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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of teacher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From November 4 through December 16, 2020, 

five beginning teachers who had volunteered to serve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located in a 

district of the city of Seoul were respectively interviewed in depth twice, 40 minutes each, via Zoom that is 

a video communications app, and they received teacher education six times, one and a half hours each. The 

teacher education revolved around "Christian world view," "spiritual training for teachers,"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Ⅰ,Ⅱ)" and "teacher-child-parent 

relationship building and communications." The data that were gathered by the in-depth interviews and 

reflective journaling were analyzed in a qualitative manner to explore what changes the beginning nursery 

teachers underwent. As a result, their chang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reflective thinking on nursery 

teacher qualification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for the first time and feeling 

wonder," "becoming a teacher as a specialist, not just as a volunteer or dedicator," "being in need of practical 

cooperation and help from experts," and "resolving to become a teacher trying to learn all the time and 

serve gladl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operation from experts and sustained and systemized 

teacher education are both necessary to select and nurture church school teachers and to help them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Key words : Church school, Nursery department, Beginning teacher, The process of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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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부는 ‘교회학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정대현, 곽연미, 2014) 영아 또한 교회공

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므로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정희영, 2004).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훈련

을 통해 영아는 구원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탁

아기능이나 양육자와 동일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자칫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예배환경(정해숙, 

2007)을 극복하고 영아의 신앙발달에 최적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박혜영, 2003). 오늘날 한국의 기

독교 유아교육기관과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장화선, 2020) 영아부 운영 

또한 교사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박미화, 하연희, 권미량, 2019).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은 한국 교회학교 교육

의 퇴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학교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교육분야에서의 탈

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유재덕, 2020)와 맞물려 교회학교의 존재의 이유와 본질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

고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올바로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으로서 영성과 섬김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

에 더해 박미라(2006)가 제시한 바처럼 깊이 있는 지식, 아동의 성장방식 이해, 교수-학습 과정 이해, 교

수법 사용 등의 훈련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교사들 중 처음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

사들의 경우, 교사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교사직을 수행할 경우, 교

회학교 현장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

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하는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교사직

을 권유받는 상황(박은혜, 2013)에서 사전교육 없이 교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박범

철, 2008; 박상진, 2007; 박행님, 2014). 이는 적지 않은 교회가 교사부족을 이유로 헌신적인 봉사의 자

세와 신앙적 열정만을 교사자격의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교사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은 교

사를 선발(정영선, 2008)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교사는 자칫 자원봉사자인 

‘비전문가’로 인식되기도 하고(이영은, 2002; 임용수, 2001) 결국은 이러한 교사요인이 교회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회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위기 초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용원, 이현철, 

2010; 박행님, 2014; 박현웅, 2005). 

이와 관련해 조철현(2017)은 교회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전문성, 영성, 섬김의 자세를 강

조하였고 이요섭(2002)은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교사선발, 사전교육, 지속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강

조하면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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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된 교사교육의 부재는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양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한미라, 2008).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큰 틀에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 

교육의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초임교사들(Kathleen, 2008) 

중에서도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김옥

주, 2013). 더 나아가 영아부서 운영 및 영아와 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 연속적이면

서도 체계적인 입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로서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

된 교육관이나 태도,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민정, 2017). 

박미화, 하현희, 권미량(2019)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부 교사 대상 교사교육 실태조사를 통

해 예배 전 모임 수준(61.9%)의 교사관리가 대부분이고 교사교육 빈도는 일년에 한 두차례(52.4%), 그

리고 교사교육의 주제는 교사의 영성(39. 9%)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여전히 내용과 방법 면에서 부실하고 교사의 영성훈련에 치우친 사례들이 많음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교회학교 교사직의 수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관련해 ‘교사로서의 교수법, 발

달 이해 등의 전문성 부족’ 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밝힌 함영주 외(2015)의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교

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반드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영성 측면뿐 아니라 가르치는 연

령에 대한 지식과 실제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현조, 배지희(2018)의 경우, 실제 영아를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들이 귀엽기

는 하지만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다양

한 발달특성과 욕구를 지닌 영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면 영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

(김지현, 양옥승, 2009)에 미숙함을 나타내 보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회학교의 본질인 신앙교육의 중

심을 잃은 채 우유나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돕는 보살핌 위주의 직무수행(김옥주, 2013; 양

옥승, 2004)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경력이 많은 동료 

교사나 전임교역자 등으로부터 받는 친절한 도움의 손길이나 충고는 초임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영아부 예배가 영아와 부모와의 동

시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 교육 못지않게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Schmidt & Knowles, 1995).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초임 영아부 교사가 영아를 지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초임교사를 서툰 존재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임교사는 좋

은 교사되기의 가능성과 소망을 접어둔 채 오히려 기존의 관습이나 경력자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그대

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현조, 전홍주, 2020).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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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충만한 시기(Halford, 1998; Kathleen, 2008)인 교사 지

원 초기, 그리고 영아부를 처음 맡게 되는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영

아부 초임교사는 더욱더 교사자격의 기초로서 철저한 영성훈련과 영아관련 지식 및 실제를 배우고 익

혀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준비와 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기대감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영아를 지도하는 초임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성은영, 최승연, 2015; 이완희, 박찬옥, 2005; 최지

현, 권경숙, 2012)은 주로 영아교사로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적응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지원방안(강은영, 김진욱, 2020; 김옥주, 2013; 문은영, 신혜

원, 2012)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교사교육의 

현황(김선미, 2010; 노옥경, 2017), 개선방안(박은혜, 2020; 박행님, 2014; 이기룡, 2014), 교사교육 프로

그램 개발(박은혜, 2008; 신언혁, 2004; 이수인, 2014; 임용수, 2001)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교육 과정

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김국환, 1990; 송문규, 2013; 정희영, 2011; 조기숙, 2020)에서 제시하는 교육과

정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평가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에 대한 이

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부모교육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교

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초임 영아부 교사교육에 적용하여 적극 실천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처음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희망하고 이에 동의

하는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Covid-19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오영범, 이창두, 2012)을 활용한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

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총 22명의 교사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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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초임교사들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교사들이다. 본 연구대상 교사들의 일반적 배

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

Age Faith history Marital status
Reason for 
applying

Highest level of 
education

 Job

A 34
A cradle 
Christian

Single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Freelancercartoonist

B 37 12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Employee

C 38 5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Master’s 
degree

 Cafe owner

D 42  23 years
Married
(1 Child)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Housewife

E 29
A cradle 
Christian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Missionary group 

executive

  

 2.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심층면담과 교사교육

  1). 영아부 초임교사교육의 출발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초, 영아부 전담교역자 및 영아부 동료 교사들로부터 권유를 받

아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사 두 명과 연구자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대체 영아

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교육에서는 제가 잘 모르

는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실제를 배울 수 있나요?”, “그냥 교사로 지원해서 섬기다 보면 잘할 수 있

을거야~라는 말들만 믿고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사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고 혼란스러

워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초임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일정부분 자발적이지 않음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부담감으로부터의 걱정의 말들은 유아교육전문가로서 교회학교 영유아부 전

담교역자 2인과 함께 2021년도 교사교육을 논의 중이던 연구자로 하여금, 관습처럼 반복되어오던 일

회성 2시간 정도의 집합교육에 의한 교사교육 계획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 

영성훈련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담당 영아 연령이나 교사경력 유무를 고려한 소규모의 체계적

인 교사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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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 3년, 초등부 교사 6년, 청소년부 교사 2년 경력을 지녔으며 현재

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러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특히 영유아부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유아 발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법, 부

모교육,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 관련 강의들을 주로 해왔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지난 3년간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자문과 교회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사론과 부모교육을 주제

로 강의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자격 강

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지닌 다양한 연령의 교사경험은 교사가 담

당하게 되는 해당연령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의 발달특성 이해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전문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전담교역자와 공유하면서 

2021년 영아부 교사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사선발 시기를 앞당기고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교육

을 실행하게 되었다.  

  

3). 영아부 초임교사 심층 면담의 내용과 방법

영아부 초임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위한 내용은 선행연구들(김향자, 김혜선, 양미현, 2007; 이완희, 

박찬옥, 2005; 조혜진, 2007)에서 제시한 영아반, 초임교사, 입문교육, 교직적응 등과 관련된 내용들

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본격적인 교사교육이 실시되기 직전과 6회차의 교사교육이 모

두 끝난 후에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각 40분씩 총 2회 이루어졌다. 교사

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영아부 교사 지원 동기’, ‘교회학교 교사 경험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영아발달 관련 사전지식 및 경험 유무’, ‘교사교육에 기대하는 점’ 등이었다. 

교사교육 직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교사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사교육 

전후의 가장 큰 변화’, ‘교사교육의 개선점’,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기대’ 등이다. 각 교사별 심층면담

에서의 주요 내용과 개인별 특이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교회학교 교사경험이 없고 영아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예

배참석은 필수이며 분반모임을 진행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

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교사교육에서는 영아와 부모관리 및 분반모임 운영방안을 배울 수 있

기를 기대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이 가장 유

익하였고 마지못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직교사교육과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의 필요, 그리고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 영아부 경력교사들과의 실제적 조언 나눔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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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을 말하였다.

B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초등부 교사 2년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 역할은 예배

참석은 필수이고 분반 모임 진행과 학부모 관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 거는 기대로 영아

발달 이해와 부모 관리방안을 말하였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느낀 점은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관리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

면담에서는 분반 모임 자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이후의 현직교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C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중등부 교사경력 1년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역할로 분반 모

임 진행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분반 모임 운영

방법 및 학부모 관리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함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지

니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교사

교육에서 교사의 영성관리 측면을 더욱 보강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었다. 이후

의 지속적인 현직교사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전문가 협업 교육이 필요함도 말해주었

다.

D교사는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자녀양육 경험이 있고 초등부 교사 8년의 경력을 지녔음을 말해주

었다. 영아부 교사역할에 대해서는 예배참석과 영아-부모 신앙훈련 및 학부모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서는 교사자질 향상과 부모관리 방안을 좀 더 심도깊게 다뤄줄 것을 기대하

고 있었으며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교사로서의 

지속적 배움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

는 영아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영아와의 소통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의 현직교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의 역할

은 영아와 부모의 신앙 인도 및 분반모임 진행이라고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한 교육 경험은 없

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영아 연령별 발달 이해와 소통법 알기를 희망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

담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커졌음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새롭게 알게된 

점이 많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강의형식

보다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현직교사교육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교

사역량 계발을 위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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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 및 구성 과정과 실행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회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박

은화, 2009; 은준관, 2007; 조한나, 2019; 최성진, 2018; 홍정근, 2002)에서 제시한 내용들에서 공통

적으로 제시하는 교사교육의 주제들인 ‘기독교 세계관’ 과 ‘교사의 영성’,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론’ 

을 근거로 본 연구대상이 영아부 초임교사들임을 고려해 교육대상으로서의 ‘영아발달의 이해(Ⅰ,Ⅱ)’, 

‘교사-영아-학부모 관계와 소통법’ 등 총 6회차의 교육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아부 전담교

역자 1인, 영아부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영아부 부장집사 1인, 영아부 5년 이상의 경력교사 2인, 영유

아부 교회학교 12년 교사경력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의 내용 검토를 받았다. 각 교육주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단순한 이론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예배 현장

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교사교육의 주제와 세부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jects and main contents of teacher education

 Weeks
Subjects of teacher 

education
Details 

Week 1 Christian worldview
Confession of faith in Christian salvation thought, Christian identity, 

creation of God and corruption, salvation, problems of God’s authority 
and sovereignty. 

Week 2 Teachers’ spiritual training
Resolve to become a Holy Spirit-filled teacher in everyday life and to 

change and mature

Week 3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life of Jesus as an example as a teacher. Teacher self-esteem.

Week 4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Ⅰ)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theological aspect (Infant created in the 
image of God/Infant in sin/Infant under the covenant of grace/Infant 

as a spiritual being)

Week 5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II)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 
(physical/social-emotional/cognitive/linguistic/spiritual developmental)

Week 6

Teacher-infant-parent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metho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fants and parents 
as a relationship of worshiping and communicating together,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and practices of parent education.

 

앞의 Table 2에서 제시한 바처럼 교사교육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영성관리와 담당하게 될 영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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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이를 토대로 영아부 분반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

을 맞춰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비록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의 상황에서라도 교사

교육의 주요 내용들이 부실하게 전달되거나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

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실습을 반복하였으며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교사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스케줄 공지 및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전송을 매 주차 마다 진행하였다, 

그리고 총 6회의 교사교육 중 도입부의 1-2회차 강의를 맡은 전임사역자와 함께 초임 영아부 교사들

의 수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PPT 작성 및 참고 영상과 음원을 활용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수정·보

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최종 구성된 교사교육 내용은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영아부 전임교역자 경

력을 지닌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인 1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교사교육에 활용하였

다. 본격적인 교사교육은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총 6회 각 1시간 30분씩 진

행되었으며 전임사역자(2회)와 유아교육 전문가(4회)가 주 강의를 맡아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각 차시별 수업은 도입(10분: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메인 룸 입장 및 인사 나누기-시작 기도), 전개

(50분 주제별 교육), 마무리(30분: 질문, 강의 소감과 피드백, 마무리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전화안내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대상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일

반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와 연구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매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는 교사 

개개인이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과 매

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제출한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은 분

석을 위한 자료로 수집·활용되었고 모두 A4 용지 69장 분량이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

하여 읽거나 보면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 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46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최종 5개의 범주로 공통된 주제들을 묶는 범주

화(coding category) 과정을 거쳐 주제영역을 나누고 분류하였다. 이후 각 주제마다 적합한 사례들을 

요약하고 추출한 후 여러번 반복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 교사들에게 연구결과 평가작업(M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피

드백을 주고받으며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쳐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자료를 재분류,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을 통한 범주화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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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ization process through data analysis 

5 final categories   Subcategories (16) Meaning unit (46)

Reflective thinking
about infant teacher 

qualification

•Presence of teacher qualification
•Reflectively thinking beyond regrets and burdens
•Acknowledgement of not being qualified as a teacher

Teacher Qualities, Infant 
Department, Teacher, 
Qualification, Mistakes, 

Education,
Recommendation, Burden, 

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Regret, 

Preparation, 

The understanding
and surprise of infant 

development that 
was encountered for 

the first time

•Fear of dealing with infants
•Preconceived notions about infants as education targets 

who are never easy to deal with
•Infants’ amazing abilities

Infant, Unknown world, 
Experience, New world, 

Surprise, Prejudice
Education target,

Infant’s ability

Becoming a teacher 
as an expert 

beyond service and 
dedication

•Recommendation that all you need to do is volunteer
•Incompetent teacher disguised as a dedicated one.
•Having specialty as an infant teacher

Service, Dedication,
Initiative,, Specialty

Responsibility,
Incompetence,
Competence,

Recommendation, 

Need for practical
help from expert 

collaboration

•Need for Changes in teacher education conducted only 
by teachers demand

•Need for the education of infant education related 
experts with spirituality

•Teaching teachers through collabora
  -tion with church and experts

Clergy, Expert, Ability, 
Verification, Help,

Collaboration, church,
Spirituality,

Infant Expert 
 

Commitment to be a 
teacher who is always 
willing to learn and 
serve

•Remembering the nature of the teachers who serve the 
nature of the teacher who serves

•Being willing to teach without being forced to
•Becoming a teacher who always learns and develops
•Being responsive and actively practice

Joy, Always, Service,
Teacher who learns, 
Good evaluation,
Development,
Commitment, Practice,
Force

Ⅲ.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

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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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등 교사역할에 대한 인식과 점차 

교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교사들의 변

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직전과 직후 총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

교육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리자 교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교사들 중 B D, E교사의 경우에는 2021년 영아부 

교사직 시작 전에 일회성 2시간 정도의 교사교육을 기대했었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격화상회의시

스템을 활용한 교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 섞인 말들을 하기도 하였고 교사자격이나 준비와 관

련해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거나 E교사의 경우,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

다는 등 속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다행히 심층면담과정에서 교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안

내받은 후에야 초임교사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에 자신이 지

녔던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점차 반성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솔직히 영아부 교사직에 대해 권유를 받고는 거절이 어려워 등 떠밀리듯 마지못해 교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라 민폐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았다...중략...오늘 ‘교사와 영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영아부 교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무자격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1월 14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교사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는 워낙 교사지원자가 부족한 상태라 마치 귀한 

대접을 받고 교사가 되어주는 것 처럼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 경건의 생활도 잘 안 하고 말

씀 읽기 등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게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교사로 부족한지를 일깨워 준 오늘의 교육이 새

삼 크게 와 닿는 날이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이번에 교사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린 자녀도 키워 보았고 교사

경험도 풍부한 상태에서 대상 연령만 바꿔 교사로 섬기게 될 것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을 되돌아 보게 한 오늘이었다. 교회학교 교사되기는 결코 쉽지 않고 특히 영아부 교

사는 절대 준비없이 함부로 맡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2월 16일 D교사 심층면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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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부 초임교사들의 교사자격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사고로의 전환은 강의 피드백과 나눔의 시간

에 많이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교사가 부족하니 ‘정말 사람이 없고 나라도 해야한다면 해볼게’ 라는 식의 교만한 마음까지 가

졌었음을 고백하였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교만한 태도야말

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아니며 교사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채움과 성장이 필

요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2.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D교사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나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미혼의 교사들로 D교사

를 포함해 모든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의 이해(Ⅰ,Ⅱ)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었다. 초임 영아부 교사들은 결코 쉽지 않은 학습대상자로서의 영아 다루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고

유한 인격체로서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영아를 ‘미숙한 존재’, ‘소통하기 힘든 존재’

로 인식해왔던 선입견을 점차 바꾸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특히 교사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강의가 

매우 유익하였고 이를 통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예배가 부모도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한편으론 영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보다 부모와 관련한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영아발달 이론을 배우면서 영아가 단순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았음을 알 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도가 정말 마음에 쏙쏙 와 

닿았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영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신기하다. (11월 28일, C교사

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영아 발달관련 주제였다. 막상 영아부 아이들을 지도하려니 두려

웠고 어떻게 영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이 항상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전문가 강의를 통해 영아가 어떤 발달 특성을 지닌 존재인

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유능한 존재로서 영아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12월 16일, A교사의 심

층면담 내용 중) 

영아발달 이론 중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다양한 이론과 접목해 배우는 시간이 참 좋았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실제에서의 적용 방안까지… 중략… 



872021. 3 87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영아의 능력과 관련해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시간이었다. (12월 5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의 총 6가지 주제 중, 영아발달의 이해(Ⅰ,Ⅱ)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 과정 내내 궁금한 점들을 메모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초임교사들 중 일부는 영아와의 인격적 소통이나 교육을 통한 변화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대부분 부

모와의 소통과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았었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고 영아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교사교육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말해주었다.

   

3.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이나 교사교육 과정의 초반부에서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 대부

분 교사직을 ‘봉사’와 ‘헌신’의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

다. 하지만 교사교육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는 그저 봉사만 하면 된다는 주변의 

권유와는 달리 감히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봉사나 헌신의 의미를 넘어 영성과 함께 영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주도적으로 맡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자’, ‘비 전문가’ 라고 여기는 주변의 인식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관습처럼 당

연하게 생각해 왔었음도 말해주면서 교사교육이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당위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헌신을 가

장한 무능력한 영아부 교사가 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사는 봉사직 아닌가요?...중략...목사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을거라고 하시

구…중략….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영아부 전도사님이 매주 잘 안내만 해주시면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거 같

아요. (11월 4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항상 교회학교 교사 수가 부족하고 누구나 봉사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번 영아부 교

사 지원은 꽤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사교육에서 교사

론을 배우면서 봉사와 헌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중략…영아부 교사로서 단순히 봉사한다는 마음을 버

리고 교사로서 전문가다운 지식과을 겸비하고 준비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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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 지원했다가 4개월 만에 스스로 교사직을 내려놓으며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 라고 말하고는 급기야 교회까지 떠난 친구가 떠오른다.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그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와 교만을 반성하게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12월 12일 A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을 받고 보니 영아부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영아와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신앙성숙을 도우며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

변의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저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12월 16일 C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4.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임교역자 뿐 아니라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많

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은 비록 2회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임교사들은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

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전임교역자 중심

의 교사교육을 벗어나 영성을 갖춘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초임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과 특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유투브도 

찾아보고 영아발달 특성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중략....영아부 교사는 반드시 영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영아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11월 28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자녀양육을 해 보아서 그런지 영아부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영아부 초임교사들

보다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이전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반복

했던 나의 실수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중략... 전문가 관점에서 정확히 안내해주는 영아발달 특

성과 실제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왔고 교사교육에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12월 16일 D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특성을 쉽고도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는 전문가 수업이 나를 포함해 다른 교사들

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중략... 그래서인지 ‘혹시나’ 했던 교사교육이 ‘역시나’ 가 되었다. 영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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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교사로서의 중심을 잡아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11월 28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처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과 관련해 전문가로 부터 알고 싶었던 내용들

을 직접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교

육의 내용이 전임교역자 주도의 영성훈련을 넘어 담당하게 될 영아관련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5.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각자의 교사 지원 동기와 과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준비 없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고백하였다. 하지만 교사교육 과정을 통해 ‘억지로 섬기는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

운 마음으로 배우고 이를 활용해 더욱 열심히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이

러한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영아부 교사로 직무를 수행함에 쉽게 탈진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을 권유하고 추천한 동료교사가 교사교육은 일년에 일회정도 특강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큰 부담갖지 말라고 말해 주었었는데... 중략...이번의 영아부 초임교사 대상 교사교육은 내게 교사로

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좀더 준비된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중략....이번 교사교육을 

통해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영아부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왜 되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4일, B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이전에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의 경험이 생각난다. 그때도 주변 권유로 시작했지만 유아를 대면하고 다

루는 일이 너무 함들다고 느껴져 도망치듯 온갖 핑계를 대고 그만 두었었다...중략... 이번에도 내가 어떤 행동

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의 교사교육은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에 소망을 갖게 하였고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 제발 억지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11월 28일 E교사의 반

성적 저널 중)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영아부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머

뭇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분의 오랜 설득 끝에 교사 되기를 결정하고야 말았다… 중략…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막연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태도로 섬기는 영아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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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D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이번의 교사교육 뿐 아니라 이후의 현직교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여야 하고 각자 강한 참여 의지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영아부 초임

교사들은 교사교육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안이한 태도나 게으른 관습 

따라하기,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게 하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영아부 예배 공

동체의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2021년도 영아부 초임교사로서 영아들과 부모님을 영    상으로 만나 인

사를 나누거나 매주 전화 심방을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대면 상황 못지     않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에

도 이번 교사교육에서 갖게 된 반성적 사고와 열정이 쉽게 식

지 않도록 현직교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정말 좋겠어요. 교사교육은 정말 교사 누구나 빠지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12월 16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나 자신도 그랬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시간과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사인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사도 보았던 터라 앞으로는 나쁜 관습

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그런 교사들이 있는지 주변을 함께 살피고 챙기면서 영아부 예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12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교회학교 교사교육

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자질의 기초로서 영성과 섬김의 자세에 더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 관계까지도 아우르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의 겸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교

회지도자들과 전담교역자들은 교사들의 필요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이를 특히 초임교사를 위한 교육

과 관리에 잘 반영하여 침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학교의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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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를 탐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나타내었다. 교사교육 전 이루

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은 특별한 자격이나 검증과정이 없어도 영아를 사랑하

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시간을 들여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할 자격을 검증받지 않

은 상태에서 교사됨이 매우 송구하고, 적쟎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도 말해주었다. 하지만 교사교

육 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참 교사상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알아가면

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전문성을 지닌 자격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교사발굴과 양성과정의 한계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

며 교사의 영성, 섬김의 자세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양성 제도운영의 당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초임교사는 자신이 기대한 바와 실제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경우 쉽게 교사

직을 포기하거나 억지로 교사직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열의

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라도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쉽게 교사직을 

포기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박은혜(201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교수현장에서의 실제적 

괴리감을 느낄 때 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은 곧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떨어지도록 작용하여 이로 인해 교사직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음을 강

조한 박범철(2008), Biber(1988) Guskey(198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

사에게 단순히 사명감에 충실한 헌신과 순종만을 요구하기보다 교사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귀한 직무임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방은영, 2017).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교사 스스로 교사자격과 의무에 대한 반성

적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교회는 엄격한 교사자

격의 부여와 검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교사교

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 교회나 사회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영아의 인지, 언어, 신체, 사회정서발달 특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강의에 대한 기대 또한 컸음을 말

해주었다.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영아야말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소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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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존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미지의 세

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교사들 대부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영아부 예배

와 영아들과의 직접적인 교수 실제 상황에 대한 염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아발

달 관련 교육이 매우 의미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교사들이 영아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사들의 대처와 교수실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이혜원, 임수진(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초

임교사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영아발달 관련 교육이 영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담당할 

영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주어 영아부 교사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라도 해당 연령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

한 전문성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한 강용원, 이현철(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은 결국, 신앙심뿐 아니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가르치는 기술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 박은혜(201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

가고 있었다. 교사교육 직전에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교회학

교 교사의 자격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해주면서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교사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봉사와 헌신

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자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

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등, 그동안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선

입견들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봉사자’, ‘비전문가’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감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초임교사 입문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조인주, 

2005; 김정주, 장정애, 2010)에서는 교육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교육이 실시될 때 교사로서의 적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박상진(2007)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회학교 교사양성이라는 점에서 깊은 영성과 봉사와 헌신을 넘

어 자신이 감당하는 해당 연령 영아발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

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이진원(2015)은 교회학교 교사역할로서 교수-학습

자, 반 목회자, 교회교육 활동의 지도자, 교회교육행정가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역할의 

제시는 자칫 교사입문부터 이후의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오늘날 한국 교회학교 운영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오히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다방면에 유능하고 가르침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만 하

는 과중한 교사역할을 요구하여 오히려 교사 일탈과 탈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

을 낳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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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임교사의 경우, 철저한 교사교육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넘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계발을 돕기 위한 제

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이 매우 유익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사교육이 전임교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게 될 해당연령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습득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교사교육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으로서 관련지식 및 정보제공과 조

언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 교사교육에

서의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은 특히 초임교사가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효율적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대부분 교육담당 목사나 파트타임 교육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이 결국 교회학교 운

영의 부실과 특히 교사양성에 부정적인 역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김만형(2003)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지금까지 관습처럼 이루어져 온 사역자 중심의 교사교

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비전문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며 비전문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문가 영역까지 개입하는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미라(2006)도 전문적인 내용의 계속 교육을 원하는 교회학교 교

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교사교육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은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해당연령의 이해를 지원하

기 위한 차원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을 나타내었다. 영아

부 초임교사들은 대부분 주변의 권유를 통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초임교사들은 교사교

육이 기대보다 교내용과 방법이 기대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지닌 만족할만한 교육이었음을 말해

주었다.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는 일반교사보다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신앙 안에서 점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받아야 함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무엇보다 기꺼이 섬기는 교사되기의 다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

이야말로 절대 일회성의 단기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도 체계성을 지닌 현직교사교육

도 필요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한 박

행님(2014), 박상진(2007)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인구감소추세와 맞물려 한국의 교회학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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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더욱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회학교 교사는 참 교사이셨던 예수님

을 본받아 누구보다고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세워져야 한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

로 지원하는 교사 중 해당 연령 지도 경험이 전무하고 생존기를 거쳐야하는 초임교사의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영아부 교사직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영아부의 효과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아와 부모 관리 등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사역할에 더 

많은 무게감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부 초임교사들

은 기독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 교사-영아-

부모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에 열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서 교사직을 수행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임교역자와 스텝들은 교

사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 지도 경험이 전무한 영아부 초임교사 5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특성,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교사교육의 내용

과 방법에 관한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는 교사로서의 입문과정에서 자

기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교사직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작용하였

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상황을 포함해 영아들과의 실제 

만남과 교사직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어떤 양상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피는 질적연

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영아반 초임교사 교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영아반 

초임교사를 포함해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의 초임교사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도 요

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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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함

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5명의 초임교사를 대

상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각 40분

씩 총 2회의 개별 심층면담과 각 1시간 30분씩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 ‘교사의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의 이해(ⅠⅡ)’, ‘교사-영아-학

부모 관계와 소통법’이다. 심층면담과 반성적 저널쓰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분석에 활용

함으로써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

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

로서의 교사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선발과 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 지원

을 위한 전문가 협업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교사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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