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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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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eachers' Exam

Eun-Young Min1, Yoojin Jang2*

1Gochang Middle School
2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탐색하 다. 이를 해 10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일 일 면담을 진행하 고, 합의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부분의 참여자들은 경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꿈인 교사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임용 시험에 실질
인 도움을 얻고자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학교 리자로
부터의 차별 우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한 자존감의 하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임용 시험 비에 한 강한 의지로 환되어 참여자들은 안정되고 당당한 교사 신분을 얻기 해 임용시험 

비에 념하고 있다고 진술하 다. 하지만, 시험 비 과정에서 부족한 공부시간, 끝없는 공부양, 다양한 삶의 역할 수행, 
체력 하, 난해한 시험 유형, 이  실패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연구의 방향에 해 제언하 다.  

Abstract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he teachers' exam.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teach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ost of the participants had chosen a contract-based 
teaching position, believing that it would meet their financial needs, provide them with the satisfaction of being a
teacher and, more importantly, afford practical help with their exam preparation. In practice, however, they suffered
from low self-esteem and identity confusion due to discrimination by the school administrators. Ironically, this unfair 
treatment strengthened the participants' commitment to studying for the exam, in order to acquire a stable and secure
position in school. However, they experienced a lot of study-related stress, including a lack of study hours, heavy 
study load, multiple life roles, physical exhaustion,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vague exam guide, and anxiety due
to previous failure in the exa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Keywords : Non-Tenured Teachers, Contract-Based Teachers, Secondary School, Teachers’ Exa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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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F의 경제 기를 극복하기 해 실시된 교원의 감

축과 명 퇴직 정책으로 인해 교원 공  부족 상이 발

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6]. 제도의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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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수는  늘어나 2005
년에 13,417명( 체 교원의 3.5%)이던 것이 2015년에는 
42,042명( 체 교원의 9.8%)으로 증하 다[19]. 이
듯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학교 장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교육의 요한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과 비정규직, 
계약제 교원 신분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차별 인 

처우 문제가 교육  쟁 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
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지면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화 문제가 논의되었다가 비 교사들과 교원 단체의 반

발로 결국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 다[21].
기간제 교사는 경력이나 호 은 인정받지만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수개월 혹은 1년 단 의 계약을 통해 학

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에도 불구
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 측면에서는 정

규 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과 한 업무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장의 주요한 구성원으
로 인식되고 이들의 삶과 문화가 정규직 교사와는 다르

다는 이 고려되면서 이들의 교직 생활과 경험을 이해

하려는 실증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등학교 기

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2], 기간제 교
사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7, 10]이나 그들의 직무만
족이나 스트 스[5, 13, 14, 17, 22, 23], 교직 [22, 24]
과 같은 교직 응 련 변인들을 다룬 양  연구가 

부분이다. 양  연구의 한계를 지 하며 기간제 교사의 

삶과 교직 생활을 심도 있게 탐색한 질  연구도 소수 

존재하긴 하지만, 이 역시도 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1, 16, 18]가 주 다. 

등학교와 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직무와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학교 에 따른 기간

제 교사의 삶도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2]. 하지만 등학
교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 교직생
활을 깊이 있게 조명한 연구들은 등학교 기간제 교사

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 이다. 
김 지[9]는 7명의 등 체육교사들을 심층 면담하고,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직무 스트

스의 구조  맥락을 악하 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체육
교사들의 핵심  경험은 ‘과 한 업무’, ‘차별 우’, ‘자

격지심’으로 개념화 되었고, 이러한 스트 스에 해 참

여자들은 침묵으로 순응하거나 스스로의 발 을 해 더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처의 결과로 이직에 
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응해 가는 것으로 밝 졌다. 박
철웅과 허병기[2]는 1개의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기
간제 교사 12명을 상으로 참여 찰과 면담을 통해 교

직생활에 한 그들의 의식, 태도, 행동 등에 한 문화
기술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은 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한 우나 차별과 같은 불리한 조

건 속에서도 자기개발, 성실성과 극성, 학생들에 한 
헌신 인 태도 등과 같은 극 인 응 략으로 처하

면서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을 보여

주었다. 서동설[4]은 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해 고

교 수학과 어 교과목의 기간제 교사 6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교직 응 경험을 구성하는 요

소들을 확인하 다. 자료분석 결과, 임용시험에서의 실
패로 인한 좌 감을 안고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참

여자들은 불공정한 채용과정, 열악한 처우, 불확실한 재
계약 여부 등으로 스트 스를 겪고 있었고 학생들과 동

료 교사들과의 계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

해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용
시험 합격에 한 기 감이나 교사로 살고 있다는 에 

스스로를 로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요약한 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상으로 

한 질  연구는 기간제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요

인들과 이에 한 처방식을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상 면에서 특정 교과목을 담

당하거나, 특정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로 그 범
가 제한 이었다는 에서 연구결과의 이가능성

(transferrability)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교직 생활이 해당 학교의 물리  상황과 인  구성, 조직
풍토, 기간제 교사의 운  체계 등과 같은 배경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2]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 담당 기간제 교사

들을 상으로 보다 공통 인 주제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교원임용 시험을 

포기한 집단과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수행되었다는 에 주목하 다. 교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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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더이상 응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기간제 교사와 

임용 시험 비와 기간제 교사 생활을 병행하는 교사들

의 교직 생활과 문화는 이질 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

해 교육의 질에 미치는 향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 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

는 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깊이 있

게 탐색하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제한된 학교와 담당 
교과목의 교사들을 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보다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조건의 학교에

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질  연구를 수

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틀로 합의
 질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는 CQR이 참여자들의 
주  경험세계를 심층 으로 이해하는 데 합한 질  

연구방법론이라 단하 기 때문이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으로 참가자들
의 반응을 유도하고, 자료분석  해석 과정에서 여러 사
람의 을 반 하며 연구자들 간의 합의(consensus)를 
시하는 질  분석 기법이다[1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면서 기간제 교
사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는 기간제 교사
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임용 시험을 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 임용 시험을 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무

엇인가?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조명하고자 한 본 연구

의 목 에 맞추어 본 연구의 면담은 충남과 북 지역의 

국공립 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10명을 상으
로 수행되었다. 표성 있는 표집을 해 모든 참여자들
은 각각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 이면 

서로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구성하 다. 아
울러, 성별에서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 다. 참여자 모집
을 해 연구자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덩

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 다. 
총 10명의 면담 참여자  5명은 여성, 5명은 남성이

었다. 참여자 연령은 20  후반에서 30  반에 걸쳐져 

있었는데, 30  반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

령은 32세 다. 참여자들의 담당 교과목은 국어, 어, 
수학, 과학, 국어, 체육, 기, 항해기  등이었으며, 기
간제 교직 경력은 1년 6개월에서 6년의 범 를 보 다. 

2.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면담 질문지는 기간제 교사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자들의 문  경험을 토 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질문지는 감수자 1인에게 보내져 피드백을 받았
으며, 감수 후에는 연구 참여자 기 에 부합하는 1인을 
상으로 비면담을 실시하 다. 비면담 결과를 바탕
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질문지가 완성되어 본 면

담에 사용되었다. 최종 질문지는 (a) 기간제 교사직을 선
택한 이유, (b)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c) 교원
임용 시험을 비하는 이유, (d) 시험 비 과정에서의 스

트 스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덩이 표집법에 따라 면담 상자에게 이메일이나 

화로 연구의 목 과 차에 해 설명하고 참가 동의

를 요청하 다. 참가 동의 의사를 표 한 상자의 편의

에 맞추어 정해진 면담 일정과 장소에 따라 면담을 실시

하 다. 면담은 평균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
용은 모두 녹음되었다. 익명성 보장을 해 각각의 면담 
자료에는 사례번호가 부여되었고, 부여된 사례번호에 따
라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분석에 사용

되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 CQR을 
사용하 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 면담으
로 참여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객 성 확보를 해 연

구 과 감수 을 두어 자료분석  해석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을 반 하며,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시하
는  기반(team-based) 분석 기법이다[12]. 연구 은 본 

연구자 2인으로, 감수자는 CQR 분석 경험이 풍부한 상
담심리 공 교수 1인으로 구성하 다. 자료 분석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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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역 부호
화(coding of domains) 단계로 연구 에서 먼  면담 질

문지를 바탕으로 역의 기목록(start list)을 생성한 
후, 논의를 거쳐 4개의 최종 역을 산출하 다. 2단계
는 핵심개념 구성(developing core ideas) 단계로 연구자 
2명이 독립 으로 사례별 각 역의 요약 반응을 작성한 

후,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핵심개념을 구성하 다. 3단계
는 감수(auditing) 단계로 감수자 1명이 연구  내에서 

합의된 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하게 반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 에 피드백을 제공하 다. 3단
계는 교차분석(cross-analysis) 단계로 연구 에서 사례

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여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고 각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기하

다. Hill 등[11]의 권유에 따라 도출된 범주가 모든 사례 
혹은 1개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나타날 경우(9~10사례)
는 “일반 (general)", 반 이상의 사례에 나타나는 경

우(5~8사례)는 ” 형 (typical)", 반 미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1~4사례)는 “변동 (variant)" 범주로 명
명하 다. 마지막 단계는 안정성 체크(stability check) 
단계로 연구 에서 총 10개의 면담 사례  무작 로 2
개를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여 이 2개의 사례에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거나 빈도가 두드러지게 변화하는지를 

검하 다. 안정성 체크 결과, 분석결과가 안정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다.  

3.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기간제 교사들과의 면담 내
용 분석 결과, 총 4개의 역, 20개의 범주와 43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역별로 나타난 범주의 내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에 한 인터뷰 참여자

들의 반응에서는 7개의 범주와 12개의 하  범주가 도

출되었다. Table 1.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경제  필요 충족.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된 이유에 

해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안정 인 수입

으로 경제 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을 언 하

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에 한 보상으로 월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 하 다. 한 7명의 참여자들은 교원임용
시험에 필요한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해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 다. 실 인 

생계유지를 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고, 일부 참여자들
은 부모에게 더 이상 경제 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고 스

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기간

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 다.

우선 일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야 하니깐 < 략> 부
모님 것은 부모님 것이고 내가 최 한 벌어서 장가도 가

고 공부도 해야죠. 어느 정도 모아놓고 부족한 부분에 
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으로 부모님께 의지하

고 싶지는 않아요. (경제  독립, 참여자2)

교직 생활의 기쁨과 보람. 8명의 참여자들은 학생들
을 가르치는 수업 과정이 가장 요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 다. 한, 
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직 생활의 보람을 느끼기 해서라고 응답하

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정 인 역할 모델로 설 수 있

다는 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
여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정 인 피드백도 교

직 생활에 즐거움을 다고 말하 다.

처음 기간제를 시작을 했을 때 업무가 축제, 창체, 담
임이 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 하는 것인데 담임도 맡게  
되어서 부담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재미도 있었고 학

생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학생들도 차 한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학생들이 를 더 

찾게 되면서 기쁨을 느 죠. 지 도 그때 담임 했던 학생

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소통, 참여자 4)

장에서의 경험과 경력 쌓기. 참여자  8명은 학교
에서의 장 경험은 정규교사가 된 후 학교 장에서 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 다. 그들은 이후에 일
하게 될 곳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 없이, 기간제 교사
로서의 경험은 정규교사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

키고 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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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Response 
Frequency

Meeting 
financial 

needs 

General(9)

Stable income General(9)
Making a living cost Typical(7)

Economic independence Variant(3)
Rewards of 

being a 
teacher

Playing a teaching role General(9)
Interactions with students Typical(6)

Positive role model Variant(3)

Positive feedbacks from parents Variant(3)

Building 
experience in 

the field

Typical(8)

Practical help 
with exam 
preparation

Typical(7)

Help for interview, pedagogical 
essay, class demonstration

Variant(4)

Help for expertise in major Variant(2)

Getting exam-related information Variant(2)

Effective use 
of time

Variant(3)

Securing study hours Variant(2)
Playing a parent role Variant(1)

Feeling 
revitalized

Variant(3)

Concentration on studying Variant(2)

Confidence in passing exam Variant(1)

Being tame at 
the familiar

Variant(1)

Table 1. Reasons to choose a non-tenured teacher 
career

직 만 바 었을 뿐이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와의 

삶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교사가 되면 지 보다 업

무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나 힘들긴 하겠지만 기간제  

경력이 바탕이 될 것 같아요. 기간제가 도움이 안 되다
면  기간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장에서
의 경험과 경력 쌓기, 참여자 6)

교원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됨. 참여자들의 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 경험이 교원 임용 시험 비에 실질 인 도

움을 다고 응답하 다.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
서 교원 임용 1, 2차 시험에 필요한 공 소양, 교육학 
논술과 면   수업시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임용 시험 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 다.

시연 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시연하기 에 

비한 것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서 수업 할 때도 시연을 비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

요.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교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흐름 같은 것을 아니깐 자연

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면 , 교육학 논술, 수업  
시연에 도움, 참여자 8)

시간 활용의 효율성. 3명의 참여자들은 기간제 교사
를 선택한 이유  하나로 시간 활용이 효율 이라는 

을 들었다. 2명의 참여자들은 다른 직장에 비해 시간
인 여유가 있어 임용 시험을 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보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기혼인 참여자 1명은 다른 직
장에 비해 퇴근시간이 빨라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보

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기간제 교사직이 매력 이

라고 응답하 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회사들에 비해 근무시간

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맡은 수업이랑 업무만 하면 되고  
공식 인 야근도 없고... 그러니까 임고 비할 수 있는  
공부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공부시간의 확보, 
참여자 8)

활력이 생김.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  3명은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보다 공부에 집 이 

잘 되고,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
감이 생기게 된다고 고백하 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었다면 심리 , 경제  부담 때문에 공부

가 잘 안 되고 떨어지면 실패에 한 불안감으로 힘들었

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 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도 편해지고 부담감도 없

어지니깐 에는 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안 풀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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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지 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작년보다 
더 기쁘고 잘 될 때가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한테 맞
게 스트 스 안 받고 하려고 해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
도  자신 있어요. 일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자신이 있어
요. (공부에 한 집 력이 좋아짐, 참여자 6)

익숙함에 무던해짐. 앞서 기술한 범주들은 주로 참여
자들이 기간제 교사직을 극 으로 선택한 이유에 한 

것이라면, 이 범주는 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이 다른 범주들과는 차별 이라 할 수 있

다. 1명의 참여자는 자신이 사범 학에서 배운 것이 익

숙하고 다른 새로운 일에 도 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 다. 

했던 일이 쉬운 법이고요. 도 은 무서워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은 힘든 일이잖아요. (익숙함에 무던함, 참여
자 5)

3.2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참여자들의 응답내용에서는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2.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Category Subcategory Response 
Frequency

Discrimination General(10)
Blatant 

discrimination
Typical(7)

Inferiority Variant(4)

Ambiguous identity Variant(3)

Burden on study due 
to work

Typical(7)

Lack of study hours Typical(7)

Physical exhaustion Variant(3)

Job insecurity Typical(7)
Anxiety about being 

moved
Variant(4)

Anxiety about 
contract renewal

Variant(4)

Guilty feeling 
towards people

Typical(5)

Guilty feeling 
towards parents

Variant(4)

Guilty feeling 
towards students

Variant(3)

Table 2. Difficulties in School

정규교사와의 차별. 참여자들 부분은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자의 치를 보며 상당한 축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생활에서 리자와 동료 정
규교사들로부터 노골 인 차별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

다. 부당한 우에 해서 항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은 힘의 차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별 인 우의 결과로 참여자들은 교사라는 정체

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

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
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처럼 생
각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는 안 좋은 것은 기간제가 다... < 략> 우리 학교만 해
도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들만 1년에 5, 6번은 부르
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은 ‘ 기 때문에’ 이런 식
으로 말하는데 그럼 은 정교사 선생님은 왜 안 불러요. 
40 넘은 기간제 선생님은 불러. 불러서 하는 말은 ‘ 은 
희들이 해야 하니깐. 은 희들이 변화해야 하고  

은 희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옷 같은 것도 은 선생님들 무 짧게 입고 다닌다고 

교장실 불러가서 혼나는데 은 정규교사 선생님은 우리

들보다 더 짧게 그리고 민소매도 입고 다니는데 뭐라고 

안 해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화하잖아요. (노골  차별 

우, 참여자 10)

일로 인한 공부에 한 부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분의 참여자들은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는 과정에

서 기간제 교사 생활이 도움을 주는 부분에 해 인식하

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
게 되는 공부에 한 부담감도 있음을 인정하 다. 다
수의 참여자들은 퇴근 후에 본격 으로 공부를 할 수 있

어 공부 시간이 충분치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
기 때문에 체력 으로 힘들다고 호소하 다. 그 결과 본
인이 계획한 만큼의 공부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등 심 인 부담도 크다고 응답하 다. 

작년에는 9시 이 에 학교에서 나온 이 없어요. 그
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하고는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많이 못하죠. < 
략 >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 임용 시험에 떨어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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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공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후배
가 일하면서 교원임용 시험을 비 한다면  그냥 공부

만 하라고 할 거에요. (공부 시간 부족, 참여자 5)

불안정한 신분.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일자리에 한 
불안감을 기간제 교사 생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매년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과 재계약 여부에 신경을 곤

두세울 수 밖에 없는 계약직 신분에서 오는 불안정성이 

그 이유 다.  

우리는 약자니깐... 재계약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정규
교사를 하려고 용을 쓰는 걸 거에요. (재계약에 한 불
안, 참여자 1)

주변인에 한 미안함. 가족과 학생들에 한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도 형 이었다. 참여자들은 
결혼을 했거나 결혼 령기에 있어 가정을 책임 져야 하

는 입장에서 아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에 

해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 든다고 토로하 다. 한 일부 참여자들은 교사를 하
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다음 해에도 함께 하기
를 바라는 학생들의 기 에 상처를 까 염려스럽고 미

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는 지 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
략> 내년을 보장 해  수 없다는 것. 지 도 1학년 담임
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내년에는 
어디 계세요? 내년에도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미안해
요. (학생들에게 미안함, 참여자4)

3.3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 임용 시험을 

비하는 이유에 해 5개의 범주로 반응하 고, 이러한 
범주는 다시 9개의 하  범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좋은 선생님’의 꿈 실 .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
사 10명 모두 어린시 부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져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간 한 마음은 임용 시험 비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작

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배운 교과목에 한 지식
과 기술을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쏟아 붓고 싶은 욕구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악되었다. 

좌우명이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에요. 그래서 
늘 학생들을 배려를 해왔고 학생들이 성장을 했을 때 학

창시 을 떠올렸을 때 참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 ’ 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 도 학생

들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경력이 많은 것
도 연륜이 쌓인 것도 아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학생들

이 학창시 을 되돌아 볼 때 ‘그 선생님 만나고 싶다. 그 
선생님 찾아뵙고 싶다.’ 느낄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
에요. (학생들과의 소통에 한 열정, 참여자 4)

Category Subcategory Response 
Frequency

Realizing a dream of 
becoming ‘a good 

teacher’

General(10)

Passion for interactions 
with students

General(9)

Passion for good 
teaching

Typical(8)

Desire to get a stable 
and secure job

General(9)

Settling for a stable job Typical(8)

Discrimination -free 
workplace

Variant(4)

Having legitimacy as 
teacher

Variant(4)

Influence of significant 
others

Variant(3)

Influence of family and 
friends

Variant(2)

Suggestion from peers Variant(1)

Seeking for a job 
matching aptitude and 

values

Variant(2)

Matching values Variant(2)
Matching aptitude Variant(2)

Seeking for a job 
related to college 

majors

Variant(2)

Table 3. Reasons to prepare for teachers’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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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이고 당당한 정규 교사직에 한 소망. 10명의 
참여자  9명은 안정감과 당당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 교사직에 한 소망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을 비

하고 있다고 고백하 다. 매년 재임용 평가에 불안해하
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기

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의 표

이 형 인 수 에서 나타났다. 그들에게 정규 교사
직은 경제 인 안정은 물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심리 인 안정감도 주는 꿈의 직업이었다. 한 정규 교
사들과의 차별 인 우에서 벗어나 교사로서 합당한 

우를 받고 싶은 마음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남들에게 교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교실에서도 다른 사람

의 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교육 을 실 하고 싶다는 

바람도 일부 참여자들이 표 하 다. 

생각해 보니깐 내가 싫어하는 여기 기 옮겨 다니는 

것을 내가 지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난 한 곳에 정
착하고 싶어요. 마음 편하게. 내가 정규교사가 되면 내가  
원하면 6년까지 있을 수 있고 나를 재평가 하는 일은 없
잖아요. 그런데 지 은 나를 재평가하고 긴장해야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싫어요. (안정 인 직장에의 정착, 
참여자 10)

주변인들의 향. 일부 참여자들은 주변인들의 향
으로 인해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2명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에게 꼭 교
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 하고 임용 시험을 

비하는 자신을 극 으로 지지해 주고 있어 임용 시

험을 꼭 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 다. 어떤 참여
자들에게는 직장 내 동료인 정규 교사들이나 같은 기간

제 교사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유가 시험 

비를 계속 하는 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따라서 더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남편도 교
사고 시 이도 교사고, 시 이는 교원 임용 시험 3년 정
도 비하다가 거든요. < 략>  그래서 환경 인 이

유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꼭 합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향, 참여자 1)

성과 가치에 맞는 직업. 2명의 참여자들은 교사라
는 직업이 자신의 성과 직업  가치에 부합한다는 

을 강조하면서 기간제 교사보다는 안정 인 정규 교사가 

되기 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 다. 그들은 자신
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보수나 근무여건 등이 자신의 
가치와 잘 맞기 때문에 시험 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응

답하 다.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해도 상 은 없겠지만 제 

성에 맞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교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직업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성에 합, 참여자 2)

공 살리기. 2명의 참여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는 교사가 되는 것도 요하고 안정 인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도 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학에서 공부
한 공을 살리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교원 임용 시험

을 비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응답 내용은 자
신의 성이나 직업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과는 질 으로 상이한 것으로 간주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되었다.

3.4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시험 비를 하는 과정에

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는 3가지 범주와 8개
의 하 범주로 분석되었다. Table 4.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Category Subcategory Response 
Frequency

Study-related stress in 
preparing for exam

General(10)

Lack of study hours Typical(8)

A heavy study load Typical(6)

Multiple life roles Variant (4)

Physical exhaustion Variant(3)

Lack of effort Variant(2)

A vague exam guide Variant(2)

Anxiety due to previous 
failure Typical(6)

Low self-efficacy Typical(6)
Test anxiety Typical(2)

Fading passion Typical(1)

Table 4. Exam-relat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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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를 한 공부 스트 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 모두 임용 시험 비 과정에서 공부와 

련된 극심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호소한 스트 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었다. 6명의 
참여자들은 임용 시험을 치르기 해 소화해야 하는 공

부양이 무 방 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하

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에 더해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차 나이

가 들어가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

도 있었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을 고백한 참여
자도 소수 있었다. 앞서 언 한 스트 스 외에도 난해한 

임용 시험의 유형 때문에 시험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진

다는 참여자도 2명 있었다. 

공부는 무 어려워요. 장기간 비를 했다고 해서 실
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뛰는 놈 에 나는 놈 
있다고 어 잘 하는 애들이 무 많아요. < 략> 지
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한다는 실에 무 좌

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는 것... (끝없는 공부양, 참여자 1)

이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인터뷰 참여자들의 
부분은 이 에 임용 시험을 여러 차례 본 경험이 있었

다. 결과 으로 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지난 시험에서 

떨어진 기억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시 실패하는 

데 한 두려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신감과 
시험 불안은 이  시험에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에게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

났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몇 
년 동안 공부만 해서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 략> 교사를 생각하고 학원을 가서 교원자
격증을 취득하고 교원 임용 시험을 비하면서 제가 생

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험에 한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낮은 자신감, 참
여자 2)

희미해지는 열정. 참여자 1명은 유일하게 잦은 실패

로 인해 자신이  교직에 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제 교사 
생활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한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

에의 꿈도 서서히 식어간다는 고백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교원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

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이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목 을 

두어 수행되었다. CQR 방식을 용하여 서로 다른 환경
의 학교에 근무하며 다양한 교과를 담당하는 10명의 
등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일 일 면담을 실시하

고,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련된 주제들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  동기의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경제  필요

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꿈인 교사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기간제 교사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악되었다. 흥미로운 발견은 이들은 정규교사가 
되기 한 임용시험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정규교사가 

된 이후의 교직 생활 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단하여 

기간제 교사 생활을 선택하 다는 이다. 본 연구에 참
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 형의 요소인 교육학 

논술이나 면담, 수업 시연 등을 비하거나 임용시험 
련 정보를 얻는 데 재의 직업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한, 다른 직업에 비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일시 이지만 교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

에 한 열정과 집 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 다. 
등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한 서동설[4]의 연구에서
도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탐색한 바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임용고사 불합격으로 인해 좌 하고, 
기 하던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지 못해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상으로 한 유경훈 등
[18]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정규교사 임용의 꿈을 이
루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라도 교단에 서고 싶은 마음에

서 기간제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비하고 있는 5명을 
상으로 질  연구를 수행한 김동 과 박 우[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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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이들이 시험 비를 한 경제 인 비용을 충당

하기 해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선택하게 된 

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선
행연구의 참여자들에 비해 보다 극 이고 정 인 의

지로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
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임용 시험

을 비하고 있었다는 과 기간제 교사 경력이 상

으로 짧았다는 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는 향

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교사생활의 어려움에 해서는 부당한 

차별 우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2, 4, 9]에서 반복 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이할
만한 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 리자에게서 받

는 차별에 해 집 으로 언 한 데 반해, 몇몇 선행연
구[1, 4, 9]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정규교사들로
부터 받는 차별 문제도 함께 언 되었다는 이다. 이와 
반 로 유경훈 등[18]은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받고 정규
교사들과 구분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처럼 배려 받

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내의 
어떤 요인들이 기간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차별 우에 

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목할 은 부당한 차별 우가 기간제 교사들의 자격지

심과 정체성 혼란을 발 혹은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주변인처럼 느끼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

는 기간제 교사들의 애환을 담아낸 선행연구[16, 20]의 
결과와 일치한다. 
신분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불안감도 형 인 수 에

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4, 5, 8, 1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
의 직무 스트 스와 이직 의도가 높아지고 고용 불안정

이 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헌신도를 하

시킨다는 인 등[13]의 보고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 
안정화를 한 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한 임용 시험 비에 도움이 되는 측면

이 있긴 하지만, 일로 인해 시간과 에 지가 많이 빼앗기

는 데서 오는 부담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
제 교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에 해 가족이나 가

까운 주변인들에 해 느끼는 미안한 마음도 이들에게는 

큰 심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

과는 서동설[4]이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을 하지 못해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

다는 진술이 변동 인 수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
제 교사들의 직무 스트 스나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에

서 보고된 바 없는 고유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기술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
는 꿈을 실 하기 해 교원임용 시험 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진술하 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기간제 교사 생
활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신분의 정규 교사가 되

어 심리 인 당당함을 얻고 싶은 욕구가 참여자들의 임

용 시험 비에 강한 내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이다. 이는 기간제 교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오히
려 시험합격에 한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주변인들이 시험을 보도록 권하고 응원하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길이 결국 교사라는 을 인식하면서 이

들의 시험 합격 노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용시
험 합격에 한 기 나 의지는 선행연구[1, 4, 9]에 참여
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드러난 바 있지

만, 본 연구는 임용시험에 한 의지와 노력이 어떤 내  

동기에서 발생하 는지를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하 다

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시험 비 과

정에서 부족한 공부시간, 끝없는 공부양, 시험 비와 동

시에 삶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 체력의 고
갈,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난해한 시험 유형 
등으로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도 형 인 수 의 빈도

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스트 스의 종류는 임용시험을 

비하는 체육 교육학과 졸업생들을 상으로 시험 비 

과정을 조사한 김동 과 박 우[3]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임용시험 합격과 정규 교사 임용 후의 
교직 생활 응에 도움이 된다는 단에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실 으로 교직 생활과 시험 

비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공부시간의 확보 문제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 기간제 교사로서의 역할, 시험을 
비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서 오는 어려움과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김동 과 박용우[3]의 연구참여자  5명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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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없이 시험 비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2명은 기간제 
교사에 비해 상 으로 시간 소요가 많지 않은 스포츠 

강사나 방과후 수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  역할로 인한 공부

시간의 부족 문제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유한 스트 스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임용 시험을 비하고 있는 등학교 기간제 교

사의 교직생활과 삶을 집 으로 조명했다는 에서 선

행연구와는 차별 인 의미를 가지며, 선행연구 결과로 
된 기간제 교사의 삶에 한 이해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에 한 선행연구들은 
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집 되어 있었고,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교과목 담당 교사로 연구 상이 제한 이었다. 
임용 시험 비 여부로 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에

서 연구결과의 이가능성이 약했다는 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 을 고려하여 참여자

들을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이가능성을 높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

에 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 으로 CQR을 사용하여 
도출된 주제의 빈도를 산출함으로써 각 주제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통 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제시하

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상학  근, 문화기술  

근, 근거이론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QR과 주제 도
출 방식에서는 유사하지만, 도출된 모든 주제들이 동등
한 비 으로 간주되어 분석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인식이 보다 보편 인지를 단할 수 있는 기

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
인 약 을 보완하기 해 CQR을 활용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의 요도를 가늠하 다는 데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불가피

한 선택이라는 부정 이며 소극 인 동기가 아니라 교원

임용 시험과 정규 교사 임용 후의 교직 응에 도움이 

된다는 단 하에 내린 정 이며 극 인 동기라는 

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라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
에서는 임용시험 실패로 인한 좌 감과 교사가 되고 싶

은 꿈을 포기하지 못해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임용시험의 과

정인 수업시연이나 면담에 도움이 되며 장경험을 통해 

임용시험 후의 정규교사 생활 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라는 이유가 지배 이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간제 교
사의 교직 생활 응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
들에서 제시한 스트 스나 어려움에 한 처방식에 따

른 유형 분류 외에도 추가 인 분류 기 이 필요함을 시

사해 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면담 상을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하

고 상이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로 하는 등 

연구 참여자의 특성 면에서 선행연구의 제한 을 극복하

고자 하 으나, 소수의 참여자 수로 인해 참여자 특성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다. 기간제 교사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해서는 향후에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결합하여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양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임용 시험을 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로 그 상을 한정하 지만,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여 히 탐색 인 수 의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
하게 된 내  동기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하

는 부분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일치가 임용 시험 비 여부에서 비롯된 것인

지, 그 다면 임용 시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 인 

차이가 무엇인지가 향후 연구에서 밝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간제 교사의 교직생활과 삶을 조명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식 기반을 확장했다는 데 의

미가 있긴 하지만, 제도 , 정책  측면에 한 시사 을 

도출하지는 못하 다. 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삶과 문화에 한 실증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단되므로 향후에는 정책 , 제도  

보완 방안에 한 기간제 교사들의 구체 인 인식과 아

이디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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