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코칭을 통한 초등 영어 교사의 정체성 탐색

태봉초등학교 박선영



교사 훈련(teacher training) 교사 발달(teacher development)

성격 직접적 개입으로서의 과정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특성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

특정 강의를 통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특유한 형태이며 개인적인 형태

자신의 수업에의 지속적인 주의집중, 비평, 몰두

를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
기본 요소 지식과 기능 태도와 알아차림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

협력자에 의한 외부적 기능 교사 개인적 기준으로서의 내재적 기준

종료 기준이 충족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 교사가 종료를 원하는 때까지 계속되는 열린 형태

교사 훈련과 교사 발달(Freeman, D. 1989, p. 42)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동료 코칭을 적용하여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동료 코칭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과정과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동료 코칭을 통한 초등 교사의 정체성 변화는 어떠한가? 



결론

§ 사회문화 이론(Socio-cultural theory)
ü 언어학습의 ‘사회적 과정’에 주목
ü Vygotskty(1978)은 교실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

지는 개인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매개(mediation)’ 과정을 분석, 사
회, 문화, 역사적 상황과 개인의 정신과의 관계를 밝히려 함

§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ü 구조주의와 달리 언어를 독립된 이상적 형태로 보지 않음
ü Bahktin의 대화주의 이론(Dialogism)
- 다성성(polyphony), 이어성(heteroglossia), 카니발(Carnival)

이론적 배경



2. 연구 방법

§ 다중사례연구(multiple case study)

§ 초등학교 여교사 4인(교사 A, B, C, D) 을 대상

§ 2명씩 한 팀(교사 A, B/교사 C, D)을 이루어 동료 코칭을 실시

담임교사 담임교사영어전담교사 영어전담교사

2.1. 연구참여자



구분
Team 1 Team 2

교사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성별 여 여 여 여
나이 41 41 30 30

전공 초등체육학사
초등음악학사,
초등영어석사

초등영어학사 초등교육학사

교직 경력 17년 17.5년 6년 5년

영어 지도 경력
7년 (영어센터

2년 포함)
16.5년 2.5년 5개월

근무 지역 G광역시 G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어 연수
호주어학연수

(1년)

한국교원대
영어심화연수

(6개월)

2017년 전남 JLP 
영어심화연수

(6개월)

2017년 전남 JLP 
영어심화연수

(6개월), 
미국연수(6주)

영어 지도
담임으로

영어교과 지도
교과전담으로
영어교과 지도

담임으로
영어교과 지도

교과전담으로
영어교과 지도

담당 학년 4학년 3, 4학년 4학년 3, 4, 5, 6학년

담당 업무 수업혁신
외국어 업무, 
학습준비물

방과후 부장 외국어 업무

동료코칭

참여 동기

내가 보지 못한 나
를 만나고 싶어 지
원. 나의 의도가 수
업에서 잘 구현되
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지원.

학생들의 동기를
이끌어 내어 연계
성있게 구성된 활
동을 통해 학생들
이 실생활에서 꾸
준히 영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업
기술을 향상하고
싶어 지원.

동료코칭에 대한 부
담이컸지만수업공
개 및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교
사로서의 도전정신
으로 참여하게 됨.
코칭을 통해 교사로
서의 자존감과 전문
성을 지니고 싶어
지원.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을
얻고자 참여하게
됨. 수업적 측면에
서 발전하고 학생
들의 성장을 돕고
싶음. 나의 수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
이 들어 지원.

2.1. 연구참여자



시기
동료 코칭 절차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사전 면담
(2018. 3.)

-연구참여자들의기초자료수집
-동료코칭을위한사전교육실시
-구조화된면담(structured interview)실시 (동료코칭에참여한동기및목표,영어
교육에대한철학및신념,교실상황및수업속고민파악)

1~4차 동료 코칭
(2018년 4~10월)

수업 전 코칭
(계획 및 준비)

수업 중 코칭
(실행 및 관찰)

수업 후 코칭
(수업 나눔)

실행계획및실행
(코칭 후 성찰)

사후 면담
(2018년 10~11월)

-연구참여자의데이터분석을통해나타난주제(theme)에대한질문을마련하여반

구조화된사후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실시

2.2. 동료 코칭 실시 단계



2.2. 동료 코칭 실시 단계



2.2. 동료 코칭 실시 단계
<동료 코칭 프로그램>



이해 격려 직면 도전

<수업자의 시선 갖기>

• 수업을 마치고 난 후
지금 어떤 느낌?

• 수업 하시기 전 고민?
• 의도한 수업 목표?
• 학생들과의 관계
• 교과에 대한 신념?
• 해결하고 싶은 것?

<수업자의 의미 찾기>

• 수업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 부분?

• 의미 있는 장면?
• 배움이 일어난 구체
적인 장면?

<수업자의고민에머무르기>

• 수업에서 아쉬웠던 지점
•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던
수업장면?

• 관계의 어려움?
• 내용 전달 및 진행의 아
쉬움?

<함께 깨달음 나누기>

• 의미 있게 다가왔거
나 새롭게 깨달은 점?

• 다시 이 수업을 한다
면?

• 다음 수업에서 도전
하고 싶은 것?

2.2. 동료코칭 실시단계
§ 수업나눔 과정 (김효수 등, 2018)



수집자료 수집내용

면담자료
-사전면담(구조화된면담)을실시하여녹음을하고그내용을전사

-사후면담(반구조화된면담)을실시하여녹음을하고그내용을전사

성찰지

-연구참여자의수업전성찰지수집

-연구참여자의수업후성찰지수집

-연구참여자의동료코칭후성찰지수집

현장기록 -수업및동료코칭과정을관찰,현장기록작성

수업동영상자료 -연구참여자가공개한수업을촬영하여전사

동료코칭녹음자료 -동료코칭과정을녹음하여전사

수업안 -공개하는수업의목표및활동을기록한수업안

2.3 자료 수집 및 분석

<표 1> 자료 수집 내용



§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
ü 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
ü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확인
ü 수집한 자료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theme)를 바탕으로 사후면담

질문을 마련하여 각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면담 실시

§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ü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해석

§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ü Clandinin & Connelly, 2000

2.3 자료 수집 및 분석



3. 연구 결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1. 신뢰관계 구축 및 상호개방

• Lasky(2005) : 취약성(vulnerability)
- 취약성 개방 → 자기 변혁(self-transformation)
- 취약성 방어 → 고립(isolation)

함께 나눔 했던 사람들 자체가 이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굳이 내 연약한 부
분에 방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내 것을 고집하거나, 내 것을 바꾸고 싶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에 대
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참, 연약한 부분이 서로 느끼
는 바가 비슷해서, 더 진솔할 수 있었던 거 같애요.

-교사 D 사후면담(2018년 11월 1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2. 교사 내면의 신념 발견

3. 연구 결과

교사 C: 그림 자료를 해가지고 좀 섞어서, 신선한 조합을 만들면, 애들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교사 D: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려보게 할까? 
교사 C: 응 그런 거.

교사 D: 새로운 음식을, 막 이런 거.

교사 C: 그래서, 애들 한테, 창조적으로, 그럼 좀 더 재미있고 기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편 이라서요.
교사 D: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밌잖아.

- D교사 2차 동료코칭 도전단계(2018년 7월 9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3. 개인 내 갈등 및 개인 간 갈등

3. 연구 결과

§ 교사 내적 담화 분석(Within teachers’ own discourse)
ü 수업 전, 수업 후, 수업나눔 후 성찰지

§ 교사 간 담화 및 실행 분석(Between discourse and practice)
ü 동료와의 코칭 대화, 수업 장면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3. 개인 내 갈등 및 개인 간 갈등

3. 연구 결과

§ 개인 내 갈등 – 수업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disjuncture)

교사 A: 제가 영미(가명)와 민수를..이름을 많이 부른 건, 내가 얘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근데 표정은 별로 였던 거 같아(웃으면서). 근

데 표정은 별로였던 것 같아. 

- 교사 A 1차 수업나눔 이해단계 (2018년 4월 30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3. 개인 내 갈등 및 개인 간 갈등

3. 연구 결과

§ Bakhtin, 1981 – 다성성(pholyphony), 이어성(heteroglossia)

교사 A: 어, 수업목표는, 제가 수업 목표를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하고 싶다”.고 저번에도 그

랬는데, 저는, 교사 B가 아까, 애들이 말을 많이 하고 끼어든다는 말을 했거든요. 내 마음에

애들을 너무 이렇게, 글쎄, 애들이 너무 통제되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 같아

요. 

- 교사 A 2차 수업나눔 이해단계 (2018년 5월 18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3. 개인 내 갈등 및 개인 간 갈등

3. 연구 결과

§ 개인 내 갈등 – 수업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disjuncture)
§ 감정의 지표성(indexicality) (Golombek, 2014)

교사 A: 그래 가지고, 요즘에, 요즘, 뭐, 애들은 내가 보니까. 글쎄, 애들이 큰 변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내가 보니까 애들이 정말 좀 너무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해.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럴까? 좀 ‘화’가 나는데.

- 교사 A 2차 수업나눔 이해단계 (2018년 5월 18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4. 자아와 타자와의 소통

3. 연구 결과

§ Bakhtin– 대화주의(Dialogism), 타자

교사 A: 직접 말하는 것도, 너의 마음을 이야기해봐. 직접 말하지 않더라고. 

… 

교사 B: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했는데, 너가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어... 노력

해줘서 고마워. … 어, 그렇게 말해줬을 거 같애.

교사 A: 고마운 마음이 있었구나. 너가 이제 뭔가,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들여다 볼려는 거지.

- 교사 A 4차 수업나눔 직면단계(2018년 9월 14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4. 자아와 타자와의 소통

3. 연구 결과

§ Bakhtin– 카니발(carnival), 창조적 공간

교사 D: 그게 바로, 그, 뭐지? 게으른 교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교사 C: (웃음)
교사 D: 준비하지 않은 교사(웃음), 준비가 살짝 덜된. 어.
교사 C: 빈틈이 있을수록.
교사 D: 어.
교사 C: 살짝 호감이 더 생기는 거 같아요. 
교사 D: 맞아요(웃음). 공개수업이 아닌 게 확 느껴지는 수업.
교사 C: (웃음)

- 교사 D 4차 수업나눔 이해단계(2018년 10월 25일)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4. 자아와 타자와의 소통

§ Bakhtin– 카니발(carnival), 창조적 공간

교사 C: ‘Do you like broccoli ice-cream?’ 막 이런 거처럼 애들이 직접,
교사 D: 만들어 보는 거야, 가사!
교사 C: 응.. 가사를 좀, 
교사 D: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교사 C: 그림 자료를 해 가지고 좀 섞어서, 신선한 조합을 만들면, 애들이 계속 그 노래
를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교사 D: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려보게 할까? 
교사 C: 응 그런 거.
교사 D: 새로운 음식을, 막 이런 거.
교사 C: 그래서, 애들한테, 창조적으로, 그럼 좀 더 재미있고 기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라서요.
교사 D: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밌잖아.

-교사 D 2차 수업나눔 도전단계(2018. 7. 9. )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3.1.5.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의 발전

3. 연구 결과

§ Lave & Wenger(1991) - 실행공동체

교사 D: 저랑 교사 C는 계속 나눔을 해서 그랬는지, 어, 제 마음을 되게 잘 이해하는 구
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은 어, 나는 내가 나만 잘하면 수업
이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동역하는 사람, 나와 같이 동료 코칭을 해 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사 D 3차 수업나눔 격려단계 (2018. 9. 29.)

교사 C: 어.. 홀로서기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같은 동
료 교사이자 동료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가 왔구요.

-교사 D 3차 수업나눔 도전단계 (2018. 9. 29.)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3.1.6. 실행공동체 사례별 비교

실행
공동체

동료 코칭팀 1

(*경력 17~17.5, 학생관심단계)

동료 코칭팀 2

(*경력 5~6, 교수상황관심단계)

공통점

동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코칭이 이루어짐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코칭이 이루어짐

동료를 통한 성찰을 경험함

차이점

인지적 내용 ≒ 정서적 내용

학생에 대한 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함

사전협의회보다 성찰을 중요시

교사의 독립적 의사결정 존중

인지적 내용 > 정서적 내용

수업 설계 및 전략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공존

사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

동료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 지향

[참고] *Fuller과 Brown(1975) : 교사 발달단계를 ‘교직이전 관심단계, 생존관심단계, 교수상황관심단계, 
학생관심단계’로 설명



3.1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3.1.7. 동료의 역할

3. 연구 결과

수업 전
코칭

수업 중
코칭

수업 후 코칭(수업나눔)
실행계획 실행

이해 격려 직면 도전

수업자
실행자

(수업준비)
실행자

(수업실행) 내레이터, 성찰자 성찰자 실행자

동료 교사
관찰자

(이해/조력)
관찰자
(관찰)

대화적 친구
관찰자

(관찰)

관찰자

(이해/조력)지지적 친구

(공감, 격려)

비판적친구(성찰적

질문), 지지적
친구(경청)

§ 동료 코칭 단계별 수업자와 동료 교사의 역할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3. 연구 결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3. 연구 결과

§ 정체성 협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



수업시간에 내가 내 통제 하에 있으면 싸움을 많이 안하는 편인데, 그래도, 체험학습
에 애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싸움이 6번이 있었어. 근데, 다른 반 애들은 싸우지도 않
더라구. 너무 부럽더라구. 애들 싸웠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해 주는데, 어, 정
말.. ‘우리 반은 왜 이럴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한숨). ‘우리 반이 왜 그러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애들을 관리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내가. 이번 주가
더 좀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그거 같애. 자꾸 이제, 다른 반하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니까(울먹이며) 내가 우리 반만 데리고 있으면, 별로
다른 반 신경 안 쓰니까, 그 때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반만 못나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 A교사 2차 동료코칭 (2018년 5월 18일)

교사 B: 나는, 사실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 계속해서, “선생님 뭐해요? 뭐해요?” 계속 말을 하더라
구. 선생님은 계속 집중시키려고 하고. 예전에, 인상을 찌푸렸다고 했었는데 부드러운 말투로 할
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 … 너는 기다려주면서, 애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루두루, 그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도 기술이잖아. 그런 것
들이 좋아 보였어.

- 교사 A 2차 동료코칭 (2018년 5월 18일)

요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 이해 받는 느낌이 있다. 좋은 수업친구 주셔서 감사
하다. 칭찬(격려) 받으니까 역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생긴다…내가 더 맘이 여유로워
졌다.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기보다, 더 기다려준다

- 교사 A 2차 동료코칭 후 성찰지 (2018년 5월 18일)

아이들과 평소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아이들이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내
가 아이들을 혼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랬을 때의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이
사과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선생님께 혼날 것이 걱정되서 나쁜 행동을 절제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질서를 지키기위해 노력하는 행동도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
소풍과 재난훈련의 날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집에서 부모님에게 나에게 대해 안 좋은
말을 전하고, 그것이 내가 아무 흠잡힐 일이 없어도 어떻게든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느 생각
에서 이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교사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
각해서 주변 사람들, 학부모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교사 A 3차 수업 전 성찰지 (2018년 7월 9일)

엄격하게 하되 내가 아이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할까봐 뒷마무리를 잘하려고 했어. … 
금요일마다 Free hug day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사랑해,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려
고 노력했어. 그리고 학생들을 혼을 내면 혼내고 나서 '선생님이 혼내서 미안, 미워서
혼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 아이들과 관계 틀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 교사 A 3차 동료코칭 (2018년 7월 9일)

즐겁다, 유쾌하다, 내 수업이 작품이 된 것 같다. 내가 의미 있는 교사의 삶을 위해 노
력하는 걸 이해한다. … 나의 불편한 마음과 수업 속의 나의 변화되는 피드백과 그 때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된다. 수업 속 나를 더 이해하니까 수업이 더 즐겁다.

- 교사 A 3차 동료코칭 후 성찰지(2018년 7월 9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나의 변화에 주목했던 것. 지난 몇 개월간의 나의 수업, 학급
관리, 관계의 변화, 기복을 보면서, 나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 그리고 내 삶의 큰 곡선
을 볼 수 있었다는 뿌듯함.

- 교사 A 4차 동료코칭 후 성찰지(2018년 9월 14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3. 연구 결과

교사 A

ü Secret stories
-> open
-> chance for
transformation



3. 연구 결과

교사 B

수업 전에는 힘들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
다. 수업 후 영상을 보면서 나의 소소한 부분까지 볼 수 있
어서 좋았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고 이야
기하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며 격려해 주면서 성장하는 것
이 좋았다.

-교사 A 1차 동료코칭 후 성찰지(2018년 4월 25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교사 B: 이해받은 거 같아. ‘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구나.’ 말을 들으니까. 음. 나, 이해받는 거? 자체가, ‘아, 내
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웃음)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사기꾼은 아니구나
교사 A: (웃음)
교사 B: 교사가 사기꾼은 아니야, 이해받는 느낌.
교사 A: 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교사 B: 사기꾼까지는 아니고, 나쁜 선생님.
교사 A: 응.
교사 B: 막 이렇게,
교사 A: 항상 애들한테 부족하다?
교사 B: 어, 어.
교사 A: 더 열심히 못해 준 게 미안하다?
교사 B: 어, 어, 어.
교사 A: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교사 B: 좀 그런 마음이, 어. 그 마음을 쪼금씩 쪼금씩 커가면서, 음, 예전에는, 나는 사실 많이 내 자신을 많이 이
렇게(비난)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법. 나도 수업을 예전에는 되게 많이, ‘아, 나 수업 부족해.’ 막, 계속 막
이랬는데,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이런 말들로 내가 건강해 질
수 있고. 이런 말 들으면서, “괜찮아, 나는 괜찮은 선생님이야”, 어,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건강하고(웃음).

- 교사 B 2차 동료코칭 (2018년 5월 18일)

나는 그냥 중상이라고 했어(웃음). 그냥, 완전 상까지는 아니어도, 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지금 감사하고. 어, 옆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승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꼭 승진 안 해도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 그걸로 보람이 있고. 자기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거 같애.

- 교사 B 사후면담 (2018년 10월 30일)

“교사의 정체성이 고정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으로부터 협상되어지는 과정이다” -Sachs(2005)

ü 정체성 협상



3. 연구 결과

교사 C

수업을 하면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
다. 원어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표현 및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 영어 욕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1차 수업공개 전 성찰지(2018년 4월 13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ü 정체성 협상
- 담임교사vs 영어교사
- 비원어민 영어교사

(김신혜, 2005)

어, 지금, 저는 이제 교과에 대한 저의 신념이 조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영어를 이제 좋아하고 영어를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영어 수업을 또 준비를 해야지 제가 또 잘
해낼 수 있는데 영어 수업에 대한 제가 약간 등한시하는 마음
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점점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조금 잃
어가고 있는 단계라 (웃음), 어,, (한숨) 영어 교과를 어떻게 해
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수업 나눔을 통해
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영어 교과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을 조
금 더 되찾았으면 좋겠고, 평소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실력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얻고 싶고, 아..(한숨) 저의 그
마음가짐의 변화, 약간 좀 나태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
의 변화를 조금 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교사 C 3차 동료코칭 (2018년 9월 30일)

교사 D: 상황을 들어보니까, 수업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그 순간에도 활동을 3
가지나 뺐으니까, (웃음) 영어 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구요(웃음) 그
냥 단지, 그 영어가
교사 C: 너무 가물가물해요.
교사 D: 영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 같아서
교사 C: 음, 맞아요. 그게 커요, 좀.
교사 D: 사실, 교과는 영어든, 체육이든, 각자의 특성이 있지만, 담임이라면 가르치는 활동을 하
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과든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학
교에서도.. 근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영어는(pause) 계속 영어를 가르
치고 있는 저도 그 부분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애요.
…
교사 D: 막, 수업 전에 있었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 업무의 상황 모든 거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죄책감을 느낄 때가 대게 많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수업장면만을 본 입장에
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대게 큰 거 같애요. 결국
에는, 아이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어, 그 장면들이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교사 C 3차 동료코칭(2018년 9월 30일)

저는 친구의 말이 듣고, ‘저에게 있는 장점을 참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영어 교과, 참
매력적인 교과라는 생각도 해요. 외국어로 이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 수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고…영어라는 교과가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즐겁고 다양하다 라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게 바로 아이들에게 그 흥미와 재미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살려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물론 시끄
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장점들을 잘 살린 수업을 계속 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참, 네, “담임하면서 영어 가르치는게 은근 필요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 하셔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가르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다시 영어교사로서 설 수 있는 기회
가 올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대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영어교사에요. 그
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담임으로서 또, 영어를 가르칠 때, 내가 조금 만 더 준비를 하
면, 더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애서, 그 부분을 잘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 교사 C 3차 동료코칭(2018년 9월 30일)

수업 나눔을 하기 전 다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마음 속에 있었다. 영어 교사로서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이 공존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었다. 하지만 수업 나눔 후 함께 고민해 주는 동료가 옆에 있고,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니 어느새 큰 고민처럼 느껴졌던 문제가 가볍게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
영어 교사로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때로는 영어교
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해 가며 더욱 완
전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
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 교사 C 3차 동료코칭 후 성찰지(2018년 9월 30일)

아이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교사구요. 어, 그냥, 아이

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즐겁고, 어, 교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땐, 잘 하고 있구나, 흐흐흐흐.(웃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웃음)

- 교사 C 사후면담(2018년 11월 1일)



3. 연구 결과

교사 D

교사로서 내면의 성장이 있길 바라요. 나의 교사로서 재능적인 면을 발견하길
바라요.

-교사 D 동료코칭 목표

이번 학기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
는 수업을 했어요. 영어교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
고 있는가? 저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자존감이 학생들에게 흘러간다
고 믿기 때문에 수업 나눔을 통해서 수업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 D교사 3차 수업 후 성찰지 (2018년 9월 17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교사 C: 능숙하고 침착하게 교사가 잘 리드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구요. 아이들
칭찬하는 것도 대게 다양한 용어를 써가지고, 뭐, fantastic, incredible막 이런
용어들 써가지고 아이들의 뭐랄까, 격려하는 분위기, 그게 “아이들과의 래포
(rapport) 형성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굉장
히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고, 잘했다.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
교사 D: 어, 내 영어 수업을 누군가가 좋게 생각해주고, 내 영어수업에 꽃을 달
아주고, 또 나와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이 수
업나눔이 되게 의미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 교사 D 3차 수업코칭(2018년 9월 30일)

일단 어떤, 제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영어 교사로서 재능이 있는가? 나는 어떤 재능, 재
능이 있다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게 저한테 고민이었는데, 이 나
눔을 하면서, 나만, 나만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재능이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재능이 어, 어느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별로 중요
하지 않은 거 같애요. 내 재능이 어느 수준인지. 근데, 그게 나에게 영어, ‘교사로서의 재
능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대게 감사하고,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이라고 까지
말하기 창피하지만 제가 하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교사 D 3차 동료코칭(2018년 9월 30일)



3. 연구 결과

3.2 각 교사의 정체성(identity) 변화

§ Personal dimension
ü 자기 성찰(Self-reflection) 내가 되고 싶은 교사, 교사의 개인적인 실용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에 초점
(Antonek, McCormick & Donato, 1997)

§ Professional context
ü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Duff&Uchida, 1997; Reynolds, 1996)

§ Teachers as agency vs. policies or institution
ü 사회 구조를 뛰어 넘어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

(Coldron & Smith, 1999)
ü 교사의 자율적 의지가 정부나 기관의 정책에 순응하길 요구하는 힘에 의해 약화됨

(Moore, Edwards, Halpin & Ceorge, 2002)



3. 연구 결과

3.3 논의

§ Golombek&Doran(2014)
ü Lanuguage teacher emotion, 

cognition, and activity

§ Peirce(1894, 1998) 
Golombek&Doran(2014)
ü Indexicality

§ J.C.Richards&C.Lockhart(2005)
ü Interactive decision-making

(positive emotion)



3. 연구 결과

3.3 논의

<동료코칭에서의 상호작용 과정 및 유형>



v 교사들이 동료의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수업을 성찰하고 경험을 재구
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v 교사들은 내적, 외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해 갔으며 동료 코칭을 통
하여 교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v 교사들은 자신들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수업에서
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론



v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이 서로에게 동료 코치가 되어 수업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동료의 지지 속에서 교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v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또래 동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경력의 교사들, 남교사와 여교사를 고루 선정하
여 동료 코칭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본 동료 코칭은 수업을 공개하기 전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한계가 있었다. 추후 ‘동료 코칭’을 연구
함에 있어서 ‘사전협의’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v 교사 발달을 위한 동료 코칭은 ‘성찰’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능’의 발달이 함께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료 코칭에 있어서 Freeman(1989)의 주장처럼 ‘지식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교사훈련(teacher 
training)과 ‘태도와 알아차림’에 초점을 맞춘 교사발달(teacher development)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4. 결론(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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