대한 연구로 초등 영어 예비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어 예비 교사에 대한 연구는 예비 교사 양성 교육과정 예비 교사의 영어 능력 마이크, , 
로티칭 교육실습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안경자 그러나 영어 예비 교사 특, ( 2014a). , 
히 초등영어 예비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초등. 
학교 영어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초등영어 예비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감
안할 때 초등영어 예비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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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3. 

연구 대상3.1.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명의 초등학교 교사 남 여 로 초등영어교육 전공의 석사18 ( 1, 17)
과정에 재학 중이며 본 연구자가 담당하는 대학원 강좌의 수강생이었다 총 학기의 석사, . 5
과정 중에 이들은 학기에 재학 중으로 학기 재학생이 명으로 가장 많고 학기 재2~5 , 2 12 , 4
학생이 명 학기 재학생이 명으로 구성되어 대학원에 입학한지 년 이내의 대학원생이 6 , 5 1 , 1
대부분이었다 사전 설문조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교직경력은 평균 년으로 년에서 년. 4.3 , 1 10
에 걸쳐 있었고 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가 명 이었다 영어교수경력은 교직경력의 , 5 13 (72%) . 
절반 정도인 평균 년이었고 모두 년 이하로 년 이하의 영어교수경력 교사가 명1.9 5 , 2 14

이었다 이처럼 연구대상자들은 초임 및 저경력 교사가 대부분이었다(78%) . . 
본 대학원 강좌에서는 초등 영어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론적인 배경 및 논문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실제 초등영어교육 현장과 연관시켜 , 
소그룹별로 토의하고 전체적으로 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 
고 자서전적 에세이 및 성찰 일지가 작성되었다 학기말에는 논문계획서 체계적 고찰 자료 . , , 
분석 연구 중 택일하는 연구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발표하고 토론했다.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3.2. 

연구 자료로 연구 대상자의 과제물이 수집되었다 이는 사전 설문조사 및 자서전적 에세. 
이 차 성찰 일지 사후 설문조사 연구 보고서로 모두 전자파일 형식으로 강좌의 온라, 1, 2 , , 
인 웹사이트에 제출되었다 강의 계획서 읽기 자료 연구자의 각 수업 관련 현장노트도 수. , , 
집되었다 참여 교사들이 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전 . 
설문조사 자서전적 에세이 성찰 일지 사후 설문조사가 활용되었다 첫째 사전 설문조사는 , , , . , 
학기 초에 실시되었는데 초등 교사 재직 경력 및 영어교수 경력을 기재하고 강좌 수강 목, , 
표 등을 기술하도록 했다 둘째 학기 초에 진행된 자서전적 에세이는 초등 영어 교사들의 . , 
영어 학습 교수 연구 경험 등에 대해 적어보도록 했다 셋째 영어 교사 정체성 관련 차 , , . , 1
성찰 일지는 강좌가 진행되는 중간인 주차에 차 성찰 일지는 학기 말인 주차에 작7-8 , 2 15
성하도록 했다 넷째 사후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졌다 사. , . 
전 설문조사와 자서전적 에세이는 통합 제출되었으며 개인별로 쪽이 작성되었고 평균 1~4

쪽이었다 차 성찰 일지는 개인별로 쪽 작성되었고 평균 쪽이었다 차 성찰 일1.8 . 1 2~3 2.3 . 2
지와 사후 설문조사는 통합되어 교사별로 쪽 평균 쪽이 작성되었다2~3 , 2 .

본 연구가 초등 현직 교사의 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으므로 성찰 일지를 주요 연구 자료로 하여 주로 질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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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각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코딩하고 재코딩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했다 이러한 내. . 
용분석 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교사 정체성 및 이러한 정체성의 (content analysis)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필요시 빈도분석도 활용해 정체성의 유형 .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빈도 등을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과정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 , 
다각화 세밀한 기술 동료 연구자 검토(data triangulation), (thick description), (peer 

를 진행했다 첫째 자료 다각화로 다양한 자료 설문조사 에세debriefing) (Creswell 2003). , ( , 
이 성찰 일지 수업 현장노트 등 를 수집해 분석하거나 참고하여 단일 연구 자료를 분석한 , , ) , 
결과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둘째 연구 대상자 관련 정보와 맥락을 자세하. , 
고 세밀하게 기술해 분석 결과와 해석에 기여했다 셋째 한국 초등영어교육 및 맥락의 . , EFL 
영어교육에 정통한 동료 전문 연구자에게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결과 해석 등에 대, 
한 검토 및 자문을 구했다. 

연구 결과 4. 

수집된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참여자별로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 .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 교사들은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
으나 영어교수 학습자 담임교사의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 교사들도 있었다 정체성, , . 
에 영향을 준 요인은 개인적 기관적 거시구조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적 요인이 가장 , , , 
많고 개인적 거시구조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 . 



안경자 초등영어 예비교사 정체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직교사의 관점에서

562

표 예비 교사 정체성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1 *

참여
자

배경정보 예비교사 정체성 개인적 요인 기관적 요인 거시구조적 
요인

전체 영/
어교수

년( )
대학원
학기

성
별

주요
정체성 경향성

영어
교수( )
능력

해외영
어학습/ 
사용

교사교
육프로
그램

영어
교육
실습

영어
원어민
강사

동료
예비
교사

영어
임용
시험

영어전
담교사
제도

교사A 1.5 1.5 학기2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 　 (+) 　 　
교사B 10 2 학기2 여 영어교사 긍 부정적/ (+) (+) 　 　 　 　 　 　
교사C 3.5 2.5 학기2 여 영어학습자 긍정적 (+) 　 　 　 　 　 (+) 　
교사D 3 2 학기4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 　 　 　 　
교사E 2.6 0.6 학기4 여 영어학습자 긍정적　 (+) 　 　 (+) 　 　 (+) 　
교사F 6 2 학기2 여 영어학습자 긍정적 (+) (+) 　 　 　 (+) 　 　
교사G 4 3 학기2 여 담임교사 긍정적 (+) 　 (+) (+) 　 　 　 　
교사H 6 2 학기4 여 담임교사 긍정적 (+) (+) 　 　 　 　 (-) 　
교사I 1 0.5 학기4 남 영어교사 부 긍정적> (+) 　 (+) 　 　 (-) 　 　
교사J 5 2 학기2 여 영어교사 약함 (+) 　 (-) 　 　 (-) 　 (-)
교사K 2 1 학기2 여 영어교사 부정적 (+) 　 (-) (-) 　 　 　 　
교사L 7.5 4.5 학기5 여 영어교사 약함 　 　 　 　 　 (+) 　
교사M 4 2 학기4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 　 　 　
교사N 3 0 학기4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교사O 3 1 학기2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교사P 3 1 학기2 여 영어교사 긍정적 (+) 　 　 　 　 (+) (+) 　
교사Q 8 4 학기2 여 영어교사 부정적 (-) (-) 　 　 (-) 　 　 　
교사R 3 2 학기2 여담임 영어교사> 긍정적 (+) (+) (+) (+) 　 　 　 　

* 는 긍정적인 경향 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냄(+) , (-)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4.1. 

초등 영어 교사 정체성4.1.1. 

초등 영어 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낸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경우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경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체성의 양면을 가, , 
지고 있거나 정체성이 약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영어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에서 부정. , 
적인 정체성으로 변화하기도 했고 담임교사에서 영어 교사 정체성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

첫째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A, D, M, 
교사 해당하는 각 교사들의 일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대표적으N, O, P, R ). , 

로 교사와 교사의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 D .

예비 교사 시절에 영어교육을 심화 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영어교육 관련 수업을 … 
많이 들었고 영어 수업 시연할 기회가 많았었다 따라서 영어 수업에 자신 있었고 . … 
나중에 교사가 되면 영어 수업시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도 많이 했었다 교사(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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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교육과에 년 동안 재학하였다 다른 과보다 초등영어교육 에 관해 좀 더 심4 . “ ”
화된 수업을 듣는다고 자부하며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잘 가. … 
르칠까 에 관해 고민한 적이 많았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예비 교사로서 내 정체성은 ?” … 
꽤 긍정적이었다 실습을 하며 대표수업을 하였는데 그때의 수업 공개 과목이 영어 였. ‘ ’
다 지도 담임 선생님께서 영어에 전문적이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분에게 정말 많은 . 
것을 습득했던 것 같다 교사. (D )

둘째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있었다 교사 교, (K, Q ). Q
사는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낮았다 교사는 교대 교육과. K
정이나 실습에서 실패를 경험한 예비 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동경으로 교대에 입학하였으나 교생 실습에서 반복, 
되는 실패를 경험한 후 자신감도 떨어지고 교사로서의 자부심 또한 매우 미비했던 것, , 
이 사실이다 내가 교사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즉 나의 정체성은 부정적이었을 . ? . 
뿐 아니라 불안정하였다 교사, . (K ) 

셋째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체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거나 교, (B
사 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교사 교사 경우도 있었다 교사는 예비 교), (J , L ) . L
사로서의 본인을 교사가 될 준비가 안 되어 불안했던 사람 으로 묘사했다 교사는 예비 교“ ” . J
사라는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고 스스로 예비 영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및 영어교
수능력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교사와 교사의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J .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있었지만 과연 교실 현장에서 학생 앞에서 ,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교과는 다소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여겨졌습니다. . 

교사(B )

학부시절에는 영어 예비 교사로서 정체성은 매우 약했다 먼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 , 
황에서 학부생이었던 나를 예비 교사로 부르는 것에 관해 큰 거부감이 있었다 또한 예. 
비 교사라는 말에 많은 역할 도덕성 준법의식 을 부여하는 듯한 교수님과 주변 어른들( , )
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다 부족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어 영어 예비 교사로서 자질이 .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학교현장에 가더라도 나 아닌 영어실력이 우등한 다른 교사가 영. 
어 교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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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비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에서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변화한 경우 교사 가 있, (I )
었고 담임교사에서 영어 교사로의 정체성에 변화가 보인 경우 교사 가 있었다 먼저 교, (R ) . , I 
사의 성찰 일지를 보면 긍정적인 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사 임
용 직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변화하였다.

교사가 되기 전에는 영어 학습에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평소에도 열심히 했다 그 , .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금도 역시 영어공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로 임용되. , 
기 직전에 막상 영어 교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굉장히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
다 학생들에게 좋은 발음 정확한 영어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 너. , 
무나도 분명해 정말 교사가 되기가 두려웠었다 영어를 좋아하는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 
것은 별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시기였다 교사. (I )

교사의 경우는 다음 일지에서 진술되어 있듯이 주로 담임교사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지R
만 영어심화전공 등을 통해 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도 드러나게 되었다. 

예비 교사로서 초등영어에만 국한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초등 교사로서의 정
체성에 대한 생각이 더 컸다 한 과목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과목을 다룰 수 있다는 . 
점에서 초등 교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초등영어 심화 소속이 되면서 초. … 
등 교사로서 영어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영어 관련 전문지식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예비 교사라는 믿음 하에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교사. (R )

대부분의 연구 참여 교사들이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정체성이 . 
대부분이나 부정적이거나 약한 정체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긍정적인 정체성이 부정적으. 
로 변하거나 담임교사에서 영어 교사 정체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학습자 정체성4.1.2.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에게서 예비 교사로서 영어 및 영어교수에 대해 배우는 학습자 
정체성이 크게 드러났다 교사 교사는 정식 현직 교사가 아니기에 교사로서의 정(C, E, F ). C
체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교생 실습 기간 중에 수업을 가르치며 아직 배울 점이 , 
많다고 인식하는 학습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음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은 에 가까웠다 교생 실습 기간 중에 처음Learner . 
으로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한Teaching
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능력 있는 현직 선생님들의 시범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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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고 의 자세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Learner
았다 교사. (C )

교사와 교사의 경우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E F . 
음 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영어를 가르치는 측면과 연결시키고 있다.

대학 학부 시절 나는 대체로 의 정체성을 많이 느꼈다 교실 영English learner identity . 
어는 일반 생활 영어와는 다르게 어린 초등영어 학습자를 위하여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해야 하므로 그에 맞게 스스로의 발화 수준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 (E )

초등영어 예비 교사일 때는 영어 교사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초. 
등영어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영어는 나를 위한 발전 수단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매우 컸, 
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과외를 하면서도 영어는 . 
계속 배워야 하는 것 계속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교사. (F )

위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영어와 영어교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시키려는 학습
자로서의 정체성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영어 학습과 교수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 정체성4.1.3.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예비 교사 시절에는 영어 교사라는 특정 교과의 정체성보다는 담임
교사 정체성이 강했다고 언급했다 교사 이는 중등교사와 대비되는 초등 담임제도와 (G, H ). 
교과전담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 일지에 나타나 있듯이 초등 교사로 임용된 교. , 
사들은 영어전담교사보다는 담임교사로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은 예비담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며 특정 교과에 대한 예비 교사의 정체성은 낮거나 막연했다. 

교대생들은 졸업을 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 대부분 담임교사를 하게 되기 때문… 
에 교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 나 역시 학생으로서 예비 교사로. , 
서 담임이 되어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초등영어 예비 교사
로서의 나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교사. (H )

예비 교사로서 교대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담임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체성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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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갔지만 초등 영어 교사가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막연히 영어를 가르, . 
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었고 영어 전담 교사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었다 교사, . (G )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 교사들은 예비 교사로서 영어 교사 정체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
데 긍정적인 정체성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정체성도 보였다 예비 교사로서 영어 및 영어교. 
수 학습자의 정체성도 드러냈으며 담임교사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 교사도 있었다, .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4.2. 

개인적 요인4.2.1. 

영어능력 및 영어교수능력4.2.1.1. 

영어능력 및 영어교수능력이 연구 참여자 대부분의 예비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큰 영
향을 주었다 자신의 영어능력 및 영어교수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다음 일지. , 
와 같이 예비 영어 교사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했다.

실습을 나가거나 친한 다른 과 친구가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나에게 질문을 하
는 경우 그들보다 다양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및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교실영어를 잘 사용한다는 점이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교사. (A )

예비 교사 때에는 개인의 영어 능력에 비례하여 초등영어 교사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방
향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 (P )

반면 본인의 영어능력이나 영어교수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영어 교사로서 부정적, 
인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를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비 교사 대학생 때의 영어 교사에 대한 정체성은 가 되고 싶은 , native-like teacher[
것 이었다 소위 영어를 공부했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유창한 ] . 
발음과 어느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항상 나의 영어실력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 
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교사.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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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어 학습 및 사용 경험4.2.1.2. 

연구 참여 교사들 중에 영미권 국가에서 해외어학연수 교사 교사 교사 나 해외여행(B , H , R )
교사 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영어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영어능력이 향(F ) . 

상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이 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기여했음을 다음 일. 
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대 학년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부1
족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사. (B )

대학 학년 여름 전공 교수님께서 추진하신 개월 예비 교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3 , 1
여하면서 만나게 된 선생님으로부터 영어 교사의 자세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채, 
워나가야 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사. (R )

외국에 다닌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 
문화를 확인하고 그들의 교수학습방법을 확인하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처럼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EFL … 
등교육에서 영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F )

반면 어학연수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교사는 원어민과 같은 영어를 , . Q
구사하고자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어 실망하고 있음을 다음 일지
에서 드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주 동안 시드니에서 5 language 
을 다니며 를 경험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와 같이 되어야 school homestay . , native-like

한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오히려 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 native speaker
제한했던 것 같다 그 곳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 
났지만 수업 시간에 해야 하는 단순한 활동들 이외에는 대화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 
졌던 것 같다 교사. (Q )

예비 영어 교사의 정체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적 요인으로는 예비 
교사별로 가진 영어 능력 및 영어교수능력 해외어학연수 및 여행을 통한 영어사용 경험과 , 
영어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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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적 요인4.2.2. 

영어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4.2.2.1. 

영어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음 일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영어 심화 전공자로서 다수의 영어교육 관련 강, , 
좌를 수강했고 영어 수업 시연 경험이 많아 영어교수에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A, D, R ).

 
예비 교사 시절에 영어교육을 심화 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타전공의 학생들보다 영어
교육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고 영어 수업 시연할 기회가 많았었다 따라서 타전공 학생. 
들에 비하여 영어 수업에 자신 있었고 나중에 교사가 되면 영어 수업시간에 어떻게 해
야겠다는 구상도 많이 했었다 교사. (A )

초등영어 심화 소속이 되면서 초등 교사로서 영어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하고 영어 관련 전문지식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예비 교사라는 믿음 하에 정체성
을 형성해 나갔다 교사. (R )

또한 프로그램에서 수강한 강좌의 내용 및 교수자의 도움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 
다 교사 영어교육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영어교육의 흐름과 영어교수학습 방법(A, G, I, R ). 
에 대해 알게 되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다음 두 교사는 기술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기초를 배웠던 영어교육학 강의였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어떻게 교. 
육되어 왔으며 현재 영어 교육의 흐름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 
영어를 배웠고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어서 , 
나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교사. (G )

교수님들의 열정적이고 정말 내용도 알찬 강의가 영어교육에 관하여 흥미를 느끼게 했
고 내가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신 교수님이 꼭 나중에 영어과 대학원에 , 
오라고 까지 말씀해 주셨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는 미래의 영어 교사가 된 내 모습. 
에 기대가 많았다 교사. (I )

반면 초등영어 교사들 중에는 예비 교사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 , 
자신감이 하락되었고 영어실력이 부족했기에 영어 교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참여자도 있었다 관련 일지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안경자 초등영어 예비교사 정체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직교사의 관점에서

569

영어교육에 관한 강의가 전부 영어로 이루어졌던 교사교육 환경이었다 학창시절에도 . 
몰입교육에 경험이 없었고 문법 읽기 위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교대 입학 후 들을 수 / , 
있었던 학기 영어교육 관련 강좌는 원어민 교수님의 영어수업이었고 내용을 거의 1, 3 ,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영어능력을 높게 요구하였으며 나처럼 낮은 수준의 영어능. 
력을 지닌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 교사교육에 환멸감을 느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영어 교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교사. (J )

한편 학부 수업에서 실시한 수업실연에서 정확한 영어구사가 요구되어 부담스러웠던 경, 
험 교사 과 영어 수업실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망스러운 경험 교사 을 통해 (J ) (K )
예비 영어 교사로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했다 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

학기에 수강한 한 교수님은 수업시연에서 교사의 발화 정확도를 요구했던 강의5 100% 
도 부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 (J )

학부 때 과대표로 교수님과 전체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 초등학교 어학실에서 학, 4
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같은 과 학우와 협력 수업을 하였는. 
데 생각처럼 팀워크가 맞지 않아서 준비한 것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수업 , . 
녹화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 
실망스러웠다 교사. (K )

영어교과 교육실습4.2.2.2. 

영어교과 교육실습에서 예비 교사들이 경험한 영어 수업 관찰 영어 수업 진행 지도교사, , 
의 멘토링이 예비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즉 동료 예비 . , 
교사 교사 혹은 지도교사의 우수한 영어 수업을 관찰하거나 교사 직접 수업을 진행(A ) (B, C ) 
한 경험 교사 이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교육실습에(A, D, G, N, R ) . 
서 우수한 지도교사의 멘토링을 받은 경험 교사 도 예비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발(D, N )
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음 교사의 일지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N .

실습 때 영어로 대표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무지하던 실제 영어 지도법
을 익힐 수 있었고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며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이 , 
되었다 성공적인 수업의 경험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 . 
으로는 실습 지도 담당 선생님의 영향이다 영어 교육에 일가견이 있던 선생님으로 영. 
어 수준이 뛰어나진 않으셨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데 다양한 지도법을 익히고 계시고 , 
연구도 많이 하셨다 매끄러운 영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 교사의 정체성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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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 연구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때 배운 영어 지도안 작성법과 교실 영어 교. , 
실 활동 제스처 등은 영어 교육 방법의 기반이 되었다 교사, . (N )

국내외 교육실습 및 교육 봉사를 통해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 교사도 있었다 교(E, M, O
사 해외 혹은 국내 미국인 학교에서 실시된 교육실습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의). 
사소통하는 경험을 했고 이는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음이 일지에 적혀있다.

교내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 미국 주립대학교 및 초등학교 실습과 용산 미국인OOO 
학교 실습 경험이 도움을 주었다 지난 학창시절 동안 학교 원어민 교사 외에는 외. … 
국인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간 실제 생활 영어를 접하고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며 영어를 더 열심히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교사. (E )

마지막 수업실습을 미국에서 했다 한 달간의 경험이었지만 실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 
하는 나라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주에 있는 초등학교였는. OO
데 읽기쓰기에 부족한 학생이 많다보니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수업 보충 , 
프로그램을 보았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수업 방법 및 자료를 잘 활용. … …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그 당시에는 많이 생겼다 교사. (M )

나의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국제 교육 실습에 참여
했던 것과 영어 봉사 장학생으로 일했던 것이다 교사TaLK . (O )

한편 교육실습에서 다른 예비 교사와 비교되어 상대적 열등감을 느꼈다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 다음 일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교육실습 경험과 우수한 다른 교생과(K ). 

의 대조적인 자신의 모습은 예비 교사로서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한 초등학교에 학년 학년 담당 교생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나의 노력과 애정의 1 , 6 , 
양과 질에 있어 반비례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반대로.  , 
같은 반에 배정받았던 다른 과 학우는 아이들이 너무 잘 따랐고 수업 또한 훌륭하였, 
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나보다 훌륭했으며 담당 멘토 선생님께도 신임을 받게 되어 . 
상대적인 비교 대조 효과로 나는 더욱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 교사, . (K )

영어 원어민 교원4.2.2.3. 

예비 교사교육과정에서 수강한 원어민 교원의 강좌가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 특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열정적으로 준비(M,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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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르치는 원어민 교원을 보며 영어 예비 교사로서 본인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 
는 교사의 일지에 잘 나타나 있다M .

수업을 들었던 원어민 교수이다 수업 시간에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자기 .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
국의 문화를 자주 안내했다 강의가 끝날 쯤에 한국문화와 관련된 장소 및 책을 설. … 
명하면서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살면서 문화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처럼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라면 간접적으로라도 영어문화를 많이 접. 
하게 하기 위해 수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교육시. … 
키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참관수업도 자주 다닌다고 했다 나는 물론 일반대학의 전공처럼 한 분야만을 . 
공부하지는 않지만 초등영어교육과를 다니면서 초등학생을 알려고 노력하고 영어를 깊
게 파고 들어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 (M )

반면 교사처럼 원어민 화자와 같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오히려 , Q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관련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 때 원어민 교수님이 나와 같은 배구 동아리를 하였었다 따라서 배구 연습뿐만 아. 
니라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항상 원어민 교수님과 대화. 
할 때 정확하고 유창한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다. 
원어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에 못 알아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다시 묻지 못하
고 알아들은 척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기억도 있다 교사. (Q )

동료 예비 교사4.2.2.4. 

영어에 관심 많은 동료 예비 교사들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
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교사 교사는 영어에 관심이 많은 동료 예비 교사로 인해 (A, F, P ). F
영어 공부와 영어 교수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교사는 동료 예비 교사의 수업시. P
연을 통해 영어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현재의 영
어 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했다 관련 성찰 일지는 다음과 같다. .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동기들이었습니다 영어에 매우 관심이 있는 예비 교사 선생님이 .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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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영어의 즐거움을 알게 되. 
었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더욱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 (F )

예비 교사 시절에 초등영어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같은 과 동기들의 
수업 시연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 , 
업 연구 발표를 보고 많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나마 영어 교사는 영어만 . ‘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 
그리고 그때의 그 생각이 현재에도 영어 수업을 할 때에도 보다 더 재미있는 영어 선‘
생님 이 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교사’ . (P )

반면 동료교사로 인해 영어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교사 교사, (I, J ). I
의 경우는 예비 교사로서 정식 교사로 발령받기 전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데 열정이 넘, 
치고 능력이 높은 대학원 동료 교사들을 보며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다음 성찰문에서 밝히고 있다. 

졸업 후에 영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러한 생각에 가장 많은 … 
영향을 미쳤던 것은 대학원이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여 정말 . 
영어교육에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 정말 더더욱 자신감이 하락했
다 교사. (I )

교사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동료교사들로 인해 본인은 영어 수업시연을 피할 수 있던 경J
험을 상기하면서 이로 인해 본인이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했음
을 다음 일지에서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영어 및 영어교수능력이 뛰어난 동료 예비 교사 덕분으로 주변 친구들의 영어
능력이 월등해서 수업 시연 등을 잘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  (J )

예비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기관적 요인은 영어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 영, 
어교육실습 영어 원어민 교원 동료 예비 교사로 밝혀졌고 개인적 거시구조적 요인보다 , , , , 
많이 나타났다 교사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가와 동료 등의 시스템 및 인적 자원이 영. 
어 예비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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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구조적 요인4.2.3.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4.2.3.1. 

연구 참여 교사들은 초등 교사 차 임용시험에서 실시하는 영어 수업실연과 영어 면접을 2
준비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을 발전시켰다고 했다 교사(C, E, L, P ). 
다음 성찰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 영어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구성할 때 그에 적합3
한 활동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교사가 해야 됨을 느꼈다 교사knowledgeable . (C )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영어 교수가 타 과목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특수한 학습 , 
계획과 전략 및 지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어 교사로서 가져야 할 정
체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P )

임용고사 준비는 단순히 교사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쓸 , 
수 있는 것 가르쳐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다 교사가 되, , . 
고 싶은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한 가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지금도 참 , 
감사하다 교사. (L )

반면 임용시험의 영어 수업실연과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영어 교사 정체성 , 
형성보다는 시험 합격에 의미를 두었다는 다음과 같은 진술도 있었다 교사 이는 교사(H ). H
가 예비 교사로서 담임교사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용 차 시험에서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약 한달 간 수업3 , 
안을 짜고 연습을 했던 기억은 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영어교과 전담. ,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저 통과해야 할 시험의 일부라는 생각밖에 없, 
었던 것 같다 교사. (H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제도4.2.3.2. 

영어전담교사제도도 예비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J
를 전담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본인은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므로 예비 교사로서 영어
를 교수하는 것에 대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고 다음 일지와 같이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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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영어과목이 전담제로 운영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담임교사로서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다. 

교사(J )

거시구조적 요인으로 영어임용시험과 영어전담교사제도가 예비 영어 교사의 정체성 형성
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적 기관적 거시구조적 요인들이 예비 교사의 정체성 . , ,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요인들은 성공적인 경험과 관련된 경우.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실패 경험과 관련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 초등 교사들이 예비 교사 시절의 초등 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초등 예비 교사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 
가지고 있었으나 약하거나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어 및 영어교수 학습자나 담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 교사도 있었다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친 요인은 기관적 개인적 거시구조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교육기관 , , . 
관련 요인으로는 영어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 영어교과 교육실습 영어 원어민 교원 동료 , , , 
예비 교사가 포함되었다 예비 교사의 개인적 요인은 영어 및 영어교수능력 해외 영어 학. , 
습 및 사용 경험이었다 거시구조적 요인으로는 초등 교사 영어 임용시험 초등학교 영어전. , 
담교사제도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주목할 만한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어 예비 교사들의 . ,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기관적 거시구조적 요인들은 초등영어 예비 교사들의 정체, , 
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영어 예비 교사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 
경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그러한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반면 영, . , 
어 예비 교사로서 약하거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경우에는 개인적 기관적 혹은 거시구, , 
조적 요인들이 부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았지만 동일한 요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 
영향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연구 참여 교사들이 처해 있는 맥락 관련된 . , 
이전 경험과 능력 수준 교사 지식과 신념 변화 혹은 발전하려는 의지의 정도 등이 다르기 , ,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비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예비 영어 교사로서. 
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정체성 발전에 인적 자원의 매개 가 크게 작용, (human mediation)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강의 담당 교수 원어민 교원 교육실습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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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사 동료 예비 교사 등 자신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expert or more capable 
과 상호교류하며 도움을 받아 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체성을 발peer)

전시킬 수 있었다 예비 교사들이 이러한 인적 자원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잠재된 . 
역량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교사학습이 내재화 될 수 있음을 (internalization) 
보여주고 있다(Vygosky 1978).

셋째 본 연구는 교사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새로운 결과를 , 
보여주고 있다 현직 교사가 회상한 초등영어 예비 교사의 정체성이 다면적이고 상호 연관. 
되어 있고 가변적이며 때로 상충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외 인 아(Varghese 3 2005). 
울러 교사들의 인지적 정의적 갈등 이 교사 정체성 형성 및 발전에 중요한 역, (dissonance)
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안경자 영어 예비 교사로서 영어 및 교수능력( 2017, Johnson 2009). 
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늠하기
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가 유발되고 자신감 있고 만족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로서. 
의 경험 및 정체성이 이후 현직 초등 영어 교사로서의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 
초등영어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의 장인 교사교육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이 영어 교사의 발전을 , 
돕는 매개적인 공간 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 강좌를 통해 현(mediational space) . 
직 영어 교사들이 예비 교사 정체성에 대해 회상하면서 현재의 영어교수에 관해서도 성찰하
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교사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생각을 외면화시켜 객관화시키고 이를 . 
내면화시켰다 이는 내러티브를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 연구들. 
안경자 등 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영어 교사교육에서 교사 ( 2017, 2018, Ahn 2009 ) . 

정체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 
현직 영어 교사들이 회상하는 예비 교사 정체성은 예비 교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 
비 교사교육에서도 예비 교사들이 다양한 자아와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예비 영어 교사 정체
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혀냈다 연구의 제한. 
점을 고려해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다면 예비 교사 정체성에 대한 보다 심. , 
도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 영어 교사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영어 학습 및 교수 경. 
험 영어 교사교육 경험과 교수 전문성 등의 교사 요인과 교사 정체성의 관계를 보다 다면,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한 교사들의 예비 교사 정체성에 대한 경. , 
향성을 살펴보았다 각 교사들이 처한 맥락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교사들. 
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현직 초등 교사의 . , 
예비 교사 시절 즉 학부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도출된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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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분석했다 초등영어 예비 교사 정체성과 현직 교사 정체성을 비교분석하는 보다 장. 
기적이고 발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직 영어 교사의 관점에서 초등영어 예비 교사의 정체성을 밝히고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는 예비 영어 교사 정체성 . 
및 영어 예비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영어 예비 . 
교사교육 및 영어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영어교육 영어 교사교육 특히 초등영어교육 및 초등영어 예비 교. , , 
사교육 분야에서 이론 및 실제 교육현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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