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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식창조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조화,공감 등의 감성  능력을 갖춘 

창의 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Hargreaves,2011;Pink,2012).이에 교사

에게도 창의성,상상력,통찰력,심미안 등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재의 교사양성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이론 심 인 수업과 

형식 인 운  등으로 인해,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지 

못하고 있다(김병찬,2002;서윤경,2009;임연기,2009).따라서 교사양성교

육에서 비교사들이 기존의 과학 ,합리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하기 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

다.이와 련하여,Eisner(2007)나 Gardner(1993,1998)등의 학자들은 술

 사고가 과학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술을 활용

한 교육을 강조하 다. 술 에서도 화는 상의 이해를 심화하고 

실을 창조 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며,집단으로 이루

어지는 제작 과정을 통해 사회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이인희,2000;이찬복,2005;정 근,2003;정재형 외,

2004).이에 연구자는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화

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스마트폰을 활용한 화 제작 교육방

법에 착안하게 되었다(진동섭,한은정,2013).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2012년 1학기,S 학교 

사범 학의「교직과 교사」강의에 용하고,학생들이 화 제작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사고 과정을 심으로 학습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

다.분석 자료는 학생들의 개인 과 별 포트폴리오이며,보조 으로 

수업 찰 일지,면담 자료도 활용하 다.연구 방법으로는 양 내용분석과 

질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선행 지식  은 무엇인가?

둘째,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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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교직과 교사에 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 

 은 심 주제 측면에서 교직사회화,교사의 인간 계,교사양성제

도,교사 문성 등으로 주로 기 교직 입직 단계와 련된 주제에 집 되

었다. 한 교직과 교사에 한 선행 인식  은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한 이해,교사의 “모범”  삶에 한 당  인식,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반성으로 나타났다.

둘째,학습 과정은 집단별로 선택한 주제에 따라 학습 과정과 략의 차

이가 나타났으며, 체 으로는 주제 선정,주제 구체화,스토리라인 구성,

공동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촬 ,편집,상 으로 이루어졌다.학습 

과정의 특징으로는 주제별 특성에 따른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논리  

사고를 통한 주제 구체화,집단 지성과 합의‧ 력을 통한 지식의 구성, 술

 요소를 활용한 지식의 표 ,반성  사고를 통한 성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교직에 한 의 변화와 확장,주

제에 한 몰입,새로운 교육방법에 한 수용과 비  등으로 나타났다.그 

외 학습 경험으로는 돌발상황에 한 문제 해결, 화에 한 기본 지식의 

습득,역할에 한 이해와 내면화,테크놀로지의 활용,심리  측면에서의 

변화인 다양한 감정의 경험,재미와 즐거움,좋은 화를 만들고 싶은 의

욕,책임감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하여,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효과

와 용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에

는 교직 입직 단계나 신입 교사의 사회화 등 자기 주변  경험에 심사가 

집 되었다가, 화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조직과 교직 체 차원으

로의 의 확 가 나타났다. 한 기에 나타났던 교직과 교사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보다 수용 인 으로 변화하

다.둘째,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질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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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소집단 학습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문제해결능력 등의 사회

 능력을 경험하 고,이에 미래 교사 역량의 요한 부분인 일반 역량이 

함양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 화의 술  속성을 통한 주제에의 

몰입과 다양한 감정의 학습 등 학습 태도  정서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

타났다.셋째,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의 타 교과목에서의 용 가능성을 

논의한 결과,논리  이해와 사고의 틀을 마련하는 과목에서 활용이 가능

하나,학생들이 자발 으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에서 실 속에서 

문제의식을 착안할 수 있는 교과가 하다고 보았다.이 교육방법의 한

계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에 한 기 가 상충되었다는 ,학습 과

정에서 촬 과 편집 활동이 높은 비 으로 나타나 교과에 한 이해나 고

민의 시간이 부족하 다는 을 논의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방향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교사양성교육의 질  개선을 해 내

용 심 근이 아닌,내용과 결합한 방법 심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교사양성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과 같은,

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 술은 고차원 인 사고능력

과 감성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기제가 된

다.끝으로,후속 연구와 련해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보다 

정 한 공학  근 방식과 보완 과정을 통해,교사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더불어 교사양성교육에 있어서 화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술 장르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개발,

용되어야 한다.교사가 자신이 학생 시 에 교육받았던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는 을 고려한다면,교사양성기 에서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

과 실천은 교사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교사양성교육,학습경험,학습 과정,교육방법,스마트폰, 화 제작

학  번 :2008-30400





- v -

  차

Ⅰ. ································································································· 1

 1. 연  필    ·················································································· 1

 2. 연  ············································································································ 6

 3. 연  ········································································································ 8

 4. 연  한계 ····································································································· 10

Ⅱ.  경 ················································································ 13

 1. 사양  ································································································· 13

  가. 사  러다  변  사 역량 ················································ 13

  . 사양  내 과 근 식  한계 ················································ 30

  다. 사양   변 ········································································ 37

 2. 술과   ········································································· 41

  가. 술   ···················································································· 41

  .   과 ······································································ 45

Ⅲ. 연  ···················································································· 51

 1. 스마트폰    과 ········································· 51

  가. ················································································································ 51

  .   차 ································································································ 52

  다. 과   평가 ································································································ 58

  라. 사   ························································································ 60



- vi -

 2.  상  료 ························································································· 62

  가.  상 ······································································································ 62

  .  료 ······································································································ 63

 3.  ········································································································· 64

  가. 양 내    ·························································································· 65

  . 질  ······································································································ 68

Ⅳ. 연  결과 ···················································································· 70

 1. 학생들  직과 사에 한 행 지식  ································· 70

  가. 심 주 ······································································································ 70

  . 직과 사에 한 ·········································································· 81

 

 2.   통한 학생들  직과 사에 한 학습 과 ··············· 85

  가.   과 상에 타  집단별 학습 과 ···································· 85

  .  시사  통한 학습 결과  공   피드 ··························· 129

  다.   통한 학습 과  ··················································· 135

  라. 학습 과  특징 ····················································································· 140

 3.   통한 학생들  학습 과 에  타 는 변 ··············· 150

  가. 직에 한  변  ························································· 150

  . 주 에 한 몰  ··················································································· 152

  다. 새 운 에 한 수 과 ················································· 153

  라. 타 학습 경험  특징 ··········································································· 158



- vii -

Ⅴ.  ·························································································· 166

 1.   통한 학생들  직과 사에 한 지식   변 ·· 166

  가.  주변  경험에  직과 학  직에 한 ··········· 166

  . 직과 사에 한  식에  수   ··············· 168

 2.   통한 학생들  질  태도  변 ······························· 170

  가. 집단 학습 과  통한 사  능    역량  함양 ······· 170

  .  술   통한 학습 태도    변 ··· 171

 3.    가능 과 한계 ············································· 174

  가. 사양  타 과 에   가능 ································· 174

  .    한계 ··································································· 175

  

Ⅵ. 약  결 ············································································ 179

 1. 약 ················································································································· 179

 2. 결   언 ································································································· 183

참고 헌 ··························································································· 187

Abstract ··························································································· 201

··································································································· 205



- viii -

 차

<  Ⅱ-1> 객 주  과 주   ····························· 15

<  Ⅱ-2> 사 역량    ································································· 21

<  Ⅱ-3> 역량   ····················································································· 24

<  Ⅱ-4> 미래사 가 하는 사  역량 ············································· 28

<  Ⅱ-5> 사양  과  편  ··························································· 31

<  Ⅱ-6> 과  역  수  ··························································· 32

<  Ⅱ-7> 직 과  과   본 수  ······································· 33

<  Ⅱ-8> 술통합( 합)  다양한 들 ·········································· 44

<  Ⅲ-1> 스마트폰      차 ························· 53

<  Ⅲ-2> 연  상  특징 ··········································································· 62

<  Ⅲ-3> 담 시  담 상  특  ··············································· 64

<  Ⅲ-4> 탈락/ 시  사  ······························································· 67

<  Ⅲ-5> 통 시  어 ··············································································· 67

<  Ⅳ-1>  학습 경험에 한 단어  도(신 사 보씨  ) 86

<  Ⅳ-2> 학습 경험 별  본 단어  도(신 사 보씨  ) ········· 88

<  Ⅳ-3> 체  과 (신 사 보 씨  ) ··········································· 89

<  Ⅳ-4> 개  심사   심 주 (신 사 보 씨  ) ··················· 91

<  Ⅳ-5>  학습 경험에 한 단어  도( 경  보라) ··············· 98

<  Ⅳ-6> 학습 경험 별  본 단어  도( 경  보라) ························· 99

<  Ⅳ-7> 체  과 ( 경  보라) ·························································· 100

<  Ⅳ-8> 개  심사   심 주 ( 경  보라)  ································ 101

<  Ⅳ-9>  학습 경험에 한 단어  도(프 트 T) ············· 108

<  Ⅳ-10> 학습 경험 별  본 단어  도(프 트 T) ····················· 109



- ix -

<  Ⅳ-11> 체  과 (프 트 T) ························································· 110

<  Ⅳ-12> 개  심사   심 주 (프 트 T) ································· 111

<  Ⅳ-13>  학습 경험에 한 단어  도(The Dream Not Taken) 118

<  Ⅳ-14> 학습 경험 별  본 단어  도(The Dream Not Taken) ········ 119

<  Ⅳ-15> 체  과 (The Dream Not Taken) ······································· 120

<  Ⅳ-16> 개  심사   심 주 (The Dream Not Taken)  ············· 121

<  Ⅳ-17> <The Dream Not Taken>  사고 과 과  지식 ···· 142



- x -

그림 차

[그림 Ⅱ-1]  해 ············································································ 46

[그림 Ⅳ-1] 체 학습 과 (신 사 보 씨  )  ······································ 95

[그림 Ⅳ-2] 체 학습 과 ( 경  보라)  ····················································· 105

[그림 Ⅳ-3] 체 학습 과 (프 트 T)  ······················································· 114

[그림 Ⅳ-4] 체 학습 과 (The Dream Not Taken)  ····································· 126

[그림 Ⅳ-5]   통한 학습 과  ······································ 139

[그림 Ⅳ-6] 스 리보드(신 사 보씨  ) ················································ 148



- 1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선 지식창조사회의 도래는 지식근로자가 아닌 새로

운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다(Nonaka,2010).미래학자 Pink(2012)는 새로운 

시 를 ‘개념과 감성의 시 ’로 보고 미래 인재의 조건을 6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그는 미래 인재는 술 ,감성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인 하

이컨셉 재능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인 하이터치 재능이 필요하며,디자

인(design),스토리(story),조화(symphony),공감(empathy),유희(play),의

미(meaning)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argreaves(2011)도 지식경제를 한 교육은 창의력,융통성,문제해결력,

정교성,집단지성, 문  신뢰, 험 감수,지속 인 발 을 함양하고 기르

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즉 미래 사회는 우리에게 조화,공감 등의 감성  

능력을 갖춘 창의 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이러한 미래 인재상의 조건을 고려하여,정부 수 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범교과 인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강조

하고 있다. 국은 2000년부터 국가교육과정의 근거를 창의성과 문화 교육

에 둘 것을 권고하면서,정부,학교, 련 단체와 기업들에게 다양한 수

의 행동 방향을 제안하 다(NACCCE,1999).이에 따라 국 교육과정평가

원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 증진 방법에 한 체계  연구와 장

교육을 한 실용  자료 개발을 해 교사교육자들과 연구 기 들, 장

교사들이 함께 력해 오고 있다(QCA,2005).OECD(2003)도 DeSeCo(Defining

andSelectingKeyCompetence) 로젝트를 통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keycompetence)을 규명한 바 있다.이 논의에서는 역량을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그 하  

능력으로 사회 으로 이질 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자율 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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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여러 도구를 상호작용 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를 제시하

다.미래 인재의 역량에 한 논의들은 이제까지의 지식 심의 교육으

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범

교과 인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에게도 공 교과 지식 심의 문성에서 벗어나(소

경희,2003;Hargreaves& Fullan,2000),창의성,상상력,통찰력,심미안 

등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하는 역량을 요구하

고 있다(진동섭,한은정,2013).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교사가 주

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실행가(practitioner)가 아닌,학교교육의 실제를 

극 으로 구성하고 개발하는 설계자(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소경희,2003;진동섭,2012). 한 Hargreaves(2011)에 따르

면,교사들은 ‘지식사회 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이를 해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동료와 으로 

일하고 학습하며,집단 지성에 기 해 사고하는 능력 등의 새로운 문성

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이론 심 인 

수업과 형식 인 운  등으로 인해,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함

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교사양성교육 기 에서는 지식 문성을 

주로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서윤경,2009;임연기,2009),교직 과목 수

업들도 이론 강의 심으로 이루어져 비교사들의 자세나 태도,신념 등

의 변화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찬,2002).교사

양성교육에 한 이러한 근 방식으로는 지식창조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과 문성을 함양할 수 없다.따라서 교사양성교육기 에서는 비교

사들이 기존의 과학 ,합리  사고의 틀을 극복하고,창의성,상상력,감성 

등을 갖춘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연구자들은 기존의 과학 이고 합리 인 사고가 갖는 제

한 인 측면을 술  사고를 통해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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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ner(2007)나 Gardner(1993,1998)와 같은 교육학자와 인지심리학자들은 

술을 인간이 지식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요한 사고방식 의 하나라 주

장한다.실제로 의 술교육은 학생들이 느끼고 지각하고 사유하는 능

력을 키우는 데 을 두고 있다(곽덕주,2014;Read,2007). 한 최근의 

술은 감정의 고무나 정화 등의 가치뿐만 아니라(Read,2007),지식과 진

리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조 태,2009).이

에 많은 연구자들은 술을 활용한 교육이 논리 이면서도 창조 인 사고

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왕동,2011;태진미,2011;

Tishman&Palmer,2006;Root-Bernstein&Root-Berstein,1999).

그런데 이러한 술  사고의 요성은 비단 교사양성교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이미 학교 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술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술  사고 능력과 이와 련된 태도

의 함양에 을 두고 있다.세계 으로는 모든 교과교육이 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도르  학교(WaldorfKindergarten)나, 술을 통해 사

회 교육을 근하는 뱅크스트리트 학교(BankStreetSchoolofChileren)

등을 들 수 있다(임부연,2005). 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술교육을 “창

의․인성 함양에 있어 핵심요소이자 요한 수단”으로 보고, 술교육 활성

화를 한 사업으로 술 분야 문강사 견,학생오 스트라와 술

학교 운  등을 추진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11.29.).2013년에도 

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수성  정서 함양에 인성교육 련 특별교부  

78,027백만 원  약 34%인 26,700백만 원을 투자하여,학생오 스트라(400

교),학생뮤지컬(130교),학생 술동아리(500교)1)등을 조직,운 하 다(한

국교육개발원,2013.9.12.).특히 학생오 스트라 사업은 한국형 엘시스테마

를 표방하고 있는데,폐교 기에 처했던 충남가산 등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항상 음악이 흐르는 학교로 지역에 알려지면서,폐교 기를 극복하

고 외부 학생들이 학 오는 학교로 변화하게 되었다(교육부,2013.8).

1) 도 ,조각,사진, 상,성악(아카펠라 등),기악(밴드,K-Pop등),UCC공모  등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술 분야를 심으로 운 되고 있다(교육부,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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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 교과와 술을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

는데, 표 인 것이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math)교

육이다.STEAM 교육은 2009년 국가 수 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공식

으로 언 된 바 있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학생의 창의성을 계발

하고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기 하여 기술,공학, 술,수학 등 다른 교과

와 련지어 통합된 내용을 한 수 으로 도입하여 지도한다”(교육과학

기술부,2011:68)라고 기술되어 있다.이에 STEAM 교육은 학교 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이러한 활동은 ‘국제 과학과 수학의 학

업 성취도 향상’,‘과학 교사의 문성 신장’,‘여학생과 소수 민족의 이공

계 진출 장려’라는 3가지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박 주 외,2012).즉 

술을 통한 교육 활동의 목표가 감수성  정서 함양에 국한되지 않고,국

제 인 학업 성취도 향상이나 교사 문성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이러한 장의 변화는 실제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연수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문화 술 교육에 한 학교 리자나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한 직무 연수뿐만 아니라2),모든 교사를 상으로 하는 

‘인문․ 술․체육 융합 창의․인성 아카데미’, 상제작  편집 연수, 화 제

작 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3).이들 연수는 부분 창의 인성 교육을 통

한 학생들의 감수성  정서 함양을 해서는 교사들이 이에 한 문 지

식이나 기술,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제로 개설,운 되고 있다.그 에

서도 화 제작 연수는 화 만들기가 “인문교육, 동학습을 기반으로 하

는”작업이므로 학생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문가

인 장 감독을 강사로 빙하여 진행하고 있다(서울시 부교육지원청,

2013).

2)『2013 등교장 문화· 술교육 활성화 직무연수(제2기)』(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등교원연수부,

2013.11),『‘2013학교 술강사 지원사업’운 학교 담당교원 연수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2013)

3) 『인문․ 술․체육 융합 창의․인성 아카데미』 기본계획(2013.08.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등교원연

수부),2014년 상자료제작직무연수 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4.4.),2013 부 필름 스

콜라 - 화제작 기본과정 직무연수(서울특별시 부교육지원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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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의 술 교육에 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4)에도 불구하고, 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융합  술 교육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사범 학의 경우 종합 학 

내의 일반 교양과목을 통해 선택 으로 술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술을 교과로 학습하는 것이 요

한 것이 아니라,기존의 과학  사고를 보완할 수 있는 술을 통한 사고

의 발달에 을 둔 학습이 필요하다. 장에서 비 술교과의 교사들까지 

상으로 하여 술에 한 연수를 운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술 공

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이들 연수는 교사들에게 술을 통한 학습 과

정을 경험하고 이를 학생 교육에서 활용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지는,교사 

문성 개발을 한 노력이다.이는 지식창조사회에서의 교사가 교과에 

한 문 지식뿐만 아니라,창의성,상상력,통찰력,심미안 등의 술  사

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진동섭․한은정,2013)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진동섭,한은정(2013)은 기존의 교사양성교육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의 ‘질’을 개선하기 하여,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인 감성,창

의성,상상력 등의 술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

고자 하 다.그 과정에서 종합 술 장르인 화를 활용하여 유기 인 학

습 과정으로 구안할 수 있다고 단하 고,학생들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

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 제작 교육방법에 착안하게 되었다. 화는 

등학교의 선택교과  재량활동으로 운 되는 등(서인숙,2004)다른 

술 장르에 비해 교육 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인희,2000;이찬복,2005;정재형 외,2004;정 근,2003).선행 연구에 

따르면, 화는 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정 근,2003), 실을 다른 시각

에서 보고 창조 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길러  수 있으며(서인숙,2004;

4)  Davis(2013)는 교육 내 술(artineducation)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교육 내 술의 형태는 술기반교육, 술통합교육, 술주입교육, 술포함교육,

술확장교육, 술 문교육,교과외 술교육,미 교육,아츠쿨투라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그 에서 최근 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술 교육의 형태는 술통합교육이나 교과외

술교육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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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2010;정재형 외,2004;황보성진,박지윤),집단 으로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의사결정 능력 등의 사회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이찬복,2005). 한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의 발달로,과거에는 문가의 역이었던 화 

제작이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다른 술 장르에 비해 일반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왔다.

이러한 에서 이 연구는 교사양성기 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과정

을 활용한 수업을 구안하고,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과정을 겪

으며 학습경험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는 2012년 1학기,S

학교 사범 학의 「교직과 교사」 강의에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

을 용하고,이에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 다.학습 과정의 

분석 방법은 학생들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한다는 에 

을 두고,구성주의  에서 이루어진 학습 과정 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김병찬,2002;김정화,2003;신기 ,2002,2003).즉 학생들이 

화 제작 이 에 갖고 있었던 선행 지식  을 분석하고,이것이 어

떠한 학습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표 되는지를 분석한 후,학습 과정에

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교사양성기 에서 화 

제작 활용을 통한 교육이 가져오는 효과와 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이것

이 교사양성교육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2.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교사양성교육기 에서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을 용하

고,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하 다.그 에서도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즉 ‘학습 과정’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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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선행 지식  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지식의 재구성 과정에 을 두고 있으므로,첫 번째 연구문

제는 학생들이 화 제작 이  단계에서 갖고 있었던 선행 지식  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하 다.앞서 서술하 듯이, 화 제작 교육

방법은 교육의 이 교사 주도에서 학습자 주도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구

성주의  과 맥락을 같이 한다.그동안 구성주의 교사교육에 한 연

구자들은 교사들이 교사교육에 참여하기 이 에 형성한 사 지식을 신념

(belief)이나(Tatto,1998:67;Wideen,Mayer-Smith,Moon,1998:19),지식

(knowledge) 는 개념(concept)으로 보면서(Steele& Widman,1997),이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여 왔다(신기 ,2003).따라서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  을 구

성하기 에 갖고 있었던 심사와 선행 지식  을 분석하 다.이 

연구 문제와 련해서는 본격 인 화 제작 이  단계에서,학생들이 개

인 차원에서의 심사와 선행 지식  을 밝히고 있는 6주차의 개인 

이 주된 분석 상이 되었다.

〔연구문제 2〕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교직과 교사」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에서 교직과 교사에 한 기존의 선행 지식  

을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화 제작 과정의 속성상 학생들은 주제를 탐색하고,정보를 수집,

활용하며,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형상화

하는,일련의 지식 재구성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따라서 두 번째 연구 문

제에서는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이 소집단 심의 화 제작 활동을 통해 어떻게 수렴되고 구체화되며 발

되는지,즉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 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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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결과를 토 로 하여, 화 제작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특

징을 정리하 다.

〔연구 문제 3〕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교직과 교사」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의 연구 문제를 통해 각 집단이 수행한 학습 과정에 주목하 다

면,세 번째의 연구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 경험한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하 다.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수업에서는 교직과 교

사라는 교과 내용 인 측면에서의 지식  의 변화가 나타나지만,그 

외 학습 태도 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다만,이 연

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  지식의 재구성 과정으로서의 학습 과정에 

을 두고 있으므로,여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변화에 보다 을 

두어 분석하 다.

3.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교사교육의 질에 한 문제제기가 수십 년 부터 지 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진동섭,2004).이에 지식창조사

회의 도래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교육 장의 변화,교원교육 의 변화

를 반 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구안하 고,이를 용한 결과 나타난 학습

경험을 분석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교육에서 지식창조사회의 변화를 반 하여,새로

운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새로운 교사 역량의 

함양은 이제까지의 근 방식인 새로운 교육과정,교과목의 추가로도 가능

할 수 있다.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이는 형식 이고 제도 인 근이

며(배천웅,1997)실제로 비교사들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

를 유도하기는 어렵다.즉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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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지 않았고,이에 학생 수 에서 학습하는 과정이나 이를 통해 얻는 

학습 결과 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자는 최근 

사회에서 창의성이 시된다고 하여, 학 교육에 창의성 교과목을 단순히 

추가하 다는 사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서미옥,2009).창의성 교과목

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에 한 

방법  고민이 필요하고,그 방법이 하게 개발된다면 어떤 과목에서든 

창의성을 함양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창의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학생들이 창의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사교육의 방법으로 술의 한 형태인 ‘화’를 도입하고,이의 효

과를 검토하 다는 데에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교사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의 역량에는 창의성,상상력,통찰력,심미안 등 술  능력이 시되고 있

으며(진동섭,한은정,2013),이는 학교 장이나 기업 등에서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이미 반 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교사양성기 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이 연구를 

통해 ‘화’와 같은 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교사양성교육에서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그 의의를 검토하 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화 제작 활용 교

육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학

습 과정에 한 결과는 이 교육방법의 체 구성  차에 한 피드백을 

주고,실제 강의자가 학습 과정과 략을 인지하고 이에 히 응하고 

안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학생의 학습에 한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하

지 않았던 ‘학습 과정’을 밝히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학에서 이루

어지는 좋은 수업과 련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 성과에 을 두어 질문

지 방식으로 조사하거나(김 숙,박은 ,2007;선혜 ,우애자,2006;최정

임,2007),교수자의 행동 특성을 질 으로 찰,분석하 다(이용숙,201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는 학에서의 수업 방식

이 부분 소집단별 학습임에 주목하고 소집단 수 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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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밝히고자 하 다.이를 해 조별 포트폴리오와 개인 을 분석하

여 각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과정을 분석하 다.학습 과정 속에

는 각 집단이 선택한 일련의 학습 흐름이 있고,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학습 략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자는 이를 종

합하여,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하 을 때 나타나는 학습 과정과 략

을 분석하 다.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는 교수가 무엇을 가르쳤느

냐가 아니라,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느냐에 을 두어야 

한다.이 연구는 새로운 교사교육방법을 용하 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

만, 학생의 학습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는 데에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4.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구안하고,교사양성기

에 용한 결과 나타난 학습 과정과 그 특징,이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 등

을 분석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용한다는 실험 인 시도임에도 

불구하고,교육공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용하지 않았다는 한

계가 있다.그것은 연구의 이 교육공학의 측면에서 정교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있기보다는, 화라는 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어떠한 학

습 경험을 유발하며,어떠한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교사양성교육에 주는 시사 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에 있기 때문

이다.실제 학교 장을 비롯한 교육 장에서는 술을 활용한 교육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를 활용하거나 화 제작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따라서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

은 그 자체가 온 히 새로운 교육방법은 아니며,이 교육방법을 교사양성

교육에 용해 보았다는 데 새로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기존의 

화 제작 교육은 화 제작 활동 그 자체로서 교육  효과를 기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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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교직과 교사」라는 특정 과목의 학습을 한 일종의 도구

로써 화 제작 활동이 활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이러한 이유로 인해,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개발 

차를 따르기보다는, 용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따라서 향후 이 교육방법이 교사교육의 방법으로 자리잡기 해서

는,기존의 교육공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모형의 개발,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 이 연구는 분석 상의 측면에서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을 도입

한 첫 해의 자료만을 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2012년부터 2014년 재까지 매년 1학기 「교직과 교사」수업

에 용되어 왔으며,2012년 2학기 학원 「학교 경 」 수업에도 용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분석 상으로 삼

지 않은 이유는 학원 과정에서는 수강생의 특성상 비교사가 아니며 

학원 교육의 목표가 학부 교육의 목표와 다르다는 ,2013년은 수강 인원

이 소수여서 분석의 상으로 삼기 어려운 ,2014년은 재 진행 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강생이 17

명으로 4개의 소집단이 구성되었고,이미 학습 활동이 완료된 강의인 2012

년의「교직과 교사」만을 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다만,2012년이 도입 

첫 해라는 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교육방법이었고,이에 수강 학생

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으며,그것이 연구 결과에 반 될 수밖에 없었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분석 자료 측면에서 개인 ,조별 포트폴리오 등 문헌 자료를 

심으로 분석하 다는 한계가 있다.부분 으로 수업 찰 일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는 하 으나,동일한 비 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

다.일반 으로 질  연구에서는 여러 방식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자료

의 타당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한 다각 검증(triangulation)이 이루어진

다(김병찬,2003:12).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식의 재구성 과정에 을 

두고 있으므로 학습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과 이 정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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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조별 포트폴리오 등의 문헌 자료에 보다 비 을 두었다. 한 

연구자가 해당 수업의 조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면담은 수강생의 

솔직한 응답보다는 교수자  조교를 의식한 답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는 한계가 있으므로,이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삼지 않았다5).다만 학생

들이 경험한 학습 과정이 그 이후의 학습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한 자료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단하여,2012년의 수강생  2014년 

재,졸업을 하 거나 졸업 정인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추가 인 면담

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일부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5) 보다 엄 한 연  해 는 수업에 참여하는 수  가 아닌,  통해 수강생  

담하여 그 결과  연 에 하여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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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 연구는 교사양성교육기 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하

고,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따라서 

이론  배경에서는 교사양성교육이 추구하는, 는 추구해야 하는 교사상

과 련하여 교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교사 역량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이를 토 로 재 교사양성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과 근 방식의 

한계를 정리하고,다양한 교육방법의 시도에 해 살펴보았다.그리고 교사

양성교육에서의 새로운 방법  시도로서 화 제작 교육에 한 이론  근

거를 마련하기 하여,종합 술 장르인 화가 교육 으로 어떻게 활용

되었으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 다.

1.교사양성교육 

  가. 교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사 역량

 교사양성교육의 목 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그러나 시 나 

교육 철학의 변화에 따라,교사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교사에게 기 하

는 역량이 변화해왔다.즉 교사양성교육의 목 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어떠한 능력을 갖춘 교사가 우수한 것인지,그러한 교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한 도 달라져왔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사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사 역량에 한 선행 연구를 정리함으로써,교

사양성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교사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교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에 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기 과 이 제

시되고 있다.이에 박상완(2000)은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교사교육을 실

천  에서 근하느냐,학문  에서 근하느냐에 따라 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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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그에 따르면,Joyce(1975)는 실천  에서 교사

교육을 네 가지 개 운동에 따라 학문 ,능력 심 , 통 ,진보주의 ,

개인발달  개 운동으로 구분하 다.한편 Zeichner(1983)는 학문  

을 심으로 하여,교사교육을 행동주의 ,개인주의 , 통 -기능 심,

탐구 심 패러다임으로 구분한 바 있다.이외에도 Schubett(1989)는 교사교

육의 '탐구 양식(typeofinquiry)'을 심으로 경험 -분석 ,해석학 ,비

 으로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Feiman-Nemser(1990)은 '지

향(orientation)'의 측면에서 학문 지향,실천 지향,기술 지향,인간 지향,

비 ‧사회  지향으로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제 교사교육의 실천과 련한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면,크게 실증주의(positivism) 는 객 주의 교육 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교육 으로 변화하 다고 볼 수 있다(김병찬,

2002;신기 ,2003;이원희,1998).실증주의는 재까지도 교사교육의 이

론과 실천에서 심 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에 따르면 교사

학습자들은 학의 학문  지식을 학교에 달,응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는 제2차 세계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 으로 비 받아 왔으며,19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성주의 패러

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신기 ,2003).이와 련하여 이원희(1998)는 

구성주의 교사교육이 학습자의 능동  지식 구성과 맥락  상호작용을 강

조하는 이라고 보면서,교사 심,지식 수 심의 교수-학습 체제에

서 학습자 심,학생-학생,교사-학생의 동,다양한 학습 환경 조성으로 

환할 수 있는 구성주의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원희,

1998:56).

구성주의 교육에서 학습은 특정한 맥락에서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함

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의 지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하

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황윤한,1998:212-213).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에서

는 학습자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해 심을 

갖게 된다(진동섭,이윤식,유 숙,김병찬,2003:119).즉 구성주의 교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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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 주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

지식

•보편 , 객  지식 존재

•지식은 고정 , 확인할 수 있음

•지식은 인식주체와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

•객 , 보편  지식은 알 수 없음

•지식은 마음의 산물로 인식주체에 

의한 결정

실 인식 • 실은 통제와 측이 가능
• 실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통제

와 측이 불가능함.

교육 목표 •보편타당한  진리와 지  추구 •맥락에 합한 의미 구성

표 유형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학습 목표
•외  행동의

    변화
•인지구조의 변화

•개인의 주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

•사회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학습자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수동  학습자

•내 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동

   학습자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

    하는 능동  학습자

교육과정 •교과서 심의 기본 기능 강조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구성 활동 강조

교수
•지식과 정보의

   달

•지식과 정보의

    달 는 발견

•개인  이해를

   한 사고 안내
•지식의 공동 구성

교사의 역할 리자, 감독자 정보처리 활성자 진자, 안내자
진자, 안내자, 

공동참여자

<표 Ⅱ-1>객 주의 교육 과 구성주의 교육 의 비교

육에서는 비교사나 교사들을 학습의 주체로 보고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나가는지에 해 을 맞추고,그들의 삶의 맥락에 맞는 지

식 구성을 강조한다(김병찬,2002).

우리나라에서도 구성주의 교사교육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병

찬,2002;김 진,이수정,2012;신기 ,2002,2003;안부 ,2003;이원희,

1998;진동섭,이윤식,유 숙,김병찬,2003).이와 련하여,교사학습자의 

신념을 악하고 그 신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학습 과정을 분석하거나

(신기 ,2002,2003),학습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김병찬,2002;진동섭,이윤식,유 숙,김병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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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역할

정보의 수동  

수용자, 청취자, 

추종자

정보의 능동  

추리자

의미의 능동  

구성자, 산출자, 

설명자, 해석자

의미의 능동  

공동 구성자, 

산출자, 설명자,

해석자

주요 수업 방법 암기, 반복, 일제식, 강의식 수업
토의 학습, 화학습, 문제해결학습, 

소집단 학습, 동학습

평가 양  평가, 총 평가 강조 실  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참조

*김병찬(2003:20)을 요약,수정함.

2)교사 역량

가)교사 역량의 개념

(1)역량의 개념

역량은 연구자나 연구 목 에 따라서는 문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

도 한다(정미경 외,2010;허은정,2011).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문성은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기법의 소유 여부나 그 정도를 표 한 것임에 반해

(김민성,2012),역량은 성공  수행을 한 능력에 이 있다고 본다(진

성희‧나일주,2009).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수용하여, 문성은 일종

의 상태에 한 정 인 개념으로,역량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동

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에서의 문성에 

한 논의는 배제하고,역량에 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6).

역량의 개념이 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학 졸업장으로 표되는 학력

이 더 이상 학습자의 실질 인 능력,즉 사회의 변화에 응하는 개인

의 능력을 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박민정,2008).이에 실제 삶 속의 

수행에서 드러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역량에 한 

학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윤정일 외,2007;McClleland,1973).

역량의 개념에 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개념

6) ‘ ’ 라는 어  사 하 , 역량과 사한  ‘수행 능 ’  에  한 행 연

는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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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합의는 어려운 실정이다(Hoffman, 1999). 기 연구자인 

White(1959:윤정일 외,2007에서 재인용)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 으로 상

호작용하는 능력’으로,성숙이나 욕망,본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유기

체를 둘러싼 환경을 다루기 한 선택 ,지속 ,유목 인 동기  특성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역량을 도출하기 한 구체 인 방법론을 개

발하고자 한 McClelland(1993)는 역량을 ‘다양한 직업이나 삶의 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심리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 다(Brundrett,

2000).Boyatzis(1982)는 ‘업무에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개인의 내재  특성‘으로,Dubois&Rothwell(2004)은 ’특정 직무

의 성공  수행과 련된 능력‘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있다. 한 Spencer

& Spencer(1993)은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는 효과 이고 우수한 

수행의 거가 있으며,이에 기 하여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내재  특성‘이라고 하 다.Bridges(1996)은 ’조직 환경 내에서 효과 이고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의 행동 특성‘이라고 역량

을 정의하 다.그리고 Parry(1996)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의 요한 부

분에 향을 주고,교육 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결합체‘라고 하 다.Moore등(2002)은 역량에 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역량의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 다.첫째,competence는 

특정 과제에 합한 개인의 자질,둘째,competency는 구체 인 행동이나 

특성,셋째,competencies는 기술,지식,동기,태도와 같은 개인의 속성을 

의미한다.한편,역량에 한 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미국에서는 역량을 지식,기술,태도 등의 요소로 구분되는 우수 수행

자의 특성으로, 국에서는 직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소한 달성해야 할 

표 인 수행의 정도로 역량을 정의한다(윤정일 외,2007).

한편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역량의 개념에 한 선행 연구

를 종합한 박용호 외(2012)는 역량을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행동 특

성’으로 정리하 다.소경희(2007)는 역량을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

를 성공 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련된 개념으로,조호제(2012)는 성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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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의 에서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았다.유 숙(2003)은 ‘한 개인의 성공 인 수행을 측하기 

해서 일상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 능력’으로 정

의하 다.

정리하면,역량의 개념은 ‘실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다만 에 따라서는 사람

의 자질이나 특성,성취 결과(outcomes),직무와 련된 과업(tasks)으로 다

르게 근하고 있다.이들 선행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량을 학습

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능력으로 보거나(유 숙,2003;Parry,1996),

구체 인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훈련 로그램을 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다는 이다(윤정일 외,2007).즉 역량을 학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역량을 논하는 것은 그것이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이면서도,후천 으로 학습 가능하며 교육 가능한 것

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조 만 을 달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도 있다.역량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그동안 

학교 교육을 비롯한 제도교육을 통해 제 로 함양되지 못하 다는 것이다.

(2)교사 역량의 개념

교사 역량에 한 논의에서는 교사 역량,교사 직무 역량,교수 역량 등

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장경원,김희정,2012).‘교사 역량’은 반 인 교

사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교사 직무 역량’은 직무 특성에 을 

둔 용어이며,‘교수 역량’은 교사 역량  교수에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하

는 용어라 할 수 있다.그  ‘교사 직무 역량’은 일반 인 교사의 역량을 

의미하되 이를 직무 특성으로 보는 의 차이이므로,많은 학자들이 ‘교

사 역량’과 ‘교사 직무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교사 역량’과 ‘교사 직무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교사 역량’의 용어를 사

용하여 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 역량의 개념에 해,OECD(1998:정미경 외,2010에서 재인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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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에 따라 계속 으로 변화하는 훌륭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요

한 특성,능력’으로 정의하 다.이에 비해 보다 구체 으로 교사 역량을 

정의한 학자들은 역량을 ‘교사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의 총합체’로 본다(장선  외,2008). 한 등학교 교사의 

핵심역량을 정의한 최진  외(2008)는 ‘지식,기술,태도’ 신 ‘지식,수행,

태도’로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교사의 역량은 ‘학교라

는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 으로 업무를 실행하기 한 교사의 행동 

특성으로,지식,수행,태도로 구성되는 것’이다.이와 유사하게 허은정

(2011)도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  지식과 수행 능력 

 태도를 포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Medley&Crook(1980)도 ‘교사의 

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기능,태도의 조합’으로 교사 역

량을 정의하고 있다.한편 한명희(1997)는 지식,기술,태도뿐만 아니라 이

에 기인하는 요인들까지 역량의 개념으로 포함하고,‘교사에게 주어진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자질,성향,가치,기술,행동 양식 등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총합’으로 정의하 다.

이들 논의를 정리하면,교사 역량은 ‘교사가 성공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교사 역량에 한 

정의는 일반 인 역량의 정의와도 일치하며,총체성,수행성,맥락성,학습

가능성이라는 역량의 특성(윤정일 외,2007)도 포함하고 있다.즉 교사 역

량이란 교사의 지식,기술,태도,동기와 같은 특성들을 포함한다는 에서 

종합 인 능력이며,효과 이거나 성공 인 수행과 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속 으로 구성되는 맥락과 맞물려 사용되는”(손민호,

2006:5)능력이고,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

력(Rychen&Salganik,2003)이다.

나)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

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는 직무 역에 을 두느냐,직무 수행에 필요

한 능력이나 자질에 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 때 직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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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어느 직업에서나 공통 으로 필요한 기본 인 능

력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  자질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직무 역에 을 둔 이경진,최진 ,장신호(2009)는 교사 역량을 교

사가 하는 직무와 련한 하  요소로 구분하여,수업 역량,평가 역량,생

활지도 역량,학 경  역량, 문성 개발 역량으로 보았다.최진  외

(2008)도 수업 역량 신 교수 역량이라는 용어만 바 었을 뿐,나머지 역

량은 동일하게 제시하 다.

한편,특정 직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일반 능력에 을 두고 역량의 

하  요소를 구분하기도 한다.박용호 외(2012)는 인 계 역량군,교과

문성 역량군,학생이해 역량군,교수학습 역량군,의사소통 역량군,상담 역

량군,행정/경  역량군으로 나 었다.홍우림(2012)은 교사의 인성 자질,

능력 자질로 구분하고,능력 자질을 다시 수업 능력,수업 외 능력으로 구

분하여 역량의 요소를 정리하 다.박채형‧박상완(2009)도 인성 측면을 고

려하여, 등교사의 역량을 학습지도 능력,생활지도 능력, 등교육  교

육학에 한 이해 능력,학생 발달에 한 이해 능력,학생들에 한 사랑,

교사로서의 태도로 범주화하 다.

이들 연구 결과를 토 로 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를 유형화하면,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직무 핵심 능력이다.수업,평가,

상담,생활지도,학 경 ,행정 등의 직무 역별 능력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생 발달  교육학에 한 이해 능력 등의 직무 기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둘째,직무 련 자질이다.여기에는 문성,인성,학생들

에 한 사랑,교사로서의 태도 등이 속한다.셋째,일반 능력이다. 인

계,의사소통, 동,통합  수행 능력 등이 해당한다.즉 일부 학자를 제외

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로,직무 핵심 능력,직무 

련 자질,일반 능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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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의 구성 요소 구분

이경진 외(2009)

최진  외(2008)

•수업 역량(교수 역량)       •평가 역량

•생활지도 역량                  •학 경  역량

• 문성 개발 역량

직무 핵심 능력

+ 

직무 자질

( 문성)

박용호 외(2012)

• 인 계역량군              •교과 문성 역량군

•학생이해 역량군             •교수학습 역량군

•의사소통 역량군             •상담 역량군

•행정/경  역량군

직무 핵심 능력

+ 

직무 자질

( 문성, 인성, 태도)

+ 

일반 능력/기본 역량

( 인 계, 의사소통)

박채형‧박상완

(2009)

•학습 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 등교육  교육학에 한 이해 능력

•학생 발달에 한 이해 능력

•학생들에 한 사랑

•교사로서의 태도

홍우림(2012)

인성 자질

•사명감     

•헌신성

•인간애   

•인간 선(善)에 한 신념

• 인 계   

•일 인 인간  태도

•교직 련 성과 인성

•뚜렷한 교직     

•소명의식

능력

자질

수

업 

능

력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수업 수행 능력, 교수방법에 

　 한 기술)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에 한 

　지식과 기능

•반성  사고 능력

수

업 

외 

능

력

•학생 상담  지도 능력

•학  리 능력

•평생학습자로서 자기 계발 능력

•교육  단력

•교육  계 형성력

•통합  수행 능력

• 동 능력

<표 Ⅱ-2>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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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교사 역량에 한 논의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능력의 

핵심이 ‘교수 역량’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백순근 외,2007,2012).백순근 

외(2007)는 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 역량의 구성 요인을 이론  역량

과 실천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이에 따르면,이론  역량

(theoreticalteachingcompetence)이란 교사가 교과 지도를 할 때 필요한 

이론  이해 능력으로,교과 지식,학습자와 학습,교수 설계  개발,교수

학습 환경,평가의 하  요인으로 나 어진다.실천  역량(practical

teachingcompetence)은 실제 수업에서의 수행과 련이 있는 것으로,계

획과 조직,의사소통,상호작용,조정,성의와 열의로 구성된다.이러한 교

수 역량과 련하여 어떠한 역량이 더 요한가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는

데,연구 결과 교과지식에 비해 성의와 열의 등의 태도  측면,학생과의 

상호작용,의사소통 능력 등의 실천  역량이 더욱 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백순근 외,2012;장경원․김희정,2012).이 때 실천  역량은 그 하  요

소로 미루어 볼 때,일반 능력의 개념과 비교  한 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따라서 교사의 핵심 역량인 교수 역량에 있어서도 교과 문성

과 련된 이론  이해 능력보다는,교사로서의 자질이나 기본 역량이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교사 역량의 구성 요소는 직무 핵심 능력,직무 

련 자질,일반 능력으로 나 어지며,직무 핵심 능력 에서도 교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주목할 만한 것은 교수 역량에 있어서도 교사 자질이나  

일반 능력이 교과에 한 이론  이해 능력보다 더욱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다.따라서 이러한 에서 교사양성교육을 고려한다면,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각 학과에서 이론  역량과 더불어 자질이나 일반 능력을 

심으로 한 실천  역량이 함께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만약 이것이 각 

학과에서 수행되기 어렵다면,교직 소양 과목에서라도 교사 자질이나 일반 

능력에 을 둔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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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역량

(1)미래 인재의 역량

역량 논의의 기본 인 문제의식은 기존의 교과 심 교육이 특정 역할에

서 필요로 하는 핵심 능력과 직 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에서 출발한

다(김정원 외,2012).따라서 역량의 구성 요소나 하  역에 한 논의들

은 21세기에 성공 인 삶을 살아가기 해 필요한 능력에 해 규정하고 

있다.

역량의 하  범주를 규정한 표 인 기 으로는 세계경제 력개발기구

(이하 OECD)가 있다.OECD(2003,2005)는 DeSeCo(DefiningandSelecting

Key Competence) 로젝트를 통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key

competence)을 규명하 다.이 논의에서는 역량을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

구를 성공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그 하  능력으로 

사회 으로 이질 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자율 인 행동 능력,여러 

도구를 상호작용 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를 제시하 다(소경희,

2006;김정원 외,2012).한편 호주 Melbourne 학은 21세기에 요구되는 능

력을 한 교수와 평가(AssessmentofTeachingof21stCenturySkills)라

는 로젝트에서 사고하는 방법,일하는 방법,일하기 한 도구,세계 속

에서의 삶을 한 기술 측면에서 역량을 규정하고 있다(김정원 외,2012).

이러한 미래 인재의 역량에 한 논의들은 이제까지의 교과 심,지식 

심의 교육과는 다른 근임을 알 수 있다.반면 유럽 연합(Commissionof

theEuropeanCommunities)의 경우에는 교과 지향 인 역량과 학습,디지

털 등의 범교과  역의 일반 역량이 추가되고 있다(김정원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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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역량 요소

OECD

(2005)

•자신의 삶을 계획 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

     (Acting Autonomously)

•함께 하는 집단과 극 인 계를 형성하며 동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역량(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문제 상황 해결을 해 지식, 정보, 언어,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Using Tools Interactively)

뉴질랜드

Ministry of 

Education(2007)

•언어, 기호,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자기 리 역량(Managing self)

•인간 계 역량(Relating to others)

•참여와 헌신의 역량(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사고역량(Thinking)

호주 Melbourne 학

[AT21stCS]

•사고하는 방법: 창의성, 비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과 학습

•일하는 방법: 소통과 력

•일하기 한 도구: ICT와 정보 문해력

•세계 속에서의 삶을 한 기술: 시민성, 삶과 직업,   개인 ․사회  책임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모국어 소통 역량

•외국어 소통 역량

•수학과 과학 기술 역량

•디지털 역량

•학습 역량(learning to learn)

•사회 시민 역량

•창의와 도  역량

•문화  포용과 표  역량

<표 Ⅱ-3>역량의 요소

*출처:김정원 외(2012:112-113)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2)미래 교사의 역량

  앞서 살펴 본 교사 역량에 한 논의는 주로 교사의 이론  지식보다 실

천  능력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사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유능한가,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상황 응력을 갖고 있느냐에 을 두

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교사 역량은 교육의 실제,학교 장과 분리하여 



- 25 -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교사 역량에 한 논의들은 

실천  능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시 와 교육 장의 변화에 따른 교사의 

새로운 역량에는 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지식창조사회가 도래하고 미

래 인재상의 역량이 새롭게 제기되고 그 요소가 구체 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하여,정작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한 

탐색은 부족한 것이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사의 역량도 공 교

과지식 심의 문성에서 탈피하여,새롭게 재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소경희,2003;Hargreaves& Fullan,2000)이러한 논의는 주로 지식

기반사회나 지식창조사회의 도래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학생들에

게 수하기 해,어떠한 교사 역량이 필요한가에 한 것으로 교사 역량

의 구성 요소와 련된 문제이다.이와 련하여,Hargreaves(2011)는 지식 

경제를 한 교육은 창의력,융통성,문제해결력,정교성,집단지성, 문  

신뢰, 험 감수,지속 인 발 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이를 

하여 교사들은 ‘지식사회 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다음 8가

지와 같은 요소들을 갖춘 새로운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Hargreaves,2011:57).첫째,심도 있는 인지  학습을 진시킨다.둘째,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다.셋째,지속 인 

문성 학습에 념한다.넷째,동료와 으로 일하고 학습한다.다섯째,학

부모를 학습의 력자로 한다.여섯째,집단  지성을 발 시키고 이것에 

기 해 사고한다.일곱째,변화와 모험 능력을 키운다.여덟째,과정에 한 

신뢰감을 키운다7).

한편 정미경(2010)은 지식경제사회에서 교사는 ‘로벌 창의인재육성에 

7) Hargreaves(2011)가 말하는 과 에 한 신뢰감 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그

들들  신뢰하는 것  미한다.  “그것  업  공 하는 것에 한 극  헌신과 개 , 

상  학습  포함하는 것 다. 는 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가 아닌 사람들, 과

거 신뢰  가능  지 않  사람들  믿는 것  미한다. 게 변하는 규  복

한 직에 , 아하는  티  트  같  규  집단  들하고만 함께 하고 그들  

신뢰하는 것 는 하지 않다.”(Hargreaves, 2011: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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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직사명과 문성,올바른 인성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

고,이러한 에서 교사 역량을 제시하 다.구체 으로는 교육과정 재구

성 역량,학습자 특성  교육내용에 합한 구체 인 교수-학습 역량,학

습자 이해  상담 역량, 인 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교사 리더십,

네트워킹 기술,교육법  행정업무 수행 역량,교직 소양,학 경  역량,

이론과 실제의 조화 역량,범사회  역량(다문화/세계화/생태학  교육역

량)을 언 하 다.

김정원 외(2012)는 『미래형 교사교육 체제 구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을 ‘일반 기  역량’과 ‘역할  

역량’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자에는 참여, 계 형성, 화를,후자에는 

학생 이해,교육  교육환경 이해,교육과정 구상과 실행을 포함하 다.

자인 일반 기  역량과 련하여,앞으로서의 교사교육은 ‘기존의 교과 

심 교사양성 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계 형성  소통의 장에 이해 당

사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교사교육의 내용을 지속

으로 만들어 가는’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정원 외,2012:115).이에 

참여, 계 형성, 화가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핵심 요소이자 기본 

원리이며,이 기본 원리를 통해 길러져야 하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하 다.

후자인 역할  역량은 일반 기  역량들이 무엇을 상으로 하는 것인

지 그 구체 인 내용에 한 것이다.이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 본질

인 역할은 학생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열을 발휘할 수 있는 역을 발견하

고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고,학생의 다차원  특성 이해,

교육에 한 일반  이해  학생과 교사를 둘러싼 교육 환경에 한 이

해,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 구상과 실행 역량을 제시하 다(김정원 

외,2012:124).

한편 소경희(2003)는 Hargreaves(2000)가 제시한 교사 문성의 역사  변

화 과정을 서술하면서,21세기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문성을 두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교사

문성은 문성 이 의 시 ,1960년  자율  문성의 시 ,198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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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까지 동  문성의 시 에 이르 다.그러나 21세기의 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교사 문성을 보다 범 하고 융통 으로 규정할 필요

성이 생겼고,이에 ‘설계자’와 ‘연계  문가’로서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설계자로서의 교사란 교사를 실행가(practitioner)로만 보는 을 

극복하고,학교교육의 실제를 극 으로 구성하고 개발하며 설계하는 사

람,즉 ‘설계자’(designer)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계  문가로

서의 교사는 최근의 사회  변화가 교과 교사들 간의 동,학교 밖의 지

역사회  학부모와의 한 계를 맺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이

러한 능력이 요하다는 것이다.이는 Young(1998)이 제시한 연계  문

성과 유사한 맥락으로,그는 교사들이 교과 간의 계나 직면하는 실제  

문제 간의 새로운 계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Young,

1998:166).

한편 진동섭(2012)은 ‘교육디자이 로서의 교사’를 제안한 바 있는데,이

는 소경희(2003)가 제시한 ‘설계자(designer)로서의 교사’와 유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그는 교사가 문가가 되기 해서는 바람

직한 수업에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하며,교감,교장은 이상 인 학교 교육,조직,경 에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

다.다만 진동섭(2012)은 소경희(2003)와 달리, 체 인 교육과정이나 학교 

경  등을 설계하는 데에 ‘술  요소’의 도입과 활용이 요하다고 보고 

있다.그는 교사에게 디자인 에서 교육,학교,교육 체제를 기술․분석․

해석․이해․설명․처방하고,교육과 경   행정에 술  요소를 도입․활용하

고, 술  기법과 방법 등의 근법을 용하는 ‘교육디자인’역량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 다.창의력과 상상력의 함양이 요한 교육 목표로 강조되

는 이 시 에 기존과 같은 합리 이고 지 인 계획과 한 치 오차 없는 수

행은 오히려 한계가 있으며(진동섭,2012),이에 술  요소와 결합된 ‘교

육디자인’역량이 요하다는 것이다.최근 경  분야에서도 경  디자인,

디자인 경 ,서비스 디자인 등 ‘디자인’의 속성을 강조한 새로운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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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사 역할/역량 역량의 구성 요소

Hargreaves

(2011)
지식사회 매자

•심도 있는 인지  학습 진 능력

•새로운 방식의 교육방법 학습 

•지속 인 문성 학습 

•동료와의 동  업무 수행  학습 

•학습의 력자로서 학부모 응  

•집단지성의 발 과 사고 능력 

•변화와 모험 능력

•과정에 한 신뢰감 함양 

정미경 외

(2010)

로벌 창의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직사명과 문성,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학습자 특성  교육내용에 합한 구체 인 

     교수-학습 역량

•학습자 이해  상담 역량

• 인 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교사 리더십

•네트워킹 기술

•교육법  행정업무 수행 역량

•교직 소양

•학 경  역량

•이론과 실제의 조화 역량

•범사회  역량(다문화/세계화/생태학  교육역량)

<표 Ⅱ-4>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

이루어져 왔고,이는 논리 이고 합리 인 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유

연하면서도 신 인 변화를 이루기 해 시도되어 왔기 때문이다(표 명․

이원식․최미경,2008;Konno,2012;Sticdorn,2010).최근 디자인의 개념은 

신 인 로세스로서 디자인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표 명‧이

원식‧최미경,2008),교육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 근  교육의 

맹 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인간의 양성’이라는 교육에 한 소한 

,과학  이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에서 출발한다.이

는 교육의 개념과 목 을 감성 이고 정서 이면서 창의 인 인간을 양성

하는 데 목표를 두는, 술  이해의 사고방식과 으로 확 하려는 시

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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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사 역할/역량 역량의 구성 요소

김정원 외

(2012)

일반 기  역량

•참여

• 계 형성

• 화

역할  역량

•학생 이해

•교육  교육환경 이해

•교육과정 구상과 실행

소경희

(2003)

설계자(designer) •학교교육의 실제를 구성․개발․설계하는 능력

연계  문가
•교과 교사들 간의 동 능력

•지역사회  학부모와 계를 맺는 능력

진동섭

(2012)

교육디자이

(education designer)

•교육디자인 능력

  - 수업 디자인 능력

  - 학교 교육, 조직, 경  디자인 능력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사 역량을 재조명하는 이들 연구들은 크

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종합 인 사고 능력으로서 교

육과정  활동의 구성․구상 능력,즉 디자인(design)역량을 강조한다(정미

경 외,2010;김정원 외,2012;소경희,2003;진동섭,2012).이러한 은 

교사를 실행가에 국한하지 않고 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설계자,디자이

로서 바라보고 있다.이는 교사 역량에 한 의 확장을 의미하며,변화

와 신을 시도하는 디자인 개념  사고와의 목을 의도한다.둘째,교과 

문  역량을 논하기보다는 창의성, 인 계능력, 동 능력,의사소통능

력 등의 일반 역량(generalcompetence)을 강조한다(Hargreaves,2011;정

미경 외,2010;김정원 외,2012;소경희,2003).이러한 일반 역량의 강조는 

앞서 살펴본 미래 인재상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교

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인이기도 하지만,그 스스로가 미래 인재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사 역량은 

교사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그 바탕에는 이 시 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재의 교사양성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사 역량에 을 두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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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과 방법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특히 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학의 경우,여 히 교과 문가 양성에 을 두고 교과교육과를 

심으로 한 분과  교육과정이 운 되고 있다.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역량이 실행가로서의 교사나 교과 문가로서의 교사의 문성을 배제

하거나 치하는 것은 아니다(소경희,2003:93).여 히 교사는 공 분야

에 해 문 이어야 하며,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한다.그러나 지

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사 역량이나 교사양성교육이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과거의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에 문제가 

있다.이에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새로운 근 방식과 시도가 필요하다.

나. 교사양성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식의 한계

1)교사양성교육의 내용

교사양성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세부 교과목을 통해 악할 

수 있다.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내용은 연구자의 에 따라 역  범주 구분이 

다르게 논의되고 있다.그 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논의는 ‘교양교육’을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이와 련하여 많은 연구

자들은 교양교육, 공교육,교직교육의 3개의 역으로 구분하고, 공교

육을 교과내용교육과 교과교육으로,교직교육은 교직이론과 교육실습으로 

구분하고 있다(박상완,2000,2007;김병찬,2001;정미경 외,2010).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교양교육의 경우 교사양성 교육과정 이수 학생들에게만 

독자 으로 제공되는 역은 아니라는 에서 교육학,교과교육학,교과내

용학의 “3원 체제”로 규정하기도 한다(이종재,1995).

그러나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범주 구분에 한 논의는 교사양성교육의 

정체성 측면에서 요한 논의이기는 하나,범주의 구분 방식에 따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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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교사양성기 등교사양성기

편제

1. 교양과정

2. 공과정

3. 심화과정

1. 교양과정

2. 공과정

3. 교직과정

   가. 교육이론

   나. 교과교육

   다. 교육실습

<표 Ⅱ-5>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편제

교사양성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이 논문에서는 실제 이루어

지고 있는 교사양성교육의 내용에 이 있으므로,다수의 연구자들과 교

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이 제시한 범주인 교양과정, 공과정,

교직과정의 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의 p.22,p30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은 교육 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양과

정, 공과정,심화과정의 3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이에 따르면,교양과

정은 일반 학의 교양과정과 편제 자체 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과목 편성

과 내용에서는 교원의 자질 함양과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과정은 등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심으로 교육학,교과

교육,심화과정,교육실습,실기,졸업논문 등의 편제로 총 140-152학 으로 

구성된다. 한 사범 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20-37학 , 공은 교과교

육  자유선택 등을 포함하여 50-67학 ,기타 선택과목( 공심화  복수

공 이수,자율선택 등)이수로 운 되며, 체로 140학  내외의 졸업학

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2014)는 『2014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통해,교원자격검정과 

련한 과목으로 공과목과 교직과목에 해 설명하고 있다.교양과목에 

한 언 은 없는데,이는 교양과목이 교육 학이나 사범 학을 졸업하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교원자격검정과 련하여 정부가 고시할 내용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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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기본교수요목

1)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반에 하여 연구한다(수업의 실제 부분에 

을 둠)

2)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교과의 성격, ‧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3) 논리  논술에 

   한 교육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  사고의 근본 법칙  논술에 한 

교육에 역 을 둔다.

4) 기타 교과교육 역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한 이

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표 Ⅱ-6>교과교육 역의 교수요목

기 때문으로 보인다.즉 교양과목의 개설에 한 문제는 학 자율의 문제

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2014)를 기 으로 고시된 공과목과 교직과목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공과목의 경우 이수 학  외에는 구체 인 내용이 거의 언 되

어 있지 않다. 공과목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 기 으로 50학  이상 

이수해야 하며,여기에는 기본이수과목 21학  이상,교과교육 역 8학  

이상이 포함된다.그 에서 구체 인 내용이 제시된 것은 교과교육 역이

다.교과교육 역은 2008학년도 이  입학자의 경우에는 ‘교직과목’에 해당

하 으나,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공과목’으로 편제가 변화되었다.

교과교육 역의 과목으로는 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  지도법,논리  

논술에 한 교육,기타 교과교육 역이 있다(<표Ⅱ-5>참고).

*출처:교육부(2014).201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3.

*교과교육 역의 교과목은 2008학년도 이 까지는 교직과목에 해당함.

다음으로,교직과목에는 교직이론,교육실습,교직소양의 3개 분야가 포

함된다.그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의 이수 과목과 학 이 2009년 입학자

와 2013년 입학자를 기 으로 일부 개정되었다.총 이수학 은 22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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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과목 기본교수요목

교직

이론

(12학  

이상,

6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교육학 반에 한 기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 을 

둔다.

2)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의 철학  기 , 교육의 역사  기 , 특히 우리나라와 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 을 둔다.

3)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 의 교육과정  학교수

의 교육과정 등 교육 장의 문제를 으로 다룬다.

4)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평가방법, 특히 교육 장에 용할 수 

있는 평가 능력과 평가 기법의 향상을 으로 다룬다.

5) 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을 두

며, 교육용 소 트웨어의 활용에 한 과목을 포함한다.

6)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 을 둔다.

7)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을 다.

8) 교육행정 

   교육경

교육제도  조직, 교원인사, 장학  학교행정, 학 경  등에 역

을 둔다.

9) 생활지도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합한 생활지도  상담방법에 을 둔다.

10) 기타 

    교직 이론

교육학의 세부 역으로서 의 9개 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사양성기 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

( :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표 Ⅱ-7>교직 과목의 교과목 기본교수요목

변동이 없으나,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용되는 교직과목은 교직이

론 14학  이상,교육실습 4학  이상,교직소양 4학  이상으로 구성,운

되었다.그러나 2013년 입학자부터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방 

 책’(2학  이상)이 신설되면서,교직이론 12학  이상,교육실습 4학  

이상,교직소양 6학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교직과목에서 2013년 입학자부

터 용되는 개설 교과목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교육실습’은 학교 장

실습과 교육 사활동,‘교직소양’은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의 

방  책,‘교직이론’은 교육학개론,교육철학  교육사,교육과정,교

육평가,교육방법  교육공학,교육심리,교육사회,교육행정  교육경 ,

생활지도  상담,기타 교직이론 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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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과목 기본교수요목

교직

소양

(6학  

이상,

3개교과 

이상)

1) 특수교육학

   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 ,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 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

이기 한 교사로서의 기존 자질을 함양한다.

2)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 운   리, 각종 인사  복무

규정, 학생지도, 교직윤리, 학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폭력의

   방  책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의 방 ,  학교폭력의 처방안  등 학

교 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제 인 내용을 학습한다.

교육

실습

(4학 )

1) 학교 장실습

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등․ 등․

특수학교에서 직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 운 형태: 참 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문상담교사, 양교사는 직무 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2) 교육 사활동

유․ ․ ․고등학생들 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등의 활동을 교육 인 방법으로 교육 사를 실시하며, 

세부기 은 학에서 정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 으로 인정, 졸업시까지 일정 시간 이

수

*출처:교육부(2014).201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교사양성교육과정의 구성은 교양, 공,교직의 

역 구분은 변함이 없되,세부 교과목과 이수 학 의 변경이 이루어져 왔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즉 입학이나 졸업 기 을 

강화하고 수업 이수 요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교사양성교육의 질을 실

질 으로 개선할 수 없다(정미경 외,2010).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사상,교사 일,교사 역량 등의 보다 근본 인 질문에 기 하여 교사양성

교육의 개선 방향을 논하고,이를 실제 교육 로그램에 용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교사양성교육의 문제 과 근 방식의 한계

최근 비교사교육에 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허은정‧정성수(2013)

는 선행연구에서 지 한 우리나라 교사양성교육의 문제 으로 다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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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들고 있다.첫째,교사양성기 의 난립으로 인한 질  격차,둘째,

이론 심 수업과 부실한 운  등 교육과정의 문성  체계성 부족,셋

째,교육실습의 형식  운 ,넷째,책무성 검증 체제의 미흡,다섯째,교원

교육의 비  미수립 등이다(허은정‧정성수,2013:3).이러한 문제 은 크게 

교사양성체제와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운  문제로 요약된다.여기서 지

하고 있는 교육과정 측면의 문제는 이론 심 수업과 부실한 운 ,교육실

습의 형식  운 ,교사교육의 비  미수립이 해당한다.다른 선행 연구에

서도 행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비교사의 문성 개발에 미흡하다는 비

을 제기해왔다.이러한 비 은 앞서 언 한 교육실습의 부실 운  문제

를 포함하여,교사양성 교육과정 간 연계성  통합성 문제,교사양성기

과 학교 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 하고 있다(김이경 외,

2004;양 권 외,2003;정진곤 외,2004;조경원,2004).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 교사양성교육과정은 교사교육의 비  미

수립,운 상의 연계성과 충실성 부족이 표 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양성교육과정의 근 방식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교사양성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상실되어 있으며,운  과정에서 내실 있는 운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상

과 역량에 한 고민을 바탕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비 을 수립하고,이를 

토 로 실제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교육과정 간,학교 장과의 연계성을 강

화하는 동시에 내용 ,방법 으로도 충실한 로그램이 되도록 운 하여

야 할 것이다.그 에서도 특히 교육과정의 운 상 충실성의 문제는 실제 

교육 로그램이 어떻게 운 되고,그 과정에서 비교사들이 무엇을 배우

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와 련이 있다.이는 교사양성기 에서 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 된 교육과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즉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

육과정에 한 연구나 이에 한 근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에서 김갑성 외(2009)의 연구는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을 

심으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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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ier와 Little(1986)이 언 한 기술 -분석  교육과정(descriptive-analytic

curriculum work)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학생들이 실제 무엇을 배우는

가에 을 두고 있다(정미경 외,2010)8).김갑성 외(2009)는 공,일반교

육학,교양,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으로 나 어,사범 와 교  학

생들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경험한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이를 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과목과 련해서는 사범  학생들은 일반학과에 비해 해당 학문의 

탐구방법과 련한 구문론  지식을 상 으로 게 배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등학교의 교육과정 수 을 넘어서는 고등학문을 

배우는 것에 해서는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학교 장과 동떨어져 학문 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회의 인 입장도 있었다.교과내용학 과목에서 일반 학문의 심층 인 부분

까지 다루는 것에 해서는,학생들은 학자가 아니라 교사로서 훈련받기 

해 사범 에 온 것이라며 교과과정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교과내용학과 방법이 교과과정 상에서 물리 으로 결합될 뿐 

화학 으로는 결합되지 않는 문제를 지 하기도 하 다.즉 학문 내용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내용에 따른 교수 방법이 차별화되

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임상경험의 부족으로 인해,내

용 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성을 갖추게 되었지만,학생들을 가르치

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편,교육 학의 경우,10개 교과에 한 교과 문성을 길러주어

야 하므로,해당 학문에 한 심층 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등학교 교

육과정의 내용을 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8) Linaier  Little(1986)  원 에  과 에 한 연 가  가지 에  루어  다

고 리한  다. 첫째, 내 - 차 연 (expert-designed content and process studies)는 

사양  가  연 들  한 람직한 에 어 볼 , 사  과  내고 

는가 하는 에  다. -산   에 심  는 연  다. 째,  

술 -  과 (descriptive-analytic curriculum work)  과  학생들  실  

엇  우는가에  는 다. 러한  연 들  사  직 사가 보 하

고 는 지식과 해에  다( 미경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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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 에서는 심층 인 문성 획득을 한 심화 공이 운 되고 있는

데,이에 해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켜 다는 에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교육학과 련해서는 교육 상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기고 자신의 

을 가지게 되었다는 은 정 이나,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달달 외

우기만 하는 이론 심의 과목’으로 인식하는 등 많은 문제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교육실제와의 괴리된 지식을 갖거나 체 숲을 볼 

수 없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양 과목과 련해서는 사범 생의 경우 학생으로서의 교양으로 인식

하는 반면,교 생의 경우 교과와 련된 교양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선택의 폭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학생이 교양을 선택하는 기 은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기보다는,흥미와 지식과 경험을 넓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있었다.하지만 교양 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안목이 교직 경험에 통합될 것이라는 기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서 교사 직무와 련된 실무 능력 향상을 한 

과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들은 구체 으로 수업 기술,상담 

기술,공문서 작성,교과 외 활동,인성교육 로그램 등을 언 하 다.여

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사

로서 더 합한 사람이 되기 해서는,사회나 외부 세계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사양성교육 방법의 변화

교사양성교육과 련하여 ‘교육의 질’문제가 반복 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결국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즉 수업의 질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해서는 교실 수업에 한 진단이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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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길양숙,2011).즉 실제 수행되는 교수 학습 장면에서 비교

사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연구자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서 새로

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해

왔다.마이크로티칭(서윤경,2009),반성  (김병찬,2002;노경주,2012;

신동일‧김나희,2006;조덕주,2009;홍재 ,2012)포트폴리오(손 민,2007;

임승렬,2000),액션러닝(박수정,2012)등에 한 연구가 그것이다.

마이크로 티칭은 1963년 미국 스탠포드 학에서 비교사의 교육실습을 

받기  비단계로 개발된 것으로,수업 계획,수업,피드백과 평가,재수

업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조 남,1993).이 방법은 수업 시간,규모,

내용 등을 5분～20분으로 축소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이 과정을 기록

하여 피드백함으로써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실시한다

(Jensen,1997).선행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티칭이 비교사나 직교사의 

교수 기술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수경‧김상달‧조

주환,1992;박 ,2007;Rogers& Tucker,1993).이들 연구에서는 마이

크로티칭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성취감과 만족감,가르치는 데 한 자신

감과 로정신이 생겼으며,비  사고 기능과 창의  사고 기능이 진

되었다고 보았다(Rogers& Tucker,1993).마이크로티칭을 용한 수업 사

례를 분석한 서윤경(2009)은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로 반성  실천, 문가

인 태도 형성,학습자 심 수업에 한 인식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

았다.그러나 이 교수법은 한 가지 수업 기술을 숙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한 가지 수업 기술에 을 두는 것이 으로 탈맥락 이라는 

,수업 시간을 짧게 설정하여 비 실 이라는  등이 단 으로 지 되

고 있다(Davis,1982).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마이크로티칭에 참여

한 참가자들이 이 방법을 가치롭고 유쾌한 활동으로 평가한다는 에 주목

하고 있다(조 남,1993).

최근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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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반성  교육이다.반성  교육은 교사들로 하여  상황이나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하고,이를 통해 반성 으로 사고하고 극 으

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Zeichner,1986).이것은 개

별 교수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으로서,이를 해  쓰기,포트폴리

오, 장 실습 등이 구체 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표 인 방법인 반성   쓰기는 여러 과목에서 비교사의 성

찰과 성장을 돕기 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교육 과목에서 수업

시연과 더불어 수행되기도 하고(홍재 ,2012),교직 과목인 교육행정학 원

론이나 교수법 강좌에서 이론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하 다(김병찬,2002;노경주,2012). 한 비 어교사들이 교생 실습,스

터디 모임,석사 논문 연구 등의 학원 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

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되었다(신동일,김나희,2006).

포트폴리오는 일정한 체계에 따라 학습자의 성취물을 모아 놓은 것으로 

학습자의 성과물과 능력을 폭넓게 다는 특징이 있다(Barton& Collins,

1993).학습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 단 으로 지 되고는 있으나(Stone,1998),반성  사고를 진작하고 학

습자의 극  참여를 유발한다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 증진된

다는 (송명섭,1997)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손 민(2007)은 티칭 포트

폴리오의 효과로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지 재확립,교수활동에 한 성찰

의 기회 제공,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증 , 문성 향상을 

한 노력과 책임감의 강화, 력 인 교사 문화 형성에의 기여 등을 들고 

있다.이에 따르면,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얻는 효과들은 부분 반성

 사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액션러닝은 1940년 부터 기업의 조직 개발 방법으로 출발한 것으

로,그동안 학의 강의에서도 용되고(장경원,박수정,2011),학교와 교

사,학교컨설턴트의 문성 개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 다(장경원,

2011).최근 박수정(2012)은 액션러닝을 교육행정학 강의에 용한 결과,  

구성원 간의 력을 통해 학교의 문제 해결에 근하는 방식을 터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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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을 밝 냈다.

이 게 교사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시도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이들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은 당시의 

시  상황이나 기술 발 , 련 분야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그 배

경으로 하고 있다. 컨  마이크로티칭은 비디오가 발달하면서,포트폴리

오는 평가에 한 패러다임이 바 면서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으로 도입되었

다.반성  교육은 교사교육에서 구성주의와 같이 교사 자신의 경험을 통

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요해지기 시작하 다9). 한 액션러닝은 기업 

경 에서 조직 학습을 한 방법으로  활동이 강조되고,이것이 학교교

육이나 학교육에 도입되면서 교사교육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둘째,이

들 교육방법은 서로 독립 이고 배타 이기보다는 서로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선행 연구에 따르면,실제로 교수자들은 마이크로티칭이나 액

션러닝을 용하면서,그 경험을 반성 으로 성찰하기 해 을 쓰거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박수정,2012;서윤경,2009).즉 수업

의 목 이나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최근 지식창조사회의 도래와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유투  등 상을 통한 소통 방식의 확산,각종 스마트 

기기 등 첨단 기술의 발 과 상용화 등의 변화는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새

로운 방법  시도가 모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사 교육실습 

강화를 한 스마트러닝의 일환으로 ‘SMARTTeacherLab’10)을 도입하여,

웹기반의 콘텐츠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하고,블로그의 

콘텐츠 합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도도 이에 해당한다(김혜 ,임채원,2013).

3차원 가상세계의 역할 놀이를 통해, 비교사로 하여  성취 학생을 

9) Korthagen et al.(2007)는 행 연 에  주  심  한 지심리학  들  하

여,  근  하는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

10) 스마트   스마트러닝 란   “언 , 어 ”라는 쿼 스  개 에, 

에  시한 SMART(Self-directed, Motivating, Adaptive, Resource-free, Technology

    -embedded)  개  한 한 새 운 러닝  미한다( , 채원, 2013: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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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이해하도록 한 연구도 새로운 방법  시도

라 할 수 있다(조 환,김윤강,황매향,2014)

2. 술과 화의 교육  활용

  가. 예술의 교육적 활용

술의 교육  활용을 논하기에 앞서, 술이 무엇인가에 한 개념 정

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ichardson은 의  술의 개념을 “인간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술은 아름답거나 형태로 움직

이는 어떤 것을 창조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Bamford,2007).그

러나 술의 개념은 규정하기 어려우며,시 에 따라 달라져 왔다.근 에

는 술을 인간 지성에 의한 아름다움의 체험,미  감수성에 한 것으로 

이해했다(신승환,2008).그러나 20세기 이후 술은 MarcelDuchamp의 

<샘>과 같은 신 인 작품을 만들어냈고, 통 인 술론의 개념과 이해

의 틀로는 의 술을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다(신정원 외,2007).이제 

술은 술가의 천재성,창의성에 심을 두거나 술 작품 자체에 주목

하기보다는,작품이라는 인간의 성찰 행 를 통해 외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의 체계를 형성하며,이를 통해 의미를 구 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

었다.21세기 술,혹은 술가는 고독한 창조자나 상품미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신승환,2008;신

정원 외,2007).

이러한 술의 개념과 인식 변화에 따라, 술교육에 한 도 변화하

게 되었다. 의 술교육은 기술(skill) 주의 재능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느끼고 지각하고 이를 통해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을 두고 있다

(곽덕주,2014;Read,2007)11).이와 련하여 술교육자인 Siegesmund는

11) 여기서 언 하는 술 교육은 ‘술을 한 교육(educationforarts)’이 아니라 ‘술을 통한 교육

(educationthrougharts)’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그러나 과거의 술교육은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자의 방식으로 술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려 한 반면,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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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성  지각(reasonedperception)’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한 바 있으

며, Broudy의 ‘지 인 감정(knowledgeful feeling)’과 ‘감정  지식

(feelingfulknowledge)’,Martin의 ‘감각 지각을 통한 앎’,Rorty의 ‘미  이

해(aestheticunderstanding)’등도 이러한 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연희,

2007).많은 철학자,교육학자,인지심리학자들도 술을 인간이 지식을 인

식하고 구성하는 요한 방식,즉 인간의 인지 방식이나 지능으로 악하

고 있다(Eisner,2007;Gardner,1993,1998).자유로운 상상과 표 을 기반

으로 하는 술  표상은 언어나 수학  표상과는 본질 으로 다르며

(Bamford,2007;Collingwood,1996;Eisner,2004),세상을 지각하고 이해

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색다르고 풍부하며 다양한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태진미,2011).정리하면, 술은 과거에 시되었던 미(美)를 통한 쾌감,

감정의 고무나 정화 등의 가치뿐만 아니라(Read,2007),과학과 더불어 지

식과 진리를 이해하는 다른 사고방식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조 태,

2009)교육에 있어서 요한 내용이자 방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이는 유

네스코가 술진흥정책을 일환으로 제시한 술의 10가지 기능  마지막

인 ‘통합으로서의 술’에도 잘 나타나있다. 술은 인간의 감정에만 련

된 것이 아니라,이성과 감성의 통합  작용으로 조화로운 인간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고경화,2009).이러한 에 따르면 술은 이성과 감

성,머리와 가슴의 고른 발달을 지향하는 인 교육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

은 수단이자 목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술의 교육  가치에 한 인식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학교의 등장으

로 이어졌다.Steiner의 철학에 근거하여 모든 교과교육이 술 활동을 통

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발도르  학교(WaldorfKindergarten)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확 되고 있고, 술을 지식 구성과 연계하는 지오

에 리아시(ReggilEmilia)의 유아교육 기  한 주목을 받고 있다.

Dewey의 경험론  술철학에 근거하고 미국 링컨센터 미학교육기

근에는 술을 통한 지각과 사유에 을 두고 있다. 한 술가를 한 문 인 교육에 있어

서도 기술 주의 문 인 교육보다는, 술을 통한 다양하고 독창 인 사고,사유를 시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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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CenterAestheticInstitution)과 연계하여 술을 통해 사회교육을 

근하는 뱅크스트리트 학교(BankStreetSchoolofChileren)도 그러한 시

도라 할 수 있다(임부연,2005,2007). 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융합 교육

인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12)에 술(Art)이 결합되면

서 STEAM 교육이 등장하기도 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10). 술 속에 

내재된 상상력,감성,시각화 원리 등이 과학기술 인재 교육에 활용되어 창

의 인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왕동,2011).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정부 부처 지원 등을 연계한 다양

한 문화 술 로그램을 발 시켜오고 있다.앞서 언 한 미국의 ‘링컨센

터 술교육 로그램(LincolnCenterInstitute'sArtsEducationProgram)’

과 ‘아츠엣지 로그램’(ArtsEdgeProgram), 국의 ‘크리에티  트 쉽 

로그램’(CreativePartnershipsProgram),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 

술교육 로그램’(AnnantaloArtCenter'sArtsEducationProgram),일본의 

‘신세기 아트 랜’등이 이에 해당한다(석문주,최은식,최미 ,2010).이러

한 시도는  사회가 직면한 사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교육 

개 의 목 으로 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태진미,2011).

이상으로 살펴 본 술의 교육  활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하나는 술 그 자체의 속성과 가치를 활용하여 술교육 로

그램을 운 하거나 학교의 교육과정 반을 구성하려는 것이다.다른 하나

는 STEAM과 같이, 술이 아닌 다른 교과 는 분야와의 융합  시도이

다.그 에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로, 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선행 연구에 따르면, 술을 활

용한 교육은 논리 ․창조  사고와 같은 지  발달,감정과 감성 등의 정서

 발달, 동  의사소통 등의 사회  발달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태진미,2010;Tishman&Palmer,2006).그러나 그 에서도 일부 연

구자들은 술을 활용한 교육이 특히 사고 기질의 형성,창조  상상력을 

12) 1990  미 과학재단에  과학(Science), 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통틀어 컫는 말  STEM 라는 어  사 한 후, STEM  과학 술 야

에  과 간  ‘통합  근 ’  미  통 고 다(태진미, 양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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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benefits)

Tishman 

&

 Palmer

(2006)

   사고기질(thinking disposition)'의 형성

    ①질문하기와 조사하기                               ② 찰하기와 묘사하기

    ③논리 으로 사유하기                               ④여러 가지 시각으로 탐색하기

    ⑤비교하기와 연  짓기                              ⑥복잡성 발견하기

    ⇨고차원  사고, 다차원  시각의 형성

Root-Bernstein 

& Root-Berstein

(1999)

  창조  상상력을 한  사고의 도구  형성

    ① 극 인 찰 기술                                   ②형상화 능력

    ③추상화(단순화) 기술                                  ④패턴인식능력          

    ⑤패턴형성(생성)능력                                  ⑥유추능력                  

    ⑦몸으로 생각하기                                        ⑧감정이입능력          

    ⑨차원  사고                                                ⑩모형 만들기             

    ⑪놀이                                                             ⑫변형능력                   

    ⑬통합능력

    ⇨  창조  사고과정 의 경험과 체득에 용이

김왕동

(2011)

 상보성(complementarity) 

    과학기술과 술은 상보성이 존재하며, 두 분야 간의 상호 진 과정을 통

해 창의  융합인재로의 성장이 가능함. 술은 과학 기술 발 에 창의  모

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술 속에 상상력, 감성, 시각화 원리(즉, 사고의 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술은 과학기술로부터 과학  발견과 원리(즉, 테마

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태진미

(2010)

 창의인성    평생성장  지원

    문화 술통합교육은 학습자의  지  ,  정서  ,  사회   성장 반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재의 창의인성교육과 련해 풍부한 창의  소재, 상상력 계

발  창의인성발달에 유익함. 탐구심, 문제해결능력, 력, 동심, 의사소통

능력계발에 정 으로 기여.  교육  상황  외에도  일상의 삶 과 련해 휴식

과 여유, 여가, 재충 의 기회, 자아성찰을 통한  평생성장 을 도모할 수 있음.

<표 Ⅱ-8> 술통합(융합)교육의 다양한 이 들

한 사고의 도구 형성,사고의 힘 등 ‘사고’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김왕동,2011;태진미,2011;Tishman& Palmer,

2006;Root-Bernstein&Root-Berstein,1999).  

*출처:태진미(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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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의 교육적 활용과 의의

화는 다른 술 장르에 비해 빠른  효과를 갖고 있으며, 화가 

갖고 있는 향력과 요성은 다른 어떤 문화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숙희,2011).이에 정 근(2003)은 화가 인의 문화 생활에 요한 

요소인 만큼,실천을 한 인식의 학문인 교육학이 화에 심을 갖는 것

이 당연하다고 보았다.즉 화 읽기를 한 교육과 화의 교육  의미에 

한 학문  탐구는 시 의 필연  요청이라는 것이다.Eisner도 종합 술

로서의 화에 주목하고, 화를 통해 교육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정재형,2011).그에 따르면 화는 다양한 표상과 그 처리 양

식을 결합하는 수단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 다. 화를 통해서 특정 지역

에 한 이해,등장인물에 한 리 경험,언어의 인습 ․비인습  사용으

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이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Eisner,1994:104).

우리나라에서 화가 교육 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정책 으로 문화 술

교육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된 것과도 련이 있다.문화 술교육은 미

 체험, 술  표   감상,창의  역량,감수성 혹은 감성을 시하는 

‘술교육’과 인간  사회에 한 비 ․성찰  이해,주체로서의 개인,

사회  의사소통,문화  가치  다양성,정체성  소통의 문제,개인과 

사회의 연계 등을 시하는 ‘문화교육’이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된 것이다

(김세훈 외,2004;14). 화교육은 ‘문화’라는 소통,다양성,체험이라는 

실 인 움직임과 ‘술’이라는 가치 지향 인 미  활동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에서,가장 효과 이고 요한 문화 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아람찬,2010).

화를 교육 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만들기’(making)와 ‘읽

기’(appreciating)로 나 어진다(Michael& Miranda,2009).만들기 역은 

구체 인 행 와 결과물로서 미학  통제(aestheticcontrol)가 이루어지고,

읽기 역은 미학  이해(aestheticunderstanding)가 이루어진다.미학  

통제와 이해는 비평  수용과 창조(criticalengagementandcreation)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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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화교육의 이해

*출처:MichaelAndersonandMirandaJefferson(2009:14.이아람찬(2010)에서 재인용)

결되며,이상의 4개 역은 교육  연속성을 해 상호작용한다(이아람찬,

2010:131).

여기서 ‘만들기’는 다시 2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화 제작을 가르치

는 ‘화 제작 교육’과 화 제작을 활용하여 교과를 가르치는 ‘화 제작

을 활용한 교육’이다.‘화 제작 교육’은 학의 화 련 학과나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  화 제작을 할 수 있도록,일련의 화 제

작 과정  기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을 두고 

있는 교육은 ‘화 제작을 활용한 교육’(이하 ‘화 제작 활용 교육’)으로 

학생들로 하여  특정 교과의 내용에 해 자발 ․창의 ․통합 으로 학습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화 작품을 최종 산출물로 삼

아 이를 한 일련의 제작 과정을 통해 능동 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이다.즉, 화 제작 과정이 일종의 학습 과정이 되고, 화 제작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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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습득 능력

정재형 외 (2004)

•창의력, 상상력 계발                             •인지능력 계발

•가치  확립                                           • 동심 배양

•책임감, 소속감 배양

• 화 능력과 타 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계발

•인간 계에 한 폭넓은 이해            •인간과 환경에 한 이해

•인간 보편성에 한 인식                    •직업 정신, 노동 의식 배양

•사회에 한 인식                                 •자아의 확립

•도덕성, 인간주의에 한 인식           •성차에 한 편견 극복

•타자의 심리에 한 이해                    • 술  감성, 미  인식 습득

•비  의식  자기 주  확립

•호기심과 필요성에 따른 지식습득에 한 욕구 증가

•지식 학습의 자율성 고조

<표 Ⅱ-9> 화 제작 교육의 효과

통해 학생들은 련 주제에 해 스스로 학습․연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학습 과정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이양하고,학생들의 

경험과 그들이 구성하는 지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에서 구성주의와 맥

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3)(이인희,2000;정재형,2011).

선행 연구  ‘화 제작 활용 교육’과 련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화

와 교육을 목시킨 연구는 부분 ‘화 읽기 교육’ 는 ‘화 제작 교

육’에 을 맞추고 있다(서인숙,2004;오진곤,1999;이인희,2000;이찬

복,2005;정재형,2004;황보성진,2010).그 에서 학습 과정의 특성상 

‘화 제작 교육’이 ‘화 제작 활용 교육’과 유사하므로,이에 을 두어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교육  효과를 정리하면 <표 Ⅱ-9>와 같다.

13) “ 주 에  강 하는 학습 원리는 학습 들에게 다양한 도  보 원  하여  

도우  함께 학습할 수 도  하는 경  공해 , 신  도한 학습  취하

고 과  해결할 수 도  뒷 해 주는 것 다. Duffy  Cunningham(1996), Fosnot(1996), 

Savery  Duffy(1996)  연  보 , 주 에  학습  달  결과가 아니라 학습 체가 

달 과  간주 다. 여  학습 가 지식  습득하는 행  주체가 고, 수는 학습  

안내하고 도 주는 진 (facilitator) 역할  수행한다. 또 학습  사 ,  동  학

습 들간  가  는 사고  참  학습  진시 는 수단 라고 주 한다. 강 실  학

습 들  다양한  동과 한  통해  지식과 경험  공 함  학습  진

시 는 공간  역할  수행한다.”( , 20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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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습득 능력

이찬복

(2005)

•사고 능력(Thinking Skills)

  - 창의  사고,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개인 능력(Personal Qualities)

  - 책임의식, 자기 측정 능력, 사회성, 자기 리 능력, 정직성

•리소스 활용 능력(Resources)

  - 일정을 계획하고 시간을 리하는 기술

• 인 계(Interpersonal Skills)

  -  커뮤니 이션 능력

    (타인에 한 배려, 타인 의견 존 , 타  능력, 동심)

•정보 활용 능력(Information)

  - 리서치 능력, 분석 기술

서인숙

(2004)

•자발 으로 열 할 수 있는 내  동기 유발

•창의성 개발

한국 화학회 

화교육 원회

(2004)

•모둠별 동학습을 통한 능력 개발

  - 구성원 간의 정  상호의존성 함양

  - 인간 계의 개선

  - 자아 존

  - 교과목에 한 선호

 - 교사에 한 신뢰

황보성진, 박지윤, 

이은희(2010)

•창의력, 상상력

• 동심

•자신감, 성취감

이들 선행 연구를 토 로 화 제작 교육의 특성과 이로 인한 효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화 제작 교육의 요한 특성 의 하나는 교

육 활동이 ‘동학습’으로 이루어지고,이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

다.한국 화학회 화교육 원회(2004)에서는 화 제작에서 요구되는 

동학습이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들 간의 정  상호의존성을 함

양해 주며,인간 계의 개선과 자아 존 ,교과목에 한 선호와 교사에 

한 신뢰 등 정 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안 인 학습 방식”

이라고 하 다.이와 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동심,책임감,소속감,

인 계 능력, 화와 타 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화 제작 교육의 

효과로 보고 있다(서인숙,2004;이찬복,2005;정재형 외,2004;황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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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이은희,2010).

한 화 제작 교육은 화의 속성과 제작 과정의 특징으로 인한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 자와 련하여, 화의 직 이고 구상  근 방

법은 상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정 근,2003), 실을 완 히 다

른 시각에서 보고 창조 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즉 창의성이나 상상

력을 길러  수 있다(서인숙,2004;정 근,2003;정재형 외,2004;황보성

진,박지윤,이은희,2010). 한 술  감성과 미  인식,공감 능력 등이 

발달할 수 있다(정재형 외,2004).후자와 련하여서는, 화 주제를 구체

화하는 과정에서 지식 습득에 한 욕구와 자발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서인숙,2004;정재형 외,2004).그리고 기획과 조직 편성,리서치 능력,

문제분석 능력, 화와 타 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논리  사고 기술,의

사결정 능력 등이 함양될 수 있다(이찬복,2005).

이러한 화 제작 교육의 의의는 화 제작 교육을 통해 기존 교육이 갖

고 있는 결 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에 있다.종래의 교육이 지식에 한 

실용  기반의 교육이었다면, 화 교육은 인간의 고유한 덕성을 계발하면

서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의 변환이다(정재형 

외,2004). 한 화 제작 교육은 기존 교육에서 제 로 해내지 못했던 창

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황보성진,박지윤,이은희,

2010:18),체험 심의 모둠별 동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 주의 입

시 교육 폐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서인숙,2004). 한 일련의 화 

제작 과정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생존 략과 계된 다양한 기술과 능력

을 연마하는 과정이라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미국 노동부의 필수능력 

취득 원회(TheSecretary'sCommissiononAchievingNecessarySkills)

에서 제시한 필수 학습 능력인 사고 능력,개인 능력,정보 활용 능력,자

원 활용 능력, 인 계 능력 등은 화 제작 과정에서 부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찬복,2005).

한편, 화 교육에 한 한계와 련해서는 화 제작 과정보다는 화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화 이해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이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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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면, 화가 이미지를 심으로 상호 소통한다는 에서 오히려 

상상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 화가 문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유도해내어 수동 으로 소비시키고 있다는 , 상

문화가 주로 직 과 즉흥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화,추상

화 능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등이다(정 근,200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화 제작 교육의 효과는 화의 장르  속성

과 화 제작 과정  동학습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능력 측면에서는 논리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의사결정 능력, 인 계 능력,창의성‧상상력, 술  감성‧미

 인식 능력 등이 길러지고,태도 측면에서는 학습의 자발성과 열의, 동

심,책임감,자신감 등이 함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즉 화 제작 교육

은 기존의 우리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화 자체가 직 에 의존하는 상의 속성을 갖

고 있어,과거의 쓰기 심의 교육 방법에 비해 개념화,추상화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은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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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구성과 용

    

가. 목적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 에서 구안되었다.첫째,학습 내용 측면에서 지식 이해

에서 나아가,지식의 장 용  활용,창조까지 그 수 과 범 를 확

하고자 하 다.이는 기존의 학교육이 지식 주의 교육으로 강의식,

달식 방법을 통해 많은 양의 지식을 달하고자 하는 데에 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학교육의 목 에 비추어 볼 때,학생들에게 책이나 논문 등 

주변 자료에 산재한 지식을 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이러한 지식을 이

해하고 비 하며 재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미래학자들이 논하는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서서 지

식창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시 가 창의성과 감성,융합을 논하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은 여 히 분과  학문 교육에 치 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교육해야 할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학에서조차 이러한 상황

은 마찬가지이다.이에 창의성,감성,융합 등을 강조하는 시  변화와 

학교 장의 변화를 반 하고,교사의 경험과 반성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교사교육 의 변화를 반 하여,지식 이해, 용,

창조의 측면에서 총체 인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융합할 수 있는 핵심 활동으로 ‘화 제작’이라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학습 방법 측면에서 기존의 학문  쓰기 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인 화, 상,이미지 등의 술  의사소

통 방식을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 다.이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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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그림’에서 시작되어,텍스트 심의 ‘문자’로 변화하고,이제 ‘상’

으로 변화하 다는 Flusser의 주장과도 련이 있다(피종호․이 서,2002:

5).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으나,여 히 학에서는 말과  주의 언어  소통 수단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이에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을 

활용한 의사소통과 이를 토 로 한 학습 활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다만,연구자가 상 에서도 UCC와 같은 단순한 동 상이 아니라 

화를 활용한 것은, 화를 제작하기 해서는 문제의식이 필요하고,논리

인 사고와 추론,상상력을 통한 롯(plot)14)이 요하며,이로 인해 보다 

깊이 있게 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학습 방법 측면에서 학생들의 일상에서 친숙한 의사소통 도구인 

스마트폰을 학습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 다.스마트폰은 학

생들 부분이 소유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도구로,촬 ,편집,상  등 모

든 것이 가능한 첨단 기술의 복합체이다. 한 이를 화 제작에 활용하

을 때,기존의 다른 화 제작 도구에 비하여 그 활용 방법이 용이하고 비

용도 게 든다는 장 이 있다(진동섭,한은정,2013).따라서 학생들의 삶

의 일부분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손쉽고 렴하게 화를 제작함과 동시

에,이를 통해 삶과 생활, 는 놀이가 학습의 장(場)으로 들어올 수 있도

록 의도하 다.

나. 구성 및 절차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교과의 기본 지식 이해’,‘화 제작’,

‘상   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해당 교과에 한 기본 지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를 탐색하고 주제를 구체화하여 화를 제작

하고,이러한 과정으로 제작된 화를 상 함으로써 학습한 결과물을 공유

14) 플 (plot) 란 학 에  상  한 여러 들   열하거  술하는 

 미한다. 스 리(story)  차  스 리는 시간  순 에  열 에 해, 플  

과 계에  열 라는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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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주요 과업 주차 일시 구체  활동

1. 교과의 

기본 지식 이해

교과에 한 

주제  이론 

개

1주 3.6 •강의 목표  수업 운  안내

2주 3.13
•진단 평가

•교직과 교사 련 주요 이슈 토의

3주 3.20 •학교 조직의 특징

4주 3.27
•교직의 문성

•교직의 직업  특성

5주 4.3
• 간 고사

•교직과 교사 련 주요 황  이슈

6주 4.10
•개인별 심사 발표 

•   구성

2. 화 제작

주제 선정

기획

촬

편집

7주 4.17-4.23
• 별 역할 분담, 일정 계획

•주제 선정  제작 기획

8주 4.24-4.30 •시나리오  콘티 작성

9주 5.1-5.7

•제작기획서 발표(5.1)

•스마트폰 화 감독 특강(5.1) 

•시나리오  콘티 작성 

10-11주
5.8-5.14

5.15-5.20
•촬  

12주 5.21-5.27
•촬   편집상의 어려움 공유(5.21)

•촬   편집

13주 5.28-6.4 •편집

3. 상   평가
화 상   

평가회

14주 6.5 • 비 시사회

15주 6.21
•스마트폰 교육 화제

  ( 화 상    토론, 강의 평가)

<표 Ⅲ-1>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구성 차

하는 과정이다.각 단계별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다.교과의 기본 지식 이

해 단계에서는 교과에 한 주제  이론 개 을, 화 제작 단계에서는 

주제 선정,기획,촬 ,편집을,상   평가에서는 화 상   평가회를 

주요 과업으로 구성하 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2012년 1학기 S 학교 사

범 학 「교직과 교사」 과목에 용하 다.이 교육방법을 「교직과 교사」 

과목에 도입,운 한 과정  구체 인 활동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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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의 기본 지식 이해

‘교과에 한 기본 지식 이해’단계는 총 5주로15),학습자 체를 상

으로 하는 수업으로 구성하 다.실제로 이 단계는 담당 교수의 강의와 학

생들의 질의응답  토의로 이루어졌다.

가)진단평가를 통한 교직과 교사 련 주요 이슈 논의

이 수업에서 특징 인 것은,학생들의 선행 학습 수 을 측정하는 진단

평가를 강의 첫 주(2주차)에 시행하 다는 이다.진단평가를 시행한 것은 

이 수업의 특성상 교직과 교사와 련된 주제나 이론을 다루는 기간이 짧

다는 을 고려하여,학생들의 선행 학습 수 을 악하고 이를 반 한 강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 진단평가를 통해,학생

들로 하여  교직과 교사에 한 주요 내용을 상기시키고,교직과 교사에 

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자 하 다.

진단평가는 20문항으로 된 OX퀴즈로 구성되었으며,주요 내용은 교원 

양성  인사,평가,근무 조건,교직단체,새로 도입된 제도 등이다.구체

으로는 양성(3문항),자격(2문항),임용  임명(2문항),승진(2문항), 직 

 보(1문항),정년(1문항),평가(1문항),권리(1문항),근무 조건(2문항),

교직단체(2문항),새로 도입된 제도(2문항),교육감의 자격(1문항)으로 구성

하 다.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에는,해당 문항에 한 정답과 그 이유에 해 논

의하고,교직과 교사와 련된 사회  이슈에 해 토의하 다.교사 자격

증제,임용과 지 ,승진체계,평가,정년, 직 연수,근무 조건,권리와 의

무,교원단체의 성격과 갈등에 한 주제를 논의하 다.

나)강의  토의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교직과 교사에 한 핵심 내용을 다루되,학교 

15) ‘ 과  본 지식 해’ 단계는 1주차에 루어진 ‘강    수업 운  안내’  하고, 

2주차  6주차 지 5주 동안에 루어진 동  보았다. 는 1주차에는 수강생들  수

강 신청 변경 간  수강생  지 않  상태라는  고 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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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속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교직의 의미에 해 주로 언 하 다.3주차

에는 교직의 의미와 학교 조직을 보는 ,교사 일의 속성 등을,4주차에

는 교직의 특성,교직 ,교직 사회화의 특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5주차에는 교직과 교사의 주요 역으로 양성 체제,자격증제,임용 제도,

승진 제도,교사 평가, 문성 개발,근무조건,권리와 의무,교직단체 등의 

9가지를 제시하고,이에 한 강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 2주차부터 

5주차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고사를 실시하 다.

다)개인 심사 발표   구성

6주차에는 학생들이 개인별 심 주제를 발표하고 소집단을 구성하 다.

학생들은 앞 단계에서 학습하고 논의한 주제  심이 있는 주제를 발표

하고,이를 고려하여 일차 으로 소집단을 구성하 다.소집단의 정 구성 

인원은 4-5명으로 기획하 으나, 심 주제나 학생들 간의 친 도,학습 여

건 등을 고려하여 3-5명으로 변경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총 4개의 소

집단이 구성되었다.

2) 화 제작 

‘화 제작’단계는 7주차부터 13주차까지 총7주로 구성하고,소집단 활

동 심으로 구안하 다.이 과정에서는 교수자가 체 일정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화 제작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되,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교수자  조교의 

연구실에 방문하도록 안내하 다.그러나 교수자와 수강생 체가 모여 

간 활동을 검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하여,제작의도

와 시놉시스,촬   편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한 발표를 

2회로 구성하여 운 하 다.

가)주제 선정

7주차에는 소집단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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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조교는 강의실이나 교내의 기타 장소에서 소집단 활동을 하는 학

생들을 찾아가,교직과 교사에 한 질문을 받고 피드백하는 활동을 수행

하 다.

나)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8주차에서 9주차는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활동으로 구성하 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 체가 모여 특강을 듣고,토의  피드백하는 수업을 

2회에 걸쳐 기획하 다.

(1)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작성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한 후,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에 해야 할 일은 기

획 의도  시놉시스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

택한 화 주제가 무엇이고,왜 화로 제작하고자 하는지, 체 인 시놉

시스는 어떠한지를 정리하 다.

(2)제작 기획서 발표

8주차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기획의도와 시놉시스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

하며,교수자  학생, 화 감독에게 피드백받는 수업을 구성하 다.이러

한 이러한 활동을 구성한 이유는 2가지 다.교수자 입장에서는 제작기획

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교과 련 지식이나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제작기획서에 한 피드백을 하기 한 것이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피드백 받

을 뿐만 아니라,교직과 교사에 한 다른 소집단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구안되었다.

(3)스마트폰 화 제작 방법 특강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화 제작을 하기 해서는,이에 한 문가의 

특강이 필요하 다.따라서 교수자  수업 조교는 스마트폰 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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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강의 경험이 있는 문 화 감독을 빙하여,학생들의 제작기획서

에 한 피드백과 함께 주제 선정,스마트폰을 활용한 화 촬   편집 

기법,도구 등과 련한 특강을 운 하 다.

(3)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작성

학생들은 기획의도  시놉시스에 한 피드백과 화 제작 특강을 바탕

으로 하여,구체 인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 다.이는 소집단별

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기에,8주차와 9주차에 국한되기보다는 7-9주차에 

걸쳐 자율 으로 이루어졌다.

다)촬   편집

촬   편집 활동은 10주차부터 13주차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성하

다.이 과정에서 수강생 체가 모이는 수업을 1회 기획하 는데,이는 진

행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

(場)으로 운 하 다.

3) 화 상   강의 평가

이 교육방법을 통한 학습 과정의 결과물은 ‘화’이다.따라서 다른 수업

에서 소집단별 학습을 하고 이에 해 발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 

수업에서도 학습 결과물인 화를 통해 그동안 학습한 주제를 발표하고 공

유하는 자리를 마련하 다.이 과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첫 번째는 

강의 차원에서 교수자와 수강생만 모여 이루어지는 비시사회이고,두 번

째는 이를 학교 체 차원으로 확 하여 교직과 교사에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교육 화제이다.

가) 비시사회

비시사회는 14주차에 교수자  수강생만을 상으로 기획,운 하 다.

학생들은 사  과제로 최종 인 화의 기획의도  시놉시스가 담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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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를 제출하 고,각 별로 제작 의도 설명(5분), 화 상 (10분),수

업  학습 과정에서의 경험 발표(10분),질의응답(15분)이 이루어졌다.그 

에서 수업  학습 과정에서의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표가 이루어

졌다.첫째는 화 제작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함양되었다고 생각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한 것이고,둘째는 교직과 교사에 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의 변화에 한 내용이다.

나)스마트폰 교육 화제

스마트폰 교육 화제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인 화를 공개 상 하여,

교직과 교사에 한 주요 이슈나 심사에 해 공유하고자 마련하 다.

따라서 많은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수강생들과의 논의

를 거쳐 S 학교 학생들의 종강 이후인 2012년 6월 21일,오후 3시부터 5

시까지로 기획하 다. 한 교육 화제는 수강생들이 한 학기의 수업을 마

무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표가 있었으므로,4편의 

화 상 뿐만 아니라 축하 공연, 객과 감독과의 화,작품  개인 시상

의 로그램으로 구성,운 되었다.

다. 과제 및 평가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 ,조별 포트폴리오, 화의 3가지 과

제를 부과하 으며,이들 과제와 간고사 성 ,출결 상황을 포함하여 평

가의 항목으로 삼았다.각 항목의 평가 기 은 출석 10%, 간고사 20%,

개인  30%,조별 포트폴리오  화 40%로 하 다.그  과제물인 

개인 ,조별 포트폴리오, 화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개인 

개인 은 한 주 동안의 화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생각,느낌

들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으며,다음 차시 수업이 시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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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직과 교사"수업 기간 의 일기(diary)라고 생각하면 됨.

나.특히 스마트폰 화 제작 활동 과정에서 '교직과 교사','스마트폰 화 제작'에 

해서 느낀 ,질문,어려움,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것에 한 자신의 생

각 등을 자유롭게 기술함.

까지 강의 지원 시스템인 eTL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 다.그  첫 번째 이라 할 수 있는 6주차 은 개인별 심사

를 기술하도록 하 다.이후 7주차부터 14주차까지에 걸쳐 화 제작 활동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느낌 등에 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다.개인 

의 분량은 A4용지 1매 내외로 제한하 으며,내용과 련하여서는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

2)조별 포트폴리오

조별 포트폴리오는 제작기획서,시나리오,스토리보드,활동일지로 구성

되었다.제작기획서에는 기획 의도와 시놉시스가 포함되도록 하 고,시나

리오는 일반 인 시나리오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 다.스토리보

드는 시나리오를 화화하기 하여 장면을 그림으로 표 하는 것으로,학

생들이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그림을 제출하도록 하 다.활동일지는 조별 

회의 내용을 기록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일지와 촬 일지로 나 어 기

록하도록 하 다.교수자와 조교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기획서,

시나리오,스토리보드,활동일지의 양식과 시를 eTL의 <자료실>에 제시

하 다.

3) 화

화는 학생들이 체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든 최종 결과물이다.학생들

은 소집단별로 제작한 화를 일 형태로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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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 선정의 이유

  이 연구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사례는 S 학교 사

범 학의 2012년 1학기 「교직과 교사」강의이다.연구자가 이 강의를 

용 사례로 선정한 것은 기본 으로 이 과목이 교사양성기 인 사범 학에 

개설된 강의이기 때문이었고,이 과목이 갖는 내용  특성과 실험  용 

가능성도 고려하 기 때문이다.

첫째,「교직과 교사」는 비교사인 사범 학생 상의 강의라는 측면

에서 본 교수법의 목 에 부합하 다.이 수업의 수강생들은 비교사 

는 교육에 심이 있는 학생들이기에 새로운 교육  교수법에 한 심

이 높고 수용 태도도 정 이며,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한 상이었다.여기에 15명-20명이라는 소규모 학습 집

단이라는 도 고려하 다.

둘째,「교직과 교사」과목은 강의 주제의 측면에서 이 을 가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학교 조직의 특징,교직의 문성  직업  특성,교사의 

역할,자질과 자격 제도,사회화, 문성 발달,양성,인사 등의 다양한 주

제를 다루고 있다16).이러한 주제의 특성상,교직과 교사에 해서는 다양

한 과 이론,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이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

부한 주제의 화를 제작할 수 있으며,주제의 선택에서부터 기획  제작 

활동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역량 발휘가 가능하다.여기에는 ‘교직과 교

사’와 련된 주제가 학생들의 개별 공과 무 하게 공통 인 심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

셋째,연구자의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라는 에서 실험  활용의 편

의성이라는 장 이 있었다.특히 본 교수법은 7주 이상을 화 제작에 활

용해야 했기 때문에,강의 시간 운 의 융통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했

16) 러한 내  2012  「 직과 사」강 계  참고  한 것 , 『2014  S 학  과

과 』에는  강  과 주 에 해 다 과 같  시 어 다. “ 사  직에 한 본

개 ,  그리고  개 함  사  직에 한 리  과 해  틀  마 하는 

  다. 보다 체 는 학 직  특수 , 사  직  특 , 사  질과 격, 

양 과  등  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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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 이 강의는 외  경우를 제외하고는,매년 1학기에 동일

한 강의명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다.따라서 연구자와 지도교수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지속 으로 용하면서 학생들의 경험을 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2012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 재까지도 

3년에 걸쳐 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상은 「교직과 교사」강의가 교육학과 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연구 상  다수가 교육학과 학생이었다는 에서 약

도 존재하 다.교육학과는 교과교육학과에 비해 상 으로 교사 희망자

가 기 때문에,학생들이 교직과 교사에 한 학문  심이 있다 하더라

도 실제  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S 학교 사범 학

의 경우,교직 과목 역의 하  교과목을 살펴보면 비교사들이 교사나 

교직에 해 배울 수 있는 강의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S 학교,2014).교

사가 해야 할 학교경   학  경 ,생활지도 등의 실행 인 측면,교육

사,교육사회학 등의 이론 인 측면에 한 강의는 개설되어 있으나,‘교사

론’과 같은 교사나 교직 자체에 한 이해나 가치 을 수립하도록 하는 태

도 인 측면의 강의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17).물론 교사에게 학교

교육의 역사나 사회  맥락에 한 이론  내용의 학습이나,실제 교사로

서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  지식의 학습은 요하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교사의 직업  특성,즉 교사나 교직 자체에 한 이해나  

한 상당히 요함에도 불구하고,이에 한 교육과정이 교직과목으로는 마

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S 학교 사범 학의 학생들  교직과 교사,교

사론 등에 한 과목을 듣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 교육학과 공 선

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직과 교사」를 선택하게 된다18).

17) 러한 상  S 학  사 학만  는 아니다. (2014)는 『2014 도 원 격검  

실 편람』에  직과   ‘ 직 ’  하  과  학개 , 철학  사, 

과 , 평가,   공학, 심리, 사 , 행   경 , 생 지도  

상담, 타 직  규 하고 다. 여  ‘ 사 ’  타 직  시  다 과 같  

시 어  뿐 다. “ 타 직 - 학   역   9개 역에 포함 지 

않  과  사양 별  하여 수한다.( : 수-학습 , 사 ,  등)”  

해,  학  하고는 ‘ 사 ’  개 한 사양  많지 않다.

18) 이러한 경우 이 과목의 학 은 교직 과목이 아니라,일반선택 과목의 학 으로 인정된다.S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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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이 연구에서 S 학교 사범 학의 강의인 「교직과 교사」과목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실험  활용의 편의성,새로운 교수법에 한 연구 

상의 수용도,주제의 다양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장 이 있었기 때문이다.그

러나 더욱 요한 것은,이 과목이 비교사에게 교직과 교사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강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분석 상  자료

가. 분석 대상

이름 학과 성별 학번

송민수 사회교육과 남 2007

이재 생물교육과 여 2008

김민아 어교육과 여 2012

윤보민
교육학과

( 어교육 복수 공)
여 2011

박상훈 교육학과 남 2008

박은주 교육학과 여 2008

이기찬 교육학과 남 2008

최 수 교육학과 남 2008

김희빈 교육학과 여 2009

이지혜 교육학과 여 2010

곽상 교육학과 남 2011

김다혜 교육학과 여 2011

김승수 교육학과 남 2011

김지 교육학과 여 2011

김 주 교육학과 여 2011

김희찬 교육학과 남 2011

윤단아 교육학과 여 2011

<표 Ⅲ-2>연구 상의 특징

*연구 상자의 이름은 가명임.

교 사범 학의 학생들은 공,교직,교양의 역으로 규정된 학 을 제외하고는,이러한 역 구

분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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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스마트폰 화 제작 활용 교육 방법을 용한 2012년 1학기 S

학교 사범 학의 「교직과 교사」수업을 상으로 한다.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17명으로,학과별로는 교과교육학과 3명,교육학과 14명이고,성

별로는 남학생 7명,여학생 10명이었다.

나.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은 학습 경험을 분

석하는 데,학생들이 화를 제작하고 상 하는 기간 에 작성한 개인 

과 조별 포트폴리오를 주로 활용했다.보조 으로는 강의 찰 일지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연구 결과의 분석에 부분 으로 활용하 다.

1)개인 

개인 은 체 수업 과정에서 개인 심사 논의가 이루어진 6주차와 

화 제작 활동이 이루어진 7주차부터 14주차까지 작성되었다.이에 이 연

구에서는 2012년 4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총 9주에 걸쳐 수합된,총 

147편의 개인 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2)조별 포트폴리오

조별 포트폴리오는 제작기획서,시나리오,활동일지 등을 담고 있는 자료

로,학생들의 화 기획 의도나 화 제작 과정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

다.총 4개 에서 각 1권씩의 포트폴리오가 수합되었다.

3)강의 찰 일지

강의 찰 일지는 1주부터 6주차까지의 강의  토의 내용과 9주차,11주

차에 이루어진 발표  피드백,특강 등에 해 찰하고 기록한 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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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일시 이름 학과 성별 학번 제작 화

2014.6.20
박상훈 교육학과 남 2008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이기찬 교육학과 남 2008

2014.6.23 김다혜 교육학과 여 2011 < 경을 보라>

2014.6.24 김희빈 교육학과 여 2009 <The Dream Not Taken>

2014.6.24 김희찬 교육학과 남 2011 < 로젝트 T>

2014.6.25
김지 교육학과 여 2011

< 경을 보라>
김 주 교육학과 여 2011

2014.6.27 이지혜 교육학과 여 2010 <The Dream Not Taken>

<표 Ⅲ-3>면담 일시와 면담 상자의 특성

4)면담

2012년에 교직과 교사를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 하여,이 수업이 이후

의 학생활, 는 학습 방식에 있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면담을 수행하 다.총 17명의 수강생에게 연락을 하 고,그  자

발 으로 면담에 응한 8명의 학생을 면담하 다.구체 인 면담 기간은 

2014년 6월~7월이었고,면담 시간은 30분~1시간으로 이루어졌다.면담은 

사 에 구안한 질문지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

음한 후 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면담 일시와 면담 상자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같은 날에 수행한 면담은 면담 상자가 같은 인 경우에는 함께 면담하 고,다른 의 

경우에는 시간  장소를 분리하여 면담하 음.

3.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양 내용분석과 질  자료 분석을 함께 사용한다.그  

양 내용분석은 집단별 학습 경험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만 제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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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단어가 의미의 독립  단 로서 인정을 받고는 있으나, 체 맥

락 속에서의 의미와 그 맥락에서 단어를 분리했을 때의 의미는 다소간 차

이가 있으므로,양  내용 분석만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 경험의 양상  특징을 확인하는 목 에 국한해서만 양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학습 경험에 해 보다 구체 인 분석을 시도할 때

에는 질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가. 양적내용분석19)   

이 연구는 양 내용분석(QuantitativeContentAnalysis)을 활용하여 학

생들의 개인별 을 분석하 다.양 내용분석(이하 내용분석)은 '질  

자료인 음성이나 문자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체계 이고 객 인 과정을 

거쳐 양  자료로 변환시켜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Rourke,Anderson,

Garrison&Archer,2001),교수-학습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합한 텍

스트 분석 방법이다(박양주·우 희,2012).

이 연구는 Poldner,Simons,Wijngaards& Schaafetal.(2012)가 제안한 

성찰  에세이에 한 내용분석 틀 개발을 한 7단계의 차,즉 1)분석

의 목  확인,2)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표상할 수 있는 특성 확인 ,3)

분석 유목과 지표 개발  문가 검토,4)사  검사,5)코딩 수행을 

한 안내 개발  훈련 시행,6)연구 자료의 분석,7)미래 연구자들에 의

한 활용  수용 가능성 확보에 따라 시행되었다.

우선 내용 분석의 틀인 분석 유목과 지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

법의 개발 의도를 고려하고,이 자료에 한 선행 연구(진동섭,한은정,

2013)를 토 로 하여 개발하 다.이 교육방법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을 이루어 화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학생 주

19) 지도 수  연 는 2012  2014  재 지 스마트폰   에 한 연  

수행하고 다.  과 에  연 는  편   하 는 , 그  양   에 

한  진동 , 진, 한 (2013)  내  수 , 보 한 것  다. 그것  개  

 양  하  해 수차  가 루어 , 에 가  하다고 단 는 

향    연    루어  다.



- 66 -

도의 소집단 활동을 진하고,이를 통해 교과 내용과 지식을 구성하고 이

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 이 있다.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①교과 내용과 지식,② 화 제작 방법과 활동,③소집단 활동

으로 분류하 다.그러나 처음부터 유목화한 자료를 토 로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주 인 이 개입된다는 을 고려하여,사  검사 차

원에서 반 인 학습 경험 분석을 해 체 단어 출  빈도를 분석하

고,이후 단어별로 유목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 다.연구 

자료의 기본 분석 단 는 고정단 인 ‘단어’를 사용하 는데,이는 고정단

(fixed unit)의 경우 단 화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박양주·우 희,

2012).자료 분석 도구는  N-vivo 로그램을 활용하 다.

연구 자료의 분석 과정을 구체 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학생들의 

학습 양상을 분석하기 하여 개인별  체 단어 출  빈도를 학습 경

험 유형에 따라 분석하 다.분석 데이터는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제 작업이 이루어졌다.1차 으로 N-vivo 로그램의 빈도 분석

을 한 결과,자동 으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 어구나 단어 심의 빈도 

분석이 이루어졌다.2차 으로 연구자가 이들 1차 분석된 데이터를 상으

로 하여 <표 Ⅲ-4>와 같이 추가 인 정제 작업을 수행하 다.명사의 경우 

결합된 조사를 탈락시키고,연구와 련 없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명

사나 특정 에 한정된 소재명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동사·형용사

의 경우에는 기본형인 ‘-다’로 수정하 으며, 형사나 부사의 경우에는 연

구와 한 련이 없다고 단되는 지시 형사와 수 형사,강조·시간·

문장 간 속어 등의 부사를 제외하고 빈도를 분석하 다.이 때 단어의 

조합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 다.

를 들어 화 작업 과정  하나인 스토리 보드의 경우,‘스토리’와 ‘보드’

로 처리하지 않고 ‘스토리보드’로 처리하 다.그리고 유의어는 맥락을 고

려하여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 다. 를 들어 ‘교사’,‘선생님’,‘남교사’,‘여

교사’등 교사에 해 언 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는 모두 ‘교사’로 통

일하여 빈도를 산출하 다.통일시킨 유의어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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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

명사
시간·공간 토요일, 화요일, 때, 오늘, 하루, 재, 앞, 뒤 

소재명 구보, 보라, 경

형사 이/그/ , 몇

조사

주격 은(는)/이/가, 께/께서, 에서/서

서술격 ~이다

목 격 을/를

형격 의

부사격 에/에게, (으)로,처럼, 로서

속 와(과)/끼리

보조사 만/뿐/부터/도/까지

부사

강조
무, 가장, 매우, 계속, 거의, 막상, 미리, 굉장히, 그냥, 꼭, 상당히, 단순

히, 항상, 오래, 별로, 약간, 여 히, 더, 더욱, 빨리

시간 앞서, 곧, 동시에

속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 한, 

유의어 통일 후 유의어 통일 후

감독, 감독님 감독 사범 , 사범 학 사범

교사, 교원, 선생님, 여교사, 남교사 교사 소명, 소명의식 소명

교수, 교수님 교수 아이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교장, 교장선생님 교장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

많다, 수많다 많다 스토리  보드,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말, 말 말 장면, 씬(scene) 장면

조, 조원, 조별 조방법방법, 방식

<표 Ⅲ-4>탈락/제외시킨 품사와

<표 Ⅲ-5>통일시킨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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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2012년 1학기의 수업  수업 상에 한 질  

사례 연구이다.이에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생산된 개인별 과 조별 

포트폴리오,강의 찰 일지,강의 종료 후 추가 으로 이루어진 면담 자료

를 질 으로 분석하 다.

그 에서도 가장 으로 분석한 자료는 개인별 이다.  쓰

기는 교사교육 분야에서 교사들의 반성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문성 신

장에 기여한다는 측면 때문에 교사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Yinger& Clark,1981;김병찬,2002에서 재인용).본 수업에서  쓰기

는 학생들이 매 주별로 조별 동 학습을 하면서 반성  사고를 진한다

는 에 교육  의미를 두었다.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고 흐

름뿐만 아니라,공유된 의사소통 과정,문제 해결 과정,사회  지식의 구

성 과정 등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개인 에 하여 반복 으로 읽기 활동을 하고,유의미하게 

발견되는 학습 과정과 학습 경험에 하여 지속 으로 코딩하고 쓰기 활동

을 실시하 다.“읽기와 쓰기는 그 자체로 자기 반성 인 과정이며,쓰기 

과정을 통해서 작성한 노트들은 다음 번 읽기에 향을 미치게 되며,반복

되는 쓰기는 일종의 앎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 ,2009:

216-217).

구체 인 자료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에서 비교사의 지식  신념의 형성 과정을 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김정화(2003),김병찬(2003)의 분석 방법을 참조하되,연구 목 과 문

제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다.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는데,1) 화 제작 활동 이 의 개인 차원에서의 심

사와 선행 지식  ,2) 화 제작 과정에서 소집단별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과 이에 나타난 변화에 한 부분이다.1)의 연구 문제와 련하여,연

구자는 6주차 을 심으로 정독하면서,자료를 하나의 주제에 해 서



- 69 -

술하고 있는 기본 단 로 구분하 다.다음으로 각 기본 단 를 읽으면서 

주제를 재분류하여 범주를 선정하고 검토하 다.그리고 강의 찰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심사와 에 

기록한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 정리하 다.2)의 연구 문제와 련하여서는 

다음 세 단계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첫 번째로,  자료를 소집단별 

수집 시기 순으로 정독하면서,자료를 하나의 주제에 해 서술하고 있는 

기본 단 로 구분하 다.여기에서 기본 단 는 하나의 문단이나 문장이 

될 수도 있으며,두 개 내외의 문단이나 문장의 결합인 경우도 있었다.두 

번째로는,각 기본 단 를 읽으면서 소집단별 학습 과정의 흐름에 따라 주

제와 기본 단 를 재정리하고,이러한 학습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비 

범주를 만들었다.이 과정에서 조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제작 기획서,시

나리오,스토리보드,제작 일지 등의 자료도 주제  범주 구분에 맞추어 

분석,정리하 다.세 번째로는,분류된 학습 과정 흐름의 틀을 가지고 자

료들을 다시 읽어가면서,학습 과정과 략을 찾고 이를 다시 구조화시키

는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 다. 한 이들 자료에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해당하는 기본 단 에는 별도로 표시하고 추가 으로 분류하여 정

리하 다.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련해서는,강의 종료 후 추가

으로 이루어진 면담 자료의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정리하 다.

해석 작업은 자료 수집  분석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해석 내용

은 해당 자료의 여백에 기록하거나 별도로 기록,정리하 다.분석 과정과 

동시에 진행된 해석 내용은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재해석하고,종합 으

로 해석하고자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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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선행 지식과 

화 제작 과정을 지식의 재구성 과정으로 볼 때,학생들이 화 제작 

이 에 갖고 있었던 지식,즉 ‘선행 지식  ’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

가 있다.선행 지식  은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하나는 학

생들이 1-5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토 로 하여 화로 만들고자 하는 

심 주제이고,하나는 화 제작 이 에 교직과 교사 반에 해 갖고 있

는 인식  이다. 자는 수업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지식과 이 나

타나 있으며,후자는 수업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직과 교사에 한 이 나타나 있다.

  가. 관심 주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심을 갖고 있는 주제20)는 교직 사회화(6명) 으며,

교사의 인간 계(3명)나 교사양성제도(2명),교사 문성(2명)에 한 심

도 높은 편이었다.그 외 소수 의견으로는 교사 임용,교사 연수,수석교사

제,교직 입직 동기,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갈등과 화합,교직에 

한 사회  인식,퇴직 교원의 활용,교생 실습을 통한 변화 등이 심 주

제로 나타났다21).

20)   에 루어  심 주  는 직과 사  다양한 야  어  것  

할 것 가에 한 다.  , 수 는 ‘주 ’  도했 ,  학생들  주  ‘

재’에 해 하 고, 만  매우 체  ‘주 ’  하 다. 라  여 는 ‘ 재’  

‘주 ’  별하지 않고 ‘주 ’라는 어  사 하 , 그것  체  경우에는 ‘ 체  주

’라는 식  수식어  통해 술하 다.

21) 17  학생들  2  심 주 에 한  하지 않았 , 에 15   

하 다. 들  심 주  2개 상 한 학생들  어, 들도   료  삼

았다. 라   에  하고 는 개별 심 주  갯수는 22개 ,  주 별  

하여 12개  주  시하 다. 



- 71 -

1)교직 사회화

교직 사회화와 련해서는 교직 사회화 과정의 어려움(4명)에 한 의견

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입교사와 기존 교사

의 갈등(1명),교직 여성화에 따른 남성‧여성 신입 교사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1명)에 한 의견도 있었다.

가)교직사회화 과정의 어려움

교직 사회화에 심을 가진 학생들은 그 에서도 특히 교직 사회화 과

정의 어려움에 가장 많은 심을 나타냈다(4명).학생들은 교직 사회화 과

정이 “어려움”과 “시련”을 수반하며,다른 문직과 달리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신입교사들이 변화를 겪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도 하 다.

한 교직 사회화 과정의 특징 의 하나인 “자기 사회화”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교직 사회화 과정에 해 심층 으로 다루어보고 싶다.교직 사회화는 교사로 임

용되어 교직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교직사회로의 응 양상을 말하며,교직 생활

의 내용 역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교사 ,교육과정 ,수업지도 ,학생  등에서의 

질  성격의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교직사회화 과

정은 자기사회화의 과정으로써,신임 교사들은 교실이라는 독립된 공간 속에서 스스로 

교사로써의 자신을 발견하고,수련해 나간다.그 다면 이처럼 교사의 교직 응 과정을 

화로 제작한다면,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나마 교사의 입장에 서서 교직사회화에 

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물론 단순히 교직사회화의 과정,그리고 이론에 입각한 

상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교직사회화 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과 그 과정 속의 보

람을 찾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이기찬(2012.4.16.)22)

22)  안  짜는 개   다.  들 , 2012.4.16.  2012.4.10.~4.16 지  동

 탕   하여 한 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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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교사 역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응해야 한다.그 에서도 다른 문직과 달

리 교사는 “자기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다.이 과정을 다루거나 혹은 자기 사회화라고는 

해도 동료 교사,교장,교감,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향을 끼칠 것이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에 한 열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교사가 시련 혹은 격려 등의 과정을 겪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에 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박상훈(2012.4.16.)

교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은 곧 교사가 될 비교사들의 교직 사회화가 불충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교사 양성기 에서 교직 사회에 한 충분한 사회화 과정

을 겪지 못한 임 교사가,이 에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황하고 학교 

장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내가 제작할 화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여주고 싶다. -송민수(2012.4.16.)

교직은 다른 문직들과 비해 동료들간의 상호작용과 소통,그리고 공유가 잘 일어나

지 않기 때문에 교직사회화 과정은 흔히 “자기 사회화”라고 불린다. 한 교직의 두드러

진 특성에는 학생이 교사가 되는 과정에 갑자기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책임을 지는 과정은 교사 혼자서 거쳐야 하며 소  “sink-or-swim”

phenomenon이라 불린다.교사가 스스로 잘 견뎌내지 못하면 가라앉는 것이고 잘 견뎌낸

다면 잘 헤엄쳐 나가는 상을 뜻한다.이러한 교직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다른 문직과

는 달리 조 은 더 “외롭고”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략…) 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직 사회화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은 마음에 교직사회화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윤보민(2012.4.16.)

나)신입교사와 기존교사 간의 갈등

한 학생은 교직사회화 과정에서 신입교사와 기존 교사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은 교사와 기존 교사 간에 “교직에 한 개

념”이 다르며,특히 은 교사들이 “항상 신 이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는 반면 기존 교사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한다는 것이

다.이에 신입교사와 기존 교사 간의 갈등 속에서 ”신입 교사가 이를 해결

하는 과정“에 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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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들은 교직에 한 나름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교직 경험이 풍

부한 교사들과 은 교사들의 교직에 한 개념은 좀 다르다고 니다.가령 은 교사들

은 항상 신 이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경력이 된 교사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차이들이 교사가 교직 사회화를 하는데 있어서 무수

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는 이번 화를 통해서 교사가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다루고 싶습니다.좀더 깊게는 신입교사와 기존교사간의 

갈등을 다루고,신입교사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최 수(2012.4.16.)

다)교직 여성화에 따른 남성·여성 신입 교사의 사회화 과정 차이

교직 사회화와 련하여 한 학생은 “교직 여성화”에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가 “자기사회화”를 하고 “비공식 인 계에서 사

인 도움”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교직 여성화로 인해 남교사와 여교사 간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직면하게 되는 공간은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이다.이 공간 내에서 

교사는 유일한 성인이며,학 의 아이들을 통솔하고 교육해야 하는 막 한 책무를 부과 

받는다.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신입 교사는 선배 교사를 보고 따라할 수도,

군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지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교사는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

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사회화를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공식 인 

피드백을 받기보다 비공식 인 계에서 사 인 도움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최근에 에 띄게 두드러진 교직 여성화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 신입 교사의 사회화 과정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주(2012.4.16.)

2)교사의 인간 계

학생들이 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교사의 인간 계’는 학생,학부모,

교장과의 인간 계로 나타났다(3명).그  학생과의 인간 계는 교사라는 

직업의 업무  특성상 매우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학부모와의 

인간 계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에 한 문제에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장과의 인간 계는 일반 으로는 교장이 “  권한”

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일방 인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으나,교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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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인한 “스트 스”를 겪고 있으며,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져온 폐단”이라는 측면에서 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과 어떤 계를 맺는 교사일까?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에게 어떤 존

재가 되어야 할까?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도 요

한 질문이지만 학생과의 계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의 많은 부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더욱더 요하다.교사가 되기 이 에도,교사가 된 후에도 

그 질문에 늘 답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략…)본 수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서의 교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내가 에서 제시한 소재는 어떻게 조직 구성

원으로서의 교사를 드러내는지 아직은 조  불분명하다.생각해 본 바로는 를 들어,교

사로서 자신이 바라는 학생들과의 계와 학교 조직이 교사에게 바라는 학생들과의 계

가 립되는 경우가 있다면,그런 측면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혹은 인간 계를 학

생과의 계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동료 교사 혹은 교장,교감과의 계를 다루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지혜(2012.4.16.)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노원,목동,반포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학부모가 교사에게,학

교에게 향을 미치는 지 왔다.교사가 client-servingoccupation이라는 말처럼 학부모

가 마치 고객처럼 교사나 학교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반 로 

아이와 아이의 성 을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보다 학부모가 낮은 치에 있는 경우

도 많았다. 지 문제가 극단 인 이다.어느 한 쪽이 완 하게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표 해보고 싶다. -김지 (2012.4.16.)

나는 학교장과 교사의 계에 해서 그려보고 싶다.(… 략…)교장이 지닌 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기도 하다.결국 교사가 일방 인 피해자이면서 교

장은 이익과 편안함만 리고 있는 것 같지만,그만큼 교장이 겪고 있는 스트 스도 있다는 

것이다.나는 이것 한 그려내고 싶다.이 모든 것이 교장이 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가져온 폐단이란 에 주목하는 것이다. -김다혜(2012.4.16.)

3)교사양성제도

교사양성제도에 해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행 교사양성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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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을 가진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한 문제제기를 하

고 있다.이와 련하여 교사양성체제 반과 교직 실습,임용고사에 심

을 나타내고 있다.

훌륭한 교사의 요건은 무엇인가.교수력과 품성을 모두 갖춘 사람만을 ‘훌륭한 교사’라

고 칭할 수 있는 것 아닐까.교사는 기본 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성을 갖추어야 한

다.자신이 가르치는 지식에 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결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교과 내용에 한 교수 능력만이 교사 자질의 부는 아

니다.교사는 학생들과 인격 으로 하는 사람이다.학생들을 인간 으로 우하고,

헌신성과 끈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해 노력해야 한다.우리 화에서는 이 게 문성

과 인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행 교원양성체제가 훌륭한 교사를 길러내는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승수(2012.4.16.)

본인은 본 스마트폰 화 제작에 있어서 ‘교원양성체제’와 련된 내용을 다루고 싶다.

술했던 문제의식과 더불어 1학년 학국어 시간에 ‘교원양성체제’에 해서 공부한 경

험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때에는 교원양성체제 자체를 심으로 공부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교직과 교사라는 키워드와 연 시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어 든 교원양성체제는 여러 가지 범주로 나  수 있을 것 같다.본 작품이 교원

양성체제 반의 역을 다룰 수도 있고,교직 실습이나 임용고사 같은 더 디테일한 부분

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분명한 은 주제 자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오

고 있는 교사의 문성에 한 의심이기 때문에,이와 련된 참고 자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화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희찬(2012.4.16.)

4)교사 문성

교사 문성에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 문성의 필요성과 교사

문성 확보의 해 요인에 해 심을 나타내고 있다.교사 문성의 필

요성에 심을 보인 학생은 교사 문성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

명히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교사 문성의 핵심인 “가

르치는 일”에 해 유능한 교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조직의 

료제  성격”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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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문성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그것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성이 분명히 

있고,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내는 화를 만들고 싶다. 화는 다양한 표  방식으로 객

을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나는 교사를 다른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하고,그것의 생태 혹

은 행동을 통해 객이 교사에 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싶다.그리고 교사가 

비유 상과 같이 문성이 있는지 그 지 아닌지에 해 항상 논쟁거리가 되지만,결국

은 그것의 문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 으로 표 해내고 싶다.-이재 (2012.4.16.)

'명한 교수'는 있어도 '명한 교사'는 많지 않다. 명한 교수들은 개 교수로서 연

구 분야에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반면,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교

사는 리직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무능한 평교사'가 되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이 아닐까.교직의 문성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  하나가 결국은 학교라는 료제 

시스템이 아닐까.지 보다 학교조직의 료제  성격이 조  느슨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김희빈(2012.4.16.)

5)기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1명의 학생만이 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들

이다.교사 임용,교사연수,수석교사제,교직 입직 동기,교원노조원과 비

노조원 사이의 갈등과 화합,교직에 한 사회  인식,교생 실습,퇴직 교

원 문제,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사 상의 변화,교사 개성의 요성에 

한 내용들이다.

가)교사 임용

교사 임용에 심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교사가 되기 한 과정을 3가지

로 나 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용고사를 합격하여 공립학교로 발

령받거나,임용고사를 도 포기하고 사립학교로 들어가는 경우,그리고 임

용고사에 불합격하여 계약직 교사가 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이 의견을 제

시한 학생의 경우,임용고사 제도를 교사 임용에 있어서 요한 제도로 인

식하고,이 제도가 계약직 교사에게 주는 스트 스와 극복 과정에 심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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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를 선발한 이후,사범 학을 졸업한 후에도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해서 구보다 교사라는 직업을 원하지만 계약직 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이

에는 도 에 시험에 합격하여 공립 학교로 발령받는 경우도 있고 도에 포기하고 사립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교사가 되기 한 과정으로서의 고사 제도가 계약

직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 스나 그 극복 과정에 해서 다루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상훈(2012.4.16.)

나)교사 연수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방법으로 교수자는 장학,연수,학교컨설 을 

제시하 다(수업 찰 일지 5주차.2014.4.3.).이와 련하여 한 학생은 교

사 연수에 심을 가지고,“학업 외 인 측면에 한 연수”와 “창의  재

량활동 수업”에 한 연수가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서는 교사의 개별 인 연구도 요하지만, 문성 신장을 

한 연수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연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

만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일으킬 수 있는 학업 외 인 측면에 한 연수,즉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등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큰 문제들에 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학업 증진의 수단으로 혹은 아이들의 창의  재량활동 수업에 한 문성 신장을 

해서 두 번째로 제시한 로 을 가지고 교육을 해보는 등의 테마가 있는 연수 등도 요하

다고 생각한다. -윤단아(2012.4.16.)

다)수석교사제

교직 사회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 교수자는 교사 안식년제와 수석교사

제를 제시한 바 있다(수업 찰 일지 5주차.2014.4.3.).이와 련하여,한 

학생은 “수석교사제”에 심을 보이고,이것이 “본래 취지 로”이루어진

다면 “교직의 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 인 인식

을 나타내었다.

일부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수석교사가 '계 이 높은 교사'처럼 비추어져 교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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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계화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본래 취지 로 잘 굴러

간다면 교직의 문성 확보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학교라는 조직은 교장-교감의 경 , 리직과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평교사로 

나뉘어서 수직  성격이 강하고,각 교사들도 사실상 말로만 문성,자율성일 뿐 서로 

분리되어 있고 소통이 부족한 편이다.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이 되려하는 데,이는 교

사직이 교장/교감을 한 하나의 수단처럼,징검다리처럼 여겨지는 실을 반 하기도 

한다.수석교사제의 정체성을 교장/교감과  다른 종류의 간 리직이 아니라 평교사

집단의 문성을 확보하고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미래지

향 인 내용으로 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김희빈(2012.4.16.)

라)교직 입직 동기

  교직 입직 동기에 심이 있는 한 학생은 사람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이

유에 “소명”과 “외 인 부분”의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고 있다.“완 히 

소명만을 가지고”교직에 진출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직은 “완 히 외 인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제 로 해낼 수 없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생툰이라는 네이버 월요 웹툰을 보면서 착안했다.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명감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안정 인 수입,방학 때도 

나오는 월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시집을 잘 간다는 이유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을 주

변에서는 안정 인 월 ,지 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반 로 사명감 없이 교사가 되어

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학생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이 게 소명과 외

인 부분 두 가지 큰 축이 있을 것이다.완 히 소명만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하기를 강

요할 수는 없지만,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에서 교직은 완 히 외

인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제 로 해낼 수 없는 직업이다.이 문제를 집 으로 조명해

보고 싶다. -김지 (2012.4.16.)

마)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갈등과 화합

  학생 시 의 경험을 토 로 교직 단체와 련하여 심을 보이는 경우도 



- 79 -

나타났다.이 학생은 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타 교직단체 소속 교사 간의 

갈등과 화합에 해 심을 나타냈다.

학교 내에서 교조에 가입한 교원과 그 지 않은 교원 사이의 갈등을 학생 신분일 때 

목격한 이 있다.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잘 알 수 없었지만 어떠한 원인(혹 가치  차이

에 의한 동일한 문제에 한 의견 차이)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지 살펴보는 것도 좋

을 듯 하다.혹은 서로 다른 교직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이라고 해서 늘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화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화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역발상이 될 것이

다. 화에서는 교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좋고 학생들의 시

각에서 교사 간의 갈등과 화합을 그려보는 것도 신선할 것이다. -박상훈(2012.4.16.)

바)교직에 한 사회  인식

한 학생은 교직과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그들에게 “모범”이라

는 엄격한 잣 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이에 “교사들도 교사이기 

이 에 인간”이므로,“이러한 시선들이 옳은 것인지”에 해 의구심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사가 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사람들도,그리

고 사회 인 분 기들도 교사라는 직업에 해서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사들은 업무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사람들은 생각

하고,안 보이는 곳에서도 교사들은 사회 인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생활하는 모습

들을 보입니다.(… 략…)그런데 이번에 교직과 교사 수업을 들으면서,아니 그 에도 

교사들에 한 이러한 시선이 맞는 것인가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교사들도 교사이

기 이 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경험이나 이스가 아니더라도 교사들은 교

사이기 때문에,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유교 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포기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는 이러한 시선들이 옳은 것

인지에 해서 화에 담아내보고 싶었었습니다. -곽상 (2012.4.16.)

사)교생 실습

이 수업에서는 교생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2명이 있었고,그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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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생 실습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심을 두고 있었다.교생 실습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한 이야기를 화로 만들 때 어떤 내용을 풀어낼 수 있을까.교직에 나갈 생

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고 주변 사람 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평

소에 교직에 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많이 막연하다.문득 

곧 나가게 되는 교생 실습을 소재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아직 직  교생

에 나가보지 않아서 구체 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직에 나가게 

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련의 실습 과정이니만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분명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박은주(2012.4.16.)

아)퇴직 교원 활용

  한 학생은 5주차의 수업 내용을 토 로,“퇴직 교원”문제에 심을 나

타냈다.“정년”연장과 련한 제도  근과 “퇴직 교원을 인  자원으로

서 활용”하는 방안에 해 심을 보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언 하신 로 62세 정년 퇴직 후 많은 퇴임 교사들이 그 아까

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IMF시기 65세에서 정년이 3년이 었지만 우리 사회는 

차 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시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퇴직 

교원들의 재능을 살릴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정년을 다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을 보여주어도 좋고 혹은 그러한 제도  방안 외에 퇴직 교원을 인  자원으로서 활용할 

만한 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박상훈(2012.4.16.)

자)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사 상의 변화

한 학생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 장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으로 인해 나타난 주요 교과의 교사와 그 지 않은 교사의 반응과 입지 변

화,인간 계 변화에 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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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군 개념이 도입되어 단 학교들은 각 교과의 시수를 

20%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학교 장에서는 그 과정

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주목해 보고 싶다.  학교평가의 기   하나가 명문  진학

률이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학교의 리자는 국 수 비 을 높이고 싶어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 수 외 교과의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교과군 내에서도 수

능 반 률이 낮아 소외되는 과목(도덕,기술)과 상 으로 입지가 높아지는 과목(사회,

과학)교사의 인간 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 알아보고 싶다.-김 주(2012.4.16.)

차)교사 개성의 요성

한 학생은 우리 교육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교사의 요성에 

해 심을 보이고 있다.“교사의 정체성”은 타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을 향한 애정은 크지만,평소 고분고분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이 즐거워하

는 수업보다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수업만 하게 되는 신규 교사의 고민을 담은 화.주

인공인 교사는 자신과 함께 부임한 교사가 자신보다 학생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며,어떻게 하면 자신도 그 교사처럼 인기가 많게 될지 고민한다.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사처럼 되기 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갖은 흉내를 내지만,결국엔 실패하여 좌 하고 

만다.그러다 결국엔 자신이 부러워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  수 없는 부분을 자신이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된다.이 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

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찾아야 하며,개성을 가

진 다양한 교육이 혼합될　때 학교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 (2012.4.16.)

나.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점

학생들은 개인 에 교직과 교사와 련하여 심을 갖게 된 주제를 

서술하면서,기존의 경험을 통해 갖고 있는 교직과 교사 반에 한 

을 나타냈다.이러한 선행 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한 

이해,교사의 “모범”  삶에 한 당  인식,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

과 반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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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한 이해

  학생들은 화를 제작하기 이 에 교직과 교사에 해 “학생의 입장”에

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명).이들은 교직과 교사에 한 심 

주제를 고민하면서 “학창 시  겪었던 선생님”들의 모습과 이미지를 떠올

렸다.학생들은 과거에 보았던 교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좋다’혹은 ‘나

쁘다’라는 말로 표 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상”으로 남아 있으며,그 당시에 

“학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교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이러한 의 한계를 언 한 학생들은 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

터뷰”를 통해 “ 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창 시  겪었던 선생님

들의 모습이다. 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만났던 수많

은 선생님들.기억 속의 선생님들은 ‘좋다’혹은 ‘나쁘다’라는 말로 표 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상으로 남아있다.어떤 선생님들은 지  공부를 열심히 해 놓지 않으면 나 에 아무것

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나름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어떤 선생님들은 억지

로 학교에 붙잡  있지 말고 가끔은 몰래 야자를 빠지는 게 학창 시 의 로망이라며 장난

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학생을 하는 모습도 다양했는데,성 이나 품행에 상 없이 

학생들을 같이 하려 하는 선생님도 있었던 반면,사고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수업시간에 그들을 더 차갑게 하는 분들도 있었다.일일이 다 기억

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내 나름의 기 을 가지고 선

생님들을 단했던 기억이 난다. -박은주(2012.4.16.)

,고등학교에 다니며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만 해도 학생들과 계를 맺는 모습이 각

양각색이었던 것 같다.어떤 선생님은 학생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어떤 선생님은 

담임반의 학생들 모두와 지속 으로 계를 맺으셨다.어떤 선생님은 일부 학생들과 갈

등 계에 놓이기도 하셨다.

그 당시에는 내가 학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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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기가 어려웠다.그래서 만약 이와 련해 화를 제작하게 된다

면, 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지혜(2012.4.16.)

학교 내에서 교조에 가입한 교원과 그 지 않은 교원 사이의 갈등을 학생 신분일 때 

목격한 이 있다.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잘 알 수 없었지만 어떠한 원인(혹 가치  차이

에 의한 동일한 문제에 한 의견 차이)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혹은 서로 다른 교직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이라고 해서 늘 갈등만 있는 것은 아

닐 것이다.화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화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역발상이 될 것이다.

화에서는 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좋고 학생들의 시각에

서 교사 간의 갈등과 화합을 그려보는 것도 신선할 것이다. -박상훈(2012.4.16.)

2)교사의 “모범”  삶에 한 당  인식

교직에 한 사회  인식을 심 주제로 삼은 한 학생은 사회 으로 교

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회

는 교사들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이에 교사들도 이러한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

나 이러한 사회  시선뿐만 아니라,자신 스스로도 교사들은 “모두”,“하루

에 24시간을”,“보이지 않는 시선에 해서 떳떳해야 한다.”라고 여겼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사가 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사람들

도,그리고 사회 인 분 기들도 교사라는 직업에 해서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사들은 업무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사람들

은 생각하고,안 보이는 곳에서도 교사들은 사회 인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생활하

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교사들은 모두 다 하

루에 24시간을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에 해서 떳떳해야 한

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곽상 (2012.4.16.)



- 84 -

3)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반성

한 학생은 학생 이 의 학창 시 에는 교장이 “ 인 지 ”를 가지

고 있고,이에 교사가 자율권을 리지 못하고 “교장의 피고용인”의 치

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은 “기존의 

화”에서도 그려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학생은 교장이 “선생님들의 장

애물”이 아니라 나름의 “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에서, 화

를 통해 을 확장하고자 하 다.

하지만 학교의 자율권이란 곧 학교장의 자율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율권을 가 쥐고 있느냐 하는 사실만 달라졌을 뿐 여 한 타율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교육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내가 다녔던 학교들을 돌아보아도 

학교에 해 교장이 인 지 를 가지고 있다고 느 다.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에

게 직  향을 주는 상이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교사인데,정작 자율권을 려

야 할 그들은 교장의 피고용인(?)의 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기존의 화들을 보아도, 실을 모르는 교장,바깥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는 교장,

학생들 생각은 안 에도 없이 편안함만 즐기는 교장에 해서만 그려왔고,착하고 꿈 많

은 선생님은 이러한 교장 때문에 좌 하고 시련을 겪는 상황들만 그려왔다.마치 교장이 

선생님들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 부분이었는데,나의 화에서는 교장의 비애(?)에 

해서도 다 보면 색다를 것 같다. -김다혜(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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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학습 과정

이 장에서는 교직과 교사에 한 개인별 선행 지식과 이 화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재구성되는지 살펴보기 

하여,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 과정을 분석하 다.첫째,집단별 학습 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둘째, 화 시사회를 통해 학습 결과물

인 화가 어떻게 공유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셋째,이를 

토 로 학습 과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

가. 화 제작 과정상에 나타난 집단별 학습 과정

집단별 학습 과정은 학습 양상,학습 과정  략,학습 결과로 나 어 

분석하 다.첫째,학습 양상에서는 집단별로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여기에서는 개별 단어의 빈도뿐만 아니

라,교과 지식  , 화 제작 활동,소집단 활동 역으로 유형화하여 

그 비 을 분석하 다.둘째,이러한 집단별 학습 양상이 어떠한 학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지,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 과정과 략을 살펴보았다.

셋째,학습 과정의 결과로서 주요 개념에 한 이해와 문제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1)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가)학습 양상23):‘화 제작’활동에의 심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의 개인 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를 

23) 소집단별 학습 경험의 양상은 분석된 숫자 그 로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내에서 교

과 내용과 지식, 화 제작 방법과 활동,소집단 활동 측면의 비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다른 과 비교하 다.이는 별로 구성원의 수가 3-5명으로 일정치 않으며,이로 인해 

의 분량이 개인과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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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 순 체 순 체 순 체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촬 242 61 스토리 27 121 사회화 16 174 사범 11

2 화 217 61 알다 27 121 성직자 16 174 살펴보다 11

3 교사 202 61 다 27 121 16 174 시 11

4 장면 169 63 로그램 27 121 걱정 15 174 시행착오 11

5 생각 152 63 리미어 27 125 고려하다 15 174 안정 11

6 시간 127 65 실 27 125 다르다 15 174 요소 11

7 편집 121 66 마음 26 125 드러나다 15 174 정리하다 11

8 우리 117 67 작성하다 26 125 분 기 15 174 지나다 11

9 교직 106 67 표 26 129 스스로 15 199 측면 11

10 수업 104 69 단계 25 129 쓰다 15 199 필름 11

11 조(조원) 99 69 결심/결정 24 129 이루다 15 199 화면 11

12 학생 90 72 음악 24 129 집 하다 15 199 계속하다 10

13 시나리오 80 73 주인공 24 129 공부 14 199 교수 10

14 어렵다 78 74 마지막 23 134 나가다 14 199 담다 10

15 스마트폰 75 74 보이다 23 134 모두 14 199 만족하다 10

16 만들다 69 74 선택 23 134 부족하다 14 199 명확하다 10

<표 Ⅳ-1> 반 인 학습 경험에 한 단어의 빈도(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체 으로 살펴보면,가장 많이 언 된 단어는 ‘교사/교직’(308)이 다.그리

고 ‘촬 ’(242),‘화’(217),‘장면’(169),‘생각’(152),‘시간’(127),‘편집’(121),

‘우리’(11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련지어 해

석해 보면,학생들은 교과 내용인 ‘교사/교직’에 가장 많은 심을 보 고,

교수-학습의 새로운 매체인 ‘촬 ’,‘화’,‘장면’에 큰 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들을 진동섭,최 진,한은정(2013)이 유목화한 학습 경험의 유형

으로 분류하여 재분석한 결과, 화 제작 방법과 활동(1,543회),교과 내용

(598회),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 속에서의 학습(269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화

에 련한 단어인 화,촬 ,장면,편집 등의 단어가 많이 언 되고 있다

는 이다.이는 이후 학습 과정상의 차이에서도 드러날 것인데,이 집단의 

경우 화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스토리보드 구성,촬  도구 개발,촬   

구도에 한 고민,다양한 편집 로그램의 검토와 시도 등 촬   편집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 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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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작 65 77 설명 23 134 사직 14 199 문제의식 10

18 부분 62 78 학우 23 138 실습 14 199 사회 10

19 그리다 58 78 결말 22 138 아쉽다 14 199 시도 10

20 문제 56 80 끝 22 138 상 14 199 식상하다 10

21 과정 52 81 나오다 22 138 이해 14 199 어색하다 10

22 선생님 50 81 사용하다 22 138 강의 13 199 역할 10

23 필요하다 50 81 실천 22 143 결과 13 199 연기 10

24 논의 50 81 향 22 143 구상하다 13 199 유의미 10

25 느끼다 49 85 이유 22 143 노동직 13 205 의도하다 10

26 보여주다 49 85 작품 22 143 마무리 13 205 자체 10

27 이야기 44 87 비 22 143 미치다 13 205 략 10

28 학교 44 87 처음 22 143 상 회 13 205 문가 10

28 시작 43 89 토의/토론 22 149 세세/세 하다 13 205 해결 10

30 주제 42 89 가르치다 21 149 술집 13 205 흐름 10

31 실제 41 91 소리 21 149 재미 13 205 흥미 10

32 지식 41 91 스토리보드 21 149 참여하다 13

33 진행하다 41 93 통해서 21 149 찾다 13

34 구체 40 94 감독 20 149 풀다 13

35 교육학과 39 95 실천 20 149 희망 13

36 구성 39 96 개인 19 149 경제학 12

37 내용 39 97 기 하다 19 149 계 12

38 컴퓨터 38 97 다루다 19 149 12

39 고민하다 37 97 감독님 18 159 기법 12

40 신입교사 37 100 교무실 18 159 녹음 12

41 아이들 37 100 이용하다 18 159 마치다 12

41 상 37 100 장소 18 159 방식 12

43 다양하다 35 100 달 18 159 배우 12

44 상황 35 104 지 18 159 새롭다 12

44 이론 35 104 교육과정 17 159 소재 12

45 사람 33 104 돕다 17 166 싶다 12

46 섭외 33 106 마지막 17 166 아이디어 12

48 의견 33 106 메시지 17 166 열의/열정/열심 12

49 요하다 33 106 설정 17 166 인코딩 12

50 모습 31 106 의미 17 166 특강 12

51 모이다 31 106 정하다 17 166 효과 12

52 자신 31 112 직업 17 166 구도 11

53 경험 29 112 장 17 166 기술 11

53 완성 29 112 힘들다 17 174 깨닫다 11

55 좋다 29 112 감정/감성 16 174 노력하다 11

56 카메라 29 112 교생 16 174 모르다 11

56 객 28 116 구보 16 174 목표/목 11

58 맞추다 28 116 나 다 16 174 문제 11

59 어떻게 28 116 발표 16 174 바라보다 11

59 제시하다 28 119 방법 16 174 보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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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험의 유형 단      어 합  계

①교과 내용과 지식
교사(252), 교직(106), 학생(90), 학교(44), 신입교사(37), 교생(16), 사

회화(16), 성직자 (16), 사범 (11), 문가(10)
598회

② 화 제작 방법과

     활동

촬 (242), 화(217), 장면(169), 편집(121), 시나리오(80), 스마트폰

(75), 제작(65), 이야기(44), 주제(42), 구성(39), 상(37), 섭외(33), 카

메라(29), 스토리(27), 다(27), 로그램(27), 표 (26), 음악(24), 작

품(22), 스토리보드(21), 감독(20), 감독님(18), 장소(18), 메시지(17), 

상 회(13), 녹음(12), 방식(12), 인코딩(12), 구도(11), 기술(11), 필름

(11), 화면(11), 연기(10)

1,543회

③소집단 활동 우리(117), 조(99), 모이다(31), 토의/토론(22) 269회

<표 Ⅳ-2>학습 경험 유형별로 본 단어의 빈도(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나)학습 과정

(1) 체 제작 과정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은 총17회의 모임을 갖고 화 제작 과정

을 진행하 다.주제 구체화에 3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2회,

촬 에 5회,편집에 7회의 모임이 이루어졌다.즉 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성하는 활동인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총5회의 모임이 이루어진 

반면,이러한 주제를 화로 표 하는 활동인 촬   편집에 총12회의 모

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상 으로 촬   편집에 많은 노력을 하

음을 알 수 있다24).

24)  연 에 는 집단  각  과 에 어느 도   하 는지   ‘ 수’  하

는 ,   편집 등  동  경우 수보다 ‘  시간’  하는 것   할 

것  단 다. 그러   연 에   시간  통한  근거  삼지 않  는 ‘주  

체 ’  경우 학생들  개별    단행본, 뷰 등  통해 료  수집하고 학습한 

시간  별  시간에 어 지 않  다. 다만 주  체 , 시 리   스 리보

드 , , 편집 등과 한  시간  시한 것   결과  해 에 어 참고  하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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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일시 활동 내용 제작 과정

1차
4.10(화) 

10:00-12:00

략 인 거리 구상

화의 형식  장르 구상

역할 분담

주제 

구체화

(6시간)

2차
4.17(화) 

10:00-12:00

주제와 반 인 내용 토론

소재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

아이폰 1 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3차

4.24(화)

10:00-12:00

시나리오 안 작성

화 쪽을 공한 친구에게 화를 걸어 화 제작의 반에 

한 도움을 구함

신선한 소재를 도출해내기 한 인스토

교직의 실에 한 자료와 통계 조사

4차
5.2(화)

10:00-13:10

이호재 감독의 특강

8가지 분류 체계에 따라 우리 조의 이야기 구체화

략 인 시나리오 완성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7시간 10분)
5차

5.8(화)

10:00-12:00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 완성

본격 으로 섭외(학교 섭외 실패)

촬  소품 임

6차
5.15(화)

10:00-12:00

장소  배우 섭외(학교 섭외 . 학원 BK 사무실 섭외 성공)

촬 시 필요한 계획서, 동선에 한 회의

촬  시작

촬

(39시간)

7차

5.18( )

14:30-22:30

Scene 11. 12동 테라스(day) 구보가 휴게실로 나와 한숨 쉬는 

장면

Scene 12. 12동 테라스(day) 구보와 아내의 화 장면-구보의 

화 장면

Scene 20. 낙성  근처 술집(night) 학교 근처 술집에 모인 구

보와 학동기들

8차

5.19(토)

06:30-13:00

Scene 4. 출근길(day) 이른 아침 힘없이 출근하는 구보

Scene 6. 학교복도(day) 교실로 들어가기 , 자신과 비되는 

동료 교사의 모습을 보는 구보의 시선

Scene 7. 교실(day) 학교 수업에서 무기력한 구보

9차
5.19(토) 19:00

-5.20(일) 04:30

Scene 20. 술집(night) 학동기들과 만난 구보

Scene 1. 교무실(day) 구보가 사직서 작성하는 장면

Scene 7-8, 15-19 교무실(day). 구보가 사직서를 결정 으로 쓰

게 하는 교무실의 여러 장면들

10차
5.22(화)

06:00-18:00

Scene 3. 집- (day) 구보의 출근 장면

Scene 7. 학교교실-수업 (day) 구보 수업 장면 재촬

Scene 시계장면들(day).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기 해 촬

재촬 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촬 하기로 결정

<표 Ⅳ-3> 체 제작 과정(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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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일시 활동 내용 제작 과정

11차
5.25( )

18:00-24:00

체 으로 쓸 수 있는 장면들을 추려냄

각자 편집 을 찾아 무비메이커로 장면 잘라냄

편집

(54시간 45분)

12차
5.29(화)

17:00-24:00

편집 로그램  컴퓨터 확보의 어려움

편집 시작

배경음악 논의 (주인공과의 감정 이입, 객과의 공감)

13차
5.30(수)

18:00-23:00

컴퓨터  로그램 구하기

편집  찾기

편집 구성에 한 논의

14차
6.1( )

15:00-21:00

반 5분의 상( 상의 30%) 분량 편집

- 구보의 출근 장면  학교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15차
6.2(토)

15:00-23:00

어제 편집한 출근 장면 재편집

교실 장면 편집 완료( 체 분량의 60%)

16차
6.4(월) 19:00

- 6.5(화) 02:45

학교 장면 검토  재편집

체 과정 편집( 체 분량의 90%)

17차
6.5(화) 18:00

-6.6(수) 08:00

2차 인코딩 검토

체 인 화면과 상 재편집

2차 인코딩

(2)학습 과정  략

(가)주제 선정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의 경우,총 5명  3명의 학생이 자신이 원

하는 주제인 “교직사회화”를 심으로  주제가 선정되었다.이러한 개인 

심사의  주제로의 선택 과정은 각 에서  활동을 이끌어나갈 사람

을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친다.이 의 경우 심사가 유사하면서도 학번

이 같아 친분이 깊은 3명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가 선택되었는데,이는 

이후에 이들 학생들을 심으로 체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기반이 되었

다.이들은 총감독,촬 ,편집,주인공 등의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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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름 개인 심사  심 주제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이기찬 •교직사회화 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과 보람

 신입교사의 

사회화과정

박상훈

•신입교사의 사회화 과정

•임용고사-계약직 교사

•학교 내에서 교직단체 가입으로 인한 갈등 혹은 화합

•퇴직 교원의 활용

송민수
•교직사회화 련 요인

•교직 사회화 략

박은주 •교생 실습을 통한 교직에 한  변화

최 수   (미제출)

<표 Ⅳ-4>개인 심사와 심 주제(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나)주제 구체화: 화  장치 구상과 자료 수집

이 은 주제를 화화하기 해 가다듬는 과정에서 화  장치로서 액

자식 구성 등의 논의를 하 다.그러나 뻔한 스토리로 지루함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에 합의하고,자료를 찾아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하 다.

우선 ‘교직사회화’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단 하에,학생들은 련 자

료를 수집하고,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를 공유하 다.

이론도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우리가 화라는 종합 술을 하기 해서는 우선 ‘교

직 사회화’에 한 이해가 필요했다.그래서 이에 한 이론을 각자 찾아보고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에 각자 올린 뒤,그것을 참고하여 다음 주(4월 17일)에 화의 거리를 확정

하기로 하 다. -송민수(2012.4.23)

(다)스토리라인 구성:공동의 논의를 통한 구상

이 집단의 학생들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유기

으로 묶어서”,“스토리에 기복과 흐름”을 주면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

다.스토리라인 구성은 개별 학생들이 각자 생각해 오고 이에 해 논의하

여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라,조원들이 함께 모여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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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논의에서는 곧 작성해야 할 시나리오 작업을 해 스토리라인을 으로 가

다듬었다.처음에 논의할 때는 아직 세부 인 부분까지 정해지지 않아 스토리라인이 에

피소드가 나열되는 형태 는데 이것들을 유기 으로 묶어서 스토리에 기복과 흐름을 주

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5분 남짓한 분량인 화를 옴니버스 식이나 나열식으로 

게 되면 스토리가 산만하거나 흐지부지할 수 있다는 것에 조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

다.무엇보다 신임 교사가 새로운 교직 사회에 들어와서 응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효과

으로 보여주면서도 식상하지 않은 구성이 필요했다. -박상훈(2012.4.30)

(라)스토리보드  시나리오 작성:문제의식 선별,“집단지성”

이 집단의 학생들은 특강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 로 스토리라인을 다시 

정리하고,문제의식을 나열한 후 핵심 의미를 지닌 “문제의식들을 선별”하

다.그리고 논의를 통해 이야기와 장면을 구체화하면서,일반 인 화 

제작의 순서와 달리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방

식을 수정하 다.그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

고,여기에  생각을 더하는 “집단지성”의 사고 과정을 통해,스토리보드

와 시나리오의 얼개가 완성되었다.

우선,특강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언제,어디서...등과 같은 10가지 화의 기본

인 제작틀에 맞추어서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하 다.그리고 필자는 각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들을 부 나열한 다음,우리가 화화할 수 있는,그리고 ‘교직사회화’

에 있어 핵심 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문제의식들을 선별하 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구체 인 스토리보드 작성에 해서 논의하 다.즉 ‘특정한 문제의식은 신입교사의 

일과시간 동안에 제시되는 장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근 방법으로 구체 인 장면들을 먼  여러 개 만들었다.그리고 조원들과 지속 인 

의를 통해서 시간 순서 로 혹은 사건의 인과 계 로,하루 동안인 신입교사의 일과 틀

에 맞춰 조율하 다. -이기찬(2012.5.14)

원래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것이 맞지만,우리의 경우 시나리오

를 한 명의 작가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이 략 으로나마 화의 시각  흐름

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로 하 다.화이트보드에 각 장면(scene)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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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부분을 그리고,실제 촬  시 주의사항을 같이 생각해가며 었다.이 단계에서 나는 

조원들의 창의성과 기발함에 놀랐다.집단지성이란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

을 정도 다. -송민수(2012.5.14.)

(마)촬 :열 번에 가까운 재촬 ,상황에 맞춘 자 자족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은 카메라 흔들림,조명 등의 문제로 인해 “열 

번에 가까운 재촬 ”을 했고,장소 섭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장소 

섭외의 경우 미리 섭외하 던 학교에서 어렵다는 연락이 온 후 구성원  

한 명의 어머니에게 부탁하고,실제 술집의 음악 소리로 인해 촬 이 어렵

게 되자 교내 공간을 임시로 술집처럼 꾸며서 촬 을 하 다.촬  시작부

터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 지만,그 때마다 “상황”에 맞춰 처 능력을 

발휘하 다.

실제 촬 을 해보니,Oneshot,Onetake!라는 우리의 목표는 Oneshot,Tentake!정

도로 한 장면 촬 을 하기 해서 열 번에 가까운 재촬 을 했다.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두 장면을 었다. -이기찬(2012.5.21)

원래 실제 술집에서 주인공이 학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마지막 장면을 촬 했

었는데, 어 놓고 보니 구도를 잡는 것이나 배경 음악이 자꾸 바 어서 장면을 이어 붙

이기 어려운 것 등의 문제가 많았다.(… 략…)상황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들

을 자 자족하면서 마치 자 이 부족한 독립 화감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 다.

-박은주(2012.5.21.)

(바)편집:작업의 효율성과 구성원 동의를 한 공동 편집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은 사 에 편집 로그램은 두 가지를 구

해서 살펴본 후,그  하나를 선택하여 편집을 시작하 다.개인이 가진 

컴퓨터 사양의 문제와 장면 선택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합의 문제로 인해 

“모든 조원”이 모여서 편집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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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5/30) 녁시간 이후에 모든 조원이 모여서 편집을 본격 으로 시작하 다.처

음에는 각자 부분을 나눠서 편집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촬 한 장면들 에서 모두

가 동의하고 화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을 고르기 해서 모 다. 한 각자

가 가진 컴퓨터가 편집 로그램을 구동할 만한 성능이 되지 못하는 컴퓨터도 있어서 작

업의 효율성을 한 이유도 있었다. -이기찬(2012.6.4.)

한편 편집과 동시에 음악 작업을 함께 시작하 는데,조원 모두가 모여

서 이루어졌다.배경음악 선정을 해 토론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

만,이 과정을 통해 음악이 화의 분 기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임을 깨

닫게 되었다.

편집과 동시에 음악작업을 함께 시작했다.조원들 모두가 모여서 배경음악에 한 토

론을 하 다.배경음악을 토론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각자의 음악을 바라

보는 감성이 달라서 하나의 음악에도 호불호가 갈렸다.음악도 화의 분 기를 결정짓

는 요한 요소라는 것이 느껴졌다. -박상훈(2012.6.4.)

3) 체 학습 과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 학습 과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화  

장치’를 먼  논의하 고,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서 ‘문제의식’

을 나열하고 핵심 인 문제의식을 선별하고자 하 다. 한 일반 인 화 

제작의 순서와 다르게,스토리보드 작성 후 구체 인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는 도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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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

화  장치 논의 

↓

자료 찾기  공유

↓

스토리라인 구성

↓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에 맞추어 기존 시나리오 재정리

↓

문제의식 나열

↓  

핵심 인 문제의식 선별

        ↓  집단 지

스토리보드 작성

                                ↓      순  꿈

시나리오 작성

↓

촬

↓

편집

[그림 Ⅳ-1] 체 학습 과정(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다)학습 결과

(1)교직사회화의 개념 이해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의 학생들은 신입교사의 성장기에 을 

두고, 련 논문 자료를 찾고 토의를 거쳐 이에 한 생각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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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흐름에 해 합의하 다.

그 결과,학생들이 교직사회화의 한 사례인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와 

련하여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입교사는 학교 내의 여러 계에

서 직무 스트 스를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교로 돌아오

는 이유는 그의 교직 에 따라 다를 수 있다.성직 에 따르면 교직이 신

성한 의무이고 아이들과의 계를 통해 얻는 보람을 시여기기 때문이고,

노동직 에 따르면 생계와 련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직사회화’라는 화 주제에 한 면 인 고찰을 다시 해보았다.(… 략…)

논의를 통해 주제를 유지하면서,조원들 모두 화의 참신함과 본래 의도했던 ‘신입교사

의 성장기’라는 본래의 제작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기찬(2012.4.23.)

이처럼 우리 조는 학교 내에서의 여러 계에서 신입교사가 받는 직무 스트 스를 보

여주고,그로 인해 사직이라는 극단 인 선택을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 다.

-송민수(2012.4.30.)

내가 제시한 마지막 장면의 모습은 두 가지의 이 섞인 것이다.우선 27세의 신입 

교사가 교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이라고 보았다. 학생활부터 7년의 

시간동안 교사가 되기 해 긴 시간을 달려왔다.그 게 보내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교

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당장에 교사직을 포기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

이 없다고 보았다.그러한 이유로 교사 생활에서 오는 회의감과 이상과의 충돌을 극복(혹

은 순응)하고 교직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교직에 한 응

과 한 응방법들을 알아나간다면,  성직자 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이것이 

주요한 골자 다. -최 수(2012.5.7.)

(2)교직사회화에 한 문제의식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은 신입교사인 구보가 사회화 과정에서 

교직에 한 회의를 느끼고,교직에 불만족하게 되는 상황을 화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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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즉 교직사회화 자체에 한 문제제기보다는,신입교사가 제 로 된 

교직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직에 응하지 못하는 실을 보여주고자 

하 다. 화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어떠한 을 가지고 학생

들을 하느냐가 요하다고 보고,교사로서 가져야 할 과 자질에 

한 고민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학생들이 기획의도에서 

밝힌 문제의식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흐른 후 같은 이름을 갖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입교

사 구보 씨 역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다른 이 있다면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

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다.신입교사 구보 씨는 안정 인 직업을 얻고자 교직을 선택

했지만 막상 실제로 학교 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자 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착하게 된다.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교직에 한 회의에 휩싸이게 된다.

화 속 구보 씨의 삶이 극단 으로 무기력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

과  무 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략…)교사들이 교직에 불만족한 상태에서 자

신의 직무에 헌신,몰입하지 않는 경우 교육 활동 개선을 한 교사들의 자발 인 노력이

나 참여는 기 하기 힘들다.그리고 이는 교육의 부실화로 직결된다.

화를 통해 단순히 교직에서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한창 자

신과 타인,그리고 세상에 한 을 정립해나갈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게 되

는 향력은 막 하다.교사가 어떠한 을 가지고 그들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살아갈 삶,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그 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져야할 과 자질과 같은 이슈에 한 고민과 논

의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의 기획의도

2) 경을 보라

가)학습 양상:‘소집단 활동’에 

< 경을 보라> 의 단어의 빈도를 체 으로 살펴보면,가장 많이 언

된 단어는 ‘우리’(150) 으며 ‘촬 ’(138),‘교사/교직’(126),‘화’(126),‘장

면’(110),‘부분’(109),‘생각’(101),‘조’(9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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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

순
체

순
체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우리 150 41 다행이다 21 81 화면 13

2 촬 138 41 돕다/도움 21 81 나 다 12

3 화 126 43 들어가다 21 81 녹음 12

4 장면 110 44 소리 21 81 많다 12

5 부분 109 44 최 한 20 85 배우 12

6 생각 101 45 시놉시스 19 85 비유 12

7 조 97 46 주제 19 87 상담 12

8 편집 81 48 그리다 18 87 실제 12

9 사람 72 49 끝 18 89 연기자 12

10 교사 86 50 마음 18 89 열심히/열정/열의 12

11 연기 57 51 언니 18 91 필름 12

12 만들다 54 52 캐스 18 91 도서 11

13 시간 51 53 표 하다 18 93 마치다 11

14 같다 47 53 구체 17 94 메시지 11

15 시나리오 43 55 어색하다 17 95 메이킹 11

16 교직 40 56 장소 17 96 방법/방식 11

17 소명 40 56 필요하다 17 97 수정 11

<표 Ⅳ-5> 반 인 학습 경험에 한 단어의 빈도( 경을 보라)

들의 학습 경험과 련지어 해석해 보면,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를 상징하는 ‘우리’에 가장 많은 심을 보 고,교수-학습의 새로운 매

체인 ‘촬 ’,‘화’와 교과 내용인 ‘교사/교직’에 큰 심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들을 유목화한 학습 경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분석한 결과,

화 제작 방법과 활동(926회),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 속에서의 학습

(275회),교과 내용(193회)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두드러진 것은 화에 

련한 단어인 화,촬 ,장면,편집 등의 단어가 많이 언 되고 있다는 

이다.

다른 소집단에 비해 특징 인 것은 소집단 활동을 나타내는 ‘우리’,‘조’

등의 단어가 상 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그것은 이 집단이 

교사의 소명의식에 한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교과 내용이나 지식에 

을 두기보다는,이에 한 생각을 나 고 구성원 간의 경험을 논의하는 활

동을 많이 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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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험의 유형 단      어 합  계

①교과 내용과 지식 교사(86), 교직(40), 학생(32), 수업(22), 비교사(13) 193회

② 화 제작 방법과

     활동

촬 (138), 화(126), 장면(110), 편집(81), 연기(57), 시나리오(43), 

다(38), 이야기(33), 배우(24), 김독님(23), 상(23), 시놉시스(19), 

주제(19), 캐스 (18), 장소(17), 사(15), 인물(15), 스마트폰(14), 스

토리보드(13), 화면(13), 녹음(12),  연기자(12), 필름(12), 메시지(11), 

메이킹(11), 카메라(11), 나 이션(10), 화감독(10), 재촬 (10)

926회

③소집단 활동 우리(150), 조(97), 피드백(15), 모이다(13) 275회

<표 Ⅳ-6>학습 경험 유형별로 본 단어의 빈도 분석( 경을 보라)

18 다 38 58 설명 16 97 앞으로 11

19 동굴 36 59 쓰다 16 97 정하다 11

20 좋다 35 59 요하다 16 100 제 로 11

21 나오다 33 61 사 15 100 진행 11

22 이야기 33 61 싶다 15 100 카메라 11

23 느끼다 32 61 인물 15 100 실 11

24 시작 32 63 피드백 15 104 힘들다 11

25 어떻게 32 63 확실하다 15 104 경험 10

26 학생 32 65 걱정 14 104 나 이션 10

27 문제/문제 28 66 결정 14 106 내용 10

28 마지막 24 67 기숙사 14 106 말하다 10

28 발표 24 67 스마트폰 14 106 분 기 10

30 완성/완 24 69 아쉽다 14 106 사용 10

31 의견 24 69 개인 13 106 화감독 10

32 감독님 23 72 깨닫다 13 112 재촬 10

33 과정 23 73 맡다 13 112 효과 10

34 상 23 74 모이다 13 112 흥미 10

35 과외 22 74 생기다 13

36 수업 22 74 스토리보드 13

37 아이디어 22 77 비교사 13

38 어렵다 22 78 자연스럽다 13

39 역할 22 78 달 13

40 재미 22 80 즐겁다/즐기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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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일시 활동 내용 제작 과정

1차
4.15(일) 

20:00-22:30
기획 회의

주제 구체화

(5시간)2차
4.17(화)

10:00-12:30
기획 회의

3차
4.24(화)

10:00-12:30
자료 조사 보고, 시나리오 논의, 캐스  논의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9시간 30분)

4차
5.8(화)

10:00-12:30
내용 의, 장소 논의, 캐스  논의

5차
5.10(목)

13:00-15:00
최종 시나리오 확정

6차
5.15(화)

10:00-12:30
스토리보드 확정, 장소 일부 확정, 촬  일정 의

7차
5.19(토)

10:00-19:30
촬 (part 2)

촬

(11시간)8차
5.22(화)

12:30-14:00
촬 (part 3 일부)

9차
5.26(토)

13:00-21:00
촬 (part 3 완료). 1차 편집. 2차 편집

편집

(12시간 30분)
10차

6.2(토)
14:00-20:00

part 2 일부 재촬 , 3차 편집

11차
6.4(월)

09:00-12:00
최종 편집(최종 음향 검, 제목 삽입, 엔딩 크 딧 
삽입, 최종 화 검)

12차
6.9(토)

17:00-18:30
메이킹 필름 제작

추가 편집

(2시간 30분)
13차

6.10(일)
12:00-13:00

메이킹 필름 제작

<표 Ⅳ-7> 체 제작 과정( 경을 보라)

나)학습 과정

(1) 체 제작 과정

< 경을 보라> 은 총11회의 모임을 갖고 화 제작 과정을 진행하

다.주제 구체화에 2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4회,촬 에 3회,

편집에 2회의 모임이 이루어졌다.즉 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성하는 활

동인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총6회의 모임이 이루어졌고,이러한 

주제를 화로 표 하는 활동인 촬   편집에 총5회의 모임이 이루어졌

다.즉 주제를 바탕으로 지식  을 구성하는 과정과 이를 화로 표

하는 과정이 비교  유사한 비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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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름 개인 심사  심 주제

경을 보라

윤보민 •교직사회화의 특징과 한계

교사 소명의식

김지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계

•사명감, 소명의식

김다혜 •학교장과 교사의 계

김 주

•교직여성화에 따른 남성, 여성 신입 교사의

    사회화 과정 차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 간 교사 상과

     인간 계의 변화

<표 Ⅳ-8>개인 심사와 심 주제( 경을 보라)

(2)학습 과정과 략

(가)주제 선정

< 경을 보라>는 총4명  1명의 학생만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인 “교사 

소명의식”으로  주제가 선택되었다.이 은 4명이 각각 자기가 생각해 

온 주제를 설명하고 이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 다.이에 주제가 선정된 

후 활발하게 아이디어 논의가 개되었다.

우리 조에서는 4명이 각각 자기가 생각해온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조모임을 하 다.

우리는 자신만의 주제를 어필하 고 끝에 투표를 하여서 제일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정

하 다.주제가 결정되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제안하느라 시간가

는 도 몰랐다. -윤보민(2012.04.23.)

(나)주체 구체화:“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주요 개념의 의미 검토

< 경을 보라> 은 주제가 ‘소명의식’이어서,주제에 한 자료 수집보

다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된 논의를 통해 주제가 구체화되었다.소

명의식을 가진 원의 경험을 들으면서 “소명 있는 비교사로서의 행동이

나 자세”에 해 알게 되고,각자 자신의 꿈에 해 이야기하면서 “교육에 

한 신념”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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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갔다.보민 언니는 실제로 정말 소명의식

을 가지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그래서 언니의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소명 있

는 비교사로서의 행동이나 자세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언니가 

꿈을 이야기하고 나자,각자의 꿈에 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우리 조

원 모두가 교육학과 학생들인데, 수 맞춰서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꼭 교사는 아

니어도 교육에 한 각자의 신념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그래서 우리는 앞으

로 화를 만들어나가면서 우리의 이런 진짜 경험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화가 

더욱 진실성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김다혜(2012.04.30.)

한 소명의식이라는 주요 개념의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

데,교사가 아닌 교육 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꿈에도 “소명”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그 과정에서 소명

의 개념은 “(학생에게)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의지와 련된 의미로 받

아들여졌고,“내가 잘 할 것 같고,내가 심이 있어서”하고자 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고 단하 다.

이런 이야기를 나 다가 그 다면 진짜 선생님이 되려는 조원 한 명을 빼고 교육 사,

교과과정 연구,교구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나머지 조원들의 꿈에도 소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이야기하 다.교육 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우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한 것 같다.하지만 교과과정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나 교구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나는 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소명보다는 내가 잘 할 것 같고,내가 심이 있어서 꿈꾸

고 있었다.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같다. -김지 (2012.04.30)

(다)스토리라인 구성:개인의 구상,공동 논의를 통한 “아이디어의 발 ”

이 집단은 한 구성원이 구상해 온 시놉시스를 채택한 후, 체 인 스토리

에 해 함께 수정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활동을 수행하 다.이 집단의 경우 

시놉시스를 구상해 온 학생이 세부 인 장면까지 생각해 온 내용을 토 로 

하여,함께 스토리라인을 구상하면서 “아이디어를 발 ”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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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언니의 시놉시스가 채택되고 구체 인 사항까지 논의가 되었다.언니가 세부 인 

씬까지도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우리들은 거기에 의견을 덧붙이고 흐름상 없었으면 하

는 부분들은 빼가면서 수정을 했다.지  언니가 스토리라인을 짤 때 지식채 e를 많이 

참고했었기 때문에 기존 안은 화라기 보다는 UCC같은 느낌이 강했었는데,조원들과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차 화 같은 면모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지난 1년 동안 조

별 활동이 있는 수업을 많이 듣지 않은 탓에 조원들끼리 력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아이

디어를 발 시켜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즐거웠다. -김 주(2012.4.30.)

(라)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개인별 시나리오 작성과 공유, 문가 피드백의 선택  수용

< 경을 보라> 은 모여서 시나리오를 짜려고 했으나,바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각자 의견을 낸 트,혹은 연기를 하는 부분으로 나 어서 

시나리오를 써 오기로 하 다.

한편 화 감독이 이 의 시나리오 구성에 해 피드백하 음에도 불구

하고,내부 논의를 통해 선택 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 다.즉 외부 문

가의 권 에 기 기보다는  스스로의 논의와 결정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를 작성하 다.

이호재 감독님의 피드백 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말 

것인지 결정하 다.감독님께서 동굴의 비유를 아  경이나 보라가 가르치는 것으로 

장면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게 하면 무 내용이 복잡해져서 명확한 내용 달이 될 

것 같지 않아 그 부분은 반 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감독님께서 말 하신 경이와 보

라의 비에서 진부하다고 느껴진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원래 경이와 보라가 같이 가

르치는 과외학생을 그냥 서로 다른 과외학생으로 바꾸기로 하 다.

-윤보민(2012.5.14.)

(마)촬 :문제 상황의 잦은 발생과 처

< 경을 보라> 은 촬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몇 차례 발생하 는데,

주로 장소 조에 한 문제 다.사 에 교내 식당에서의 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시행착오 경험을 바탕으로,이후 도서 ,교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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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에서의 촬 은 사 에 양해를 구함으로써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

다. 한 화에서의 상징  장치로 되어 있는 “동굴”을 기 해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 다.

이제 본격 인 촬 이 시작 다.정말 다이나믹한 하루 다.(… 략…)  한참 다

보니 종업원이 와서 사 에 촬 한다고 장소 조 하셨냐고 물어보면서 어떤 목 으로 

는 거냐고,최 한 메뉴나 가격이 나오지 않게 어달라고 했다.미리 조를 구하지 못

했다는 것도 그제야 생각났다.(… 략…)그 게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숙사 

뒤쪽에 묶여있던 엄청나게 큰 개를 리 아 씨가 풀어주면서 그 개가 우리한테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김다혜(2012.5.21.)

(바)편집:“모두의 의견을 반 ”한 공동 편집

< 경을 보라> 은 한 의 컴퓨터에 모두 모여서 한 장면씩 토의하며 

편집하는 략을 취하 다.구성원 모두가 친한 사이여서 이러한 편집 과

정이 힘들거나 지루하다기보다는,“즐거운”것으로 여기며 진행하 다.

과방에서 편집을 했다.모두의 의견을 반 해서 편집을 하기 해 시간은 오래 걸리더

라도 한 의 컴퓨터에 모두 모여서 한 장면 한 장면 토의해가면서 편집을 했다.(…

략…) 번에 에도 썼듯이 이번 교직과 교사 스마트폰 화 만들기 조는 다 친한 사

람들이어서 녁 먹을 때도 즐거웠다. -김지 (2012.5.28)

(3) 체 학습 과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 학습 과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경을 보라> 의 경우,다른 에 비해 ‘주제’와 련하여 주요 개

념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이 두드러졌다.특히 주제가 소명의식이라는 

에서,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실제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개념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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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 

주제와 련하여 실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 

주요 개념의 의미 검토

↓ 

개인별 시놉시스 구상  채택

↓

스토리라인 수정

↓

개인별로 특정 장면의 시나리오 작성

                    ↓  ⇦  가 피드

시나리오 부분 수정  보완

↓

스토리보드 작성

↓

촬

↓

편집

[그림 Ⅳ-2] 체 학습 과정( 경을 보라)

다)학습 결과

(1)소명의식의 개념 이해

 < 경을 보라> 의 학생들은 소명의식이 무엇인지에 해 구체 인 이

야기를 나  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개념에 한 고민을 하 다.학생들

은 그 과정에서 소집단에서의 논의를 통해 교육학과에 들어온 동기,교직

에 한 희망 여부,향후 진로에 한 생각 등을 공유하 다.그리고 다른 

직업과 련하여 교직이 갖는 차이 이 무엇인지에 해서도 토의하 다.

그 결과,학생들이 소명의식과 련하여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명이 없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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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학생들을 잘 통제하는 것보다 아끼는 

마음이 더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다.만약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교사

가 되면 아이들에게 막 한 피해를  수 있다.’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계속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정작 그 ‘소명의식’이란 게  무엇인지에 해서는 구체 으로 이야기를 나

눠본 이 없는 것 같다.단지 소명 없는 교사,즉 안정 인 생활을 해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소명의식 없는 사람’으로 정해놓고,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소명 있는 

교사를 보여줘 왔다.그게 아니라 조  더 구체 으로 소명 있는 교사란 무엇인지에 해 

교사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다혜(2012.4.30.)

하지만 소명이 없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 략…)교구 개발자는 뛰어난 교구를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명

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쪽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하지만 교사

는 다르다고 생각했다.아이들을 잘 통제하는 것도 요하지만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김지 (2012.4.30.)

화를 으며 조원들과 이야기하고,교사를 그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소명의식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었을 때,학생에게는 어떤 향을 끼칠지에 해 직  장면도 구상하며 

그것이 미칠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다혜(2012.6.11.)

(2)소명의식에 한 문제의식

< 경을 보라> 은 “자격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선생님들이 많다”고 보

면서,그 근본 인 이유를 “소명의식 없이”교사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으

로 보았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임 이 높고,결혼 상 자로 인기가 높다

는  등 부수 인 보상으로 인해,“소명의식이 부족한 채”로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 은 이러한 상이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이에 문제의식을 제기하 다.학생들이 기획의도에

서 밝힌 문제의식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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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자격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선생님들이 많다.교사 재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

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겠지만 근본 으로 소명의식 없이 교사가 된 사람도 많다는 것

도 문제이다.  한국은 OECD국가 에서 교사의 임 이 최상 권이고 여러 특권들이 

보장되기도 한다.특히 여교사의 경우에는 최고의 신붓감으로 여겨진다.이런 부수 인 

것을 아  배제하고 교사가 되기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소명의식이 부족한 채로 교사가 

되기에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은 무 험난하다.이 문제를 표 하고 싶다.

-< 경을 보라>의 기획의도

3) 로젝트 T

가)학습 양상:‘교과 지식’에의 심

< 로젝트 T> 의 단어 빈도를 체 으로 살펴보면,가장 많이 언

된 단어는 ‘교사/교직’(161)이었으며,‘우리’(157),‘생각’(128),‘화’(91),‘임

용고사’(53),‘촬 ’(52),‘시간’(47),‘만들다’(4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련지어 해석해 보면,학생들은 교과 내용인 ‘교사

/교직’에 가장 많은 심을 보 고,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를 상징하는 

‘우리’,기본 인 학습 활동인 ‘생각’에 큰 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단어들을 유목화한 학습 경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분석한 결과,

화 제작 방법과 활동(453회),교과 내용(397회),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 

속에서의 학습(21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두

드러진 것은 화에 련한 단어인 화,촬 ,장면,편집 등의 단어가 많

이 언 되고 있다는 이다.

특징 인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세 가지 역의 활동이 비교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그 에서는 ‘교과 내용과 지식’에 한 부분이 언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특징은 이후 학습 과정상의 특징

에서도 기술될 것인데,주제의 특성상 행 임용고사의 제도  특징과 문

제 에 해 기본 지식을 학습하지 않고서는 주제 구체화,시나리오 작성 

등의 화 제작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로 인해,이 집단의 



- 108 -

순
체

순
체

순
체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우리 157 51 문제 15 가능하다 9

2 생각 128 52 구성 14 결과 9

3 화 91 53 부족하다 14 다양한 9

4 교사 85 53 사실 14 만들다 9

5 교직 76 55 상당히 14 많다 9

6 임용고사 53 56 새롭다 14 문제의식 9

7 촬 52 56 문 14 부정 인 9

8 시간 47 58 정도 14 정하다 9

9 만들다 41 59 공부 13 창의/창조 9

10 문제 39 59 구체 /구체화 13 등 9

11 어렵다 38 마지막 13 촬 에 9

12 조(조원) 38 문제의식 13 측면 9

13 수업 37 보다 13 힘들다 9

14 스마트폰 37 비 13 가르치다 8

15 과정 34 연기 13 감독님 8

16 내용 34 열성/열정/열심히 13 감정/감정이입 8

17 시나리오 33 지 13 경험 8

18 편집 33 과제 12 교직 8

19 교육 32 정 12 기억 8

20 느끼다 32 단순하다 12 무나 8

21 어떻게 32 부정 12 마지막 8

22 장면 30 실제 12 상황 8

23 제작 30 질문/질의 12 세세/세 하다 8

24 그리다 28 표 /표출 12 아쉽다 8

25 상 42 학교 12 처음 8

26 주제 28 거치다 11 친구 8

27 진행/진척 28 교수님 11 경쟁 7

28 자료 27 나름 11 심/ 심사 7

28 지식 26 무나 11 원하는 7

30 상 . 25 모습 11 인물 7

31 가지다 24 스토리 11 작품 7

32 교사양성 24 양성 11 재미 7

33 돕다 23 원하다 11 제 로 7

34 못하다 23 이루다 11 주인공 7

35 사람 22 달 11 필요하다 7

36 사용 22 정말 11 동 상 6

37 비교사 22 요하다 11 더링 6

<표 Ⅳ-9> 반 인 학습 경험에 한 단어의 빈도( 로젝트 T)

경우 임용고사에 한 논문,단행본,인터뷰 조사 등을 하면서 교과 내용과 

지식에 한 학습을 많이 하 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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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험의 유형 단      어 합  계

①교과 내용과 지식
교사(85), 교직(76), 임용고사(53), 수업(37), 교육(32), 지식(26), 교사

양성(24), 비교사(22), 학생(16), 문(14), 학교(12)
397회

② 화 제작 방법과

     활동

화(91), 촬 (52), 상(42), 스마트폰(37), 시나리오(33), 편집(33), 

장면(30), 제작(30), 주제(28), 상 (25), 배우(18), 연기(13), 스토리(21)
453회

③소집단 활동 우리(157), 조(28), 논의(17) 212회

<표 Ⅳ-10>학습 경험 유형별로 본 단어의 빈도 분석( 로젝트 T)

38 다루다 21 재미/흥미 11 소 트웨어 6

39 작업 21 결정 10 토의/토론 6

40 부분 20 드러나다 10 즐겁다 5

41 인터뷰 19 말 10 합의 5

41 방법 18 발생하다 10 5

43 배우 18 발표 10 충분히 5

44 논의 17 시작 10 단 5

44 주다 16 싶다 10 하나 5

45 컴퓨터 16 상 10

46 특강 16 이야기 10

48 학생 16 좋다 10

49 활용 16 비 10

50 맞추다 15 찾다 10

나)학습 과정

(1) 체 제작 과정

< 로젝트 T> 은 총14회의 모임을 갖고 화 제작 과정을 진행하 다.

주제 구체화에 2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5회,촬 에 4회,편집

에 3회의 모임이 이루어졌다.즉 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성하는 활동인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총7회의 모임이 이루어졌고,이러한 주제

를 화로 표 하는 활동인 촬   편집에 총7회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지식을 구성하는 과정과 이를 표 하는 과정이 유사한 비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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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일시 활동 내용 제작 과정

1차
4.17(화)

11:00-13:00
기획 회의  기획서 작성

주제 구체화

(8시간)
2차

4.24(화)

17:00-23:00

시나리오 벌 논의  자료조사

(문헌자료, 인터넷, 인터뷰)

3차
4.30(월) 

19:00-23:00
사  제작발표회 비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12시간)

4차
5.1(화)

10:00-13:00

이호재 감독 특강

시나리오 구체화

5차
5.8(화)

10:00-13:00
시나리오 확정

6차
5.15(화)

11:00-13:00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장소, 등장인물 섭외(주요인물)

연습 촬

7차
5.18( )

19:00-22:20
시나리오 재수정  촬

8차
5.21(월)

17:00-22:10
촬

촬

(19시간 30분)

9차
5.28(월)

17:00-19:00
촬

10차
5.31(목)

19:00-22:40
촬

11차
6.1( )

17:00-22:20
촬   벌 편집

12차
6.2(토)

10:00-22:25
촬   편집

편집

(12시간 25분 이상)13차 6.3(일) 편집

14차 6.4(월) 편집 마무리

<표 Ⅳ-11> 체 제작 과정( 로젝트 T)

*6.3(일),6.4(월)의 소요 시간은 제작일지에 미기재되어 있어,확인할 수 없음.

(2)학습 과정과 략

(가)주제 선정

이 은 총 3명의 학생  2명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인 “교사양

성체제”로 1차 선정되었다.그러나 이후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서 “임용고

사제도”로 주제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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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름 개인 심사  심 주제

로젝트T

곽상 •교사에 한 직업 과 사회  인식 교사양성체제를 심으로 

한 비교원의 문화 과정

⇩

교사임용고사의 문제

(2주 후 변경)

김승수
•교사양성제도

 - 사범 학의 교육과정, 교생실습,  임용고사

김희찬 •교사양성체제

<표 Ⅳ-12>개인 심사와 심 주제( 로젝트 T)

(나)주제 구체화:‘자료 수집’을 통한 학습과 선행 지식 수정

< 로젝트 T> 은 “교사양성체제”를 심으로 한 비교사의 문화 

과정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비교사의 종합 인 모습을 다루는 데 심을 

가지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 다.그러나 다른 이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집 한 반면,이 의 경우에는 구체 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학습’을 한 후 주제를 구체화하기로 하 다는 이 특징 이

다.

이 의 경우 문헌 조사, 상자료,인터넷 자료,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 는데,이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지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 지식과 자료 다.교수님이 수업에서 말 하신 것처럼,스마

트폰 화 제작에 필요한 내용들은 최 한 Fact에 근거해야 하기도 하거니와,본 화제

작과정에서 교직과 교사에 한 기본 인 지식들은 습득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나 어 사  자료를 취합하기로 하 다.방법은 

문헌조사, 상자료,인터넷자료,교수  직 교원+ 비 교원의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기로 하 다. -김희찬(2012.4.23)

앞서 밝혔던 것처럼,우리가 생각했던 교사양성과정의 정 ,부정  측면과 실제 

비교사가 느끼는 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인터뷰를 통해,우리는 상상 속이 

아닌 실제 실에서의 교사를 할 수 있었다. -김승수(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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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토 로 우리의 스마트폰 화 만들기의 방향이 조 은 수정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본래 화에서 우리는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교원 양성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에서 교사양성제도의 모습을 좀 더 객 이고 

사실에 가깝게 만들어 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곽상 (2012.4.30)

(다)스토리라인 구성:공동 논의를 통한 주제의 축소와 화

이 집단의 학생들은 특강 이후에 화의 주제를 좁히고,동시에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장르도 선정하 다. 기의 화 주제는 “교사양성제도 

반”이었으나 이를 “임용고시”로 화하고,이를 구 할 수 있는 스토

리라인을 “간단히 구성했다.” 한 이러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장르

로 “호러”를 선정하 다.

특강에서 배운 을 토 로 우리는 촬  계획을 폭 구체화했다.우선, 무나 포

이었던 화의 주제를 좁혔다.5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달하는 데 무나도 짧은 시간임

을 알고 나서,교사양성제도 반에 해서 다루고자 했던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

달았다.드라마나 화가 한 가지 메시지를 하기 해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을 사용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우리의 주제가 단순명료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었다.우리는 이것을 

특강을 듣고 나서야 인식했고,임용고시라는 소재에 우리의 메시지를 담기로 결정했다.

한,스토리라인을 간단히 구성했다.복잡한 스토리를 넣을 경우 내용을 달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칫하면 오히려 객에게 혼란을  수 있으리라는 을 느 기 때문이다.우리는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고,좋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기보다는 문제를 잘 푸는 데 을 

맞추는 임용고시로 인해 상되는 문제에 을 맞추었다.장르는 객들에게 경각심을 

 수 있도록 호러로 정하 는데,이 장르야말로 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직 이고 감각 으로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수(2012.5.14.)

(라)시나리오 작성:개인별 시나리오 구상과 공유,합의

이 은 각자가 생각해 온 시나리오를 공유하고,문제가 되는 부분에 

해 합의하면서 한 편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나갔다.이 의 경우 기의 

화 주제는 등교사 양성과정,교육실습의 문제 과 한계,임용고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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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다루는 것으로 선정하 다.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세 주제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단 하에,“합의”를 통해 임용고사에 해 집 으로 

다루기로 결정하 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논의를 걸친 끝에 시나리오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 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결말장면에 삽입하기로 하 던 공장씬을 폐기하고 K-pop스

타를 차용하기로 하 다.k-pop스타가 오디션이라는 경쟁체제이고 극소수의 참가자만이 

소속사에 발탁될 수 있다는 사실은,실제 임용고사의 과도한 경쟁률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후 부정 인 교사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김희찬(2012.5.21.)

(마)촬 :제작인원의 부족,배우 연기력 부족

이 은 촬 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 다.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하나는 배우의 연기력 부족으로 인해 “감정이입”을 할 

수 없었다는 이고,다른 하나는 원의 수가 어 “아이디어를 구상”하

고 “인력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다.

촬 을 함에 있어서 노정되는 표 인 문제 은 인물들의 발연기(?)다.아무래도 우

리가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 사처리 하나하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없었고,발화의 억양이나 높낮이 한 극의 분 기와 다소 맞지 

않는 지 이 있었다.(… 략…) 한 화 촬 에 임하면서 느 던 가장 어려운 은,

아무래도 우리 조원이 3명이다 보니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부족했고,인력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김희찬(2012.5.21.)

(바)편집:공동 편집으로 인한 의견 충돌,로테이션 시스템 도입

< 로젝트 T> 은 편집 과정에서 새로운 략을 선택하 다.공동 편

집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한 명이 편집을 하고 다른 두 명은 다

른 일을 하고,  교 하는 방식의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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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

주제 구체화 논의

↓

주제 련 키워드 탐색

                         ↓  ⇦ 수  수업 내  상   

다양한 자료 수집(논문,단행본,인터넷, 비교사 인터뷰)

↓  

주제의 부분  수정

↓

개인별 시나리오 구상

↓

시나리오 공유

               ↓  ⇦ 택과 집

주제의 축소

 ↓  

시나리오 수정

↓

스토리보드 작성

↓

촬

↓

편집

[그림 Ⅳ-3] 체 학습 과정( 로젝트 T)

마지막 주는 계속 되는 편집의 철야작업의 연속이었다.콘티를 통해 사 에 장면에 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공동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 쉽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그래서 우리는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순차 으로 돌아가면서,한명이 편집을 하

고 남은 두 명은 다른 작업을 하는 식으로 편집을 진행하 다. -김희찬(2012.6.4.)

(3) 체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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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 학습 과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와 같다.

특히 < 로젝트 T>의 경우,‘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는데, 련 키워드 탐색,다양한 자료 수집,주제의 부분  수정,주제의 

축소 등의 과정이 나타났다.

다)학습 결과

(1)교사양성교육  임용제도에 한 이해

< 로젝트 T> 의 학생들은 다른 소집단에 비해 련 자료 조사에 집

하 다.문헌 분석과 더불어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특히 비교사

인 교 생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교사양성교육에 해 정 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이에 학생들은 ‘교사양성교육  임용제도’에 해 

부정 으로만 생각했던 을 수정하고,이후 ‘임용제도’에만 을 맞추

어 화의 주제를 수정하 다.

그 결과,학생들이 ‘교사양성교육  임용제도’와 련하여 이해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교사양성교육은 실제 교사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반면,임용고사는 ’좋은‘교사를 가려내는 장치로서는 부 합하다.임

용고사는 과열 경쟁 속 암기 주의 시험공부를 유발하며,교사의 도덕  

자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경쟁  교육 문화의 고착,

학생들의 사고하는 능력 결여,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지 못한 아이들의 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에 우리는 교사양성체제에 해 비교원들이 체 으로 부정 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단하 다.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교사의 문성에 해 끊

임없는 제기를 해왔고 이는 실제로 지 되어왔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우리의 상과 많은 차이 을 보 다.먼  교직양성과정이 교사로

서의 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상당히 정 인 

반응을 보 다.응답자는 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직 양성과정 를 들어 교육철학이

나 교직윤리와 같은 과목이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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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용 는 소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다고 

답하 다. -김희찬(2012.4.30.)

물론,친구가 임용고시에까지 온 히 정 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임용고시는 

지식을 측정하는 데 을 두고 있으며,따라서 교사로서의 기본 인 지식이 없는 사람

을 걸러내는 데는 효과 일 수 있으나 ‘좋은’교사를 가려내는 장치로서는 부 합하다고 

말했다. -김승수(2012.4.30.)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임용고사에 한 비 이다.동기는 무엇인

가.우리가 원래 임용고사에 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 – 진정한 교사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문헌이나 인터뷰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고,이러한 문제가 한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었다.임용고사의 어떤 측면을 비

할 것인가.과열경쟁 속 암기 주의 시험공부,교사의 도덕  자질에 한 검증 불가

능성 등이다.왜 이것이 문제인가.경쟁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생들에게로 그 로 옮겨질 

수 있다는 ,교육이 지식의 암기에만 지나치게 치 할 가능성이 있다는 , 비교사들

이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 함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이

러한 문제로 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경쟁  교육 문화의 고착,학생들의 사고하는 능

력 결여,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지 못한 아이들의 출  등이 견된다.-김승수(2012.5.14.)

(2)교사임용고사에 한 문제의식

이 은 한국교육이 비 을 받는 것  하나로 “교사의 자질”부족을 지

하고,“ 행 제도가 ‘교사다운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

하 다.이러한 에서 “교사의 자질”과 련하여 임용고사 제도를 살펴

보고자 하 다.학생들이 기획의도에서 밝힌 문제의식을 요약하여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도라는 장 에도 불구,여러 지 에서 비 을 받고 

있다.그 의 한 가지는 교사의 자질에 한 것이다.교사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 으로 교사를 배출하는지,즉 교사 양성  선발 체계에 한 근

본 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바로 행 제도가 ‘교사다운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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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그 에서도 이 화는 임용고시에 을 맞추었다.임용고시는 단순암기

식 공부를 조장한다거나 교사로서의 인성을 제 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논란의 

상이 되어 왔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의 달자가 아니다.교사는 학생의 모범이며,기 이기도 하다.그

러므로 교사의 자질에 한 논의는 곧 학생의 성장 반에 한 논의이며,교육의 근본에 

한 논의이다.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교사의 자질에 한 논의를 도외

시해서는 안 되며,나아가 극 으로 이러한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 로젝트 T>의 기획의도

4)TheDream NotTaken

가)학습 양상:‘생각’에 

단어의 빈도를 체 으로 살펴보면,가장 많이 언 된 단어는 ‘생

각’(215)이었으며,‘교사/교직’(200),‘화’(143),‘촬 ’(114),‘시나리오’(92),

‘만들다’(84),‘편집’(67),‘조’(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련지어 해석해 보면,학생들은 학습 활동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장 많이 언 하 고,교과 내용인 ‘교사/교직’, 화 제작 활동

인 ‘화’,‘촬 ’,‘시나리오’등에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을 유목화한 학습 경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분석한 결과,

화 제작 방법과 활동(843회),교과 내용(371회),소집단 활동을 통한 계 

속에서의 학습(169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가장 에 띄는 특징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 되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특징은 이후 학습 과정상의 특징에서도 기술될 것

인데,이 은 주제를 ‘학교 조직과 교사 간 목표 갈등’으로 하고 “ 료제 

속의 교사가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화화하 다.이러한 주제상의 

특징은 문헌 자료를 통한 교과 지식 련 학습보다는 지속 인 고민과 생

각의 과정을 필요로 하 던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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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

순
체

순
체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생각 215 61 의견 21 121 모두 13

2 교사 152 61 재미 21 121 수정 13

3 화 143 61 말하다 20 121 쓰다(write) 13

4 촬 114 63 싶다 20 121 이해 13

5 시나리오 92 63 달 20 125 담다 12

6 만들다 84 65 제작 31 125 사 12

7 편집 67 66 만들다 20 125 소리 12

8 조(조원) 66 67 비 20 125 신기하다 12

9 때문이다 64 67 진로 20 129 알다 12

10 장면 64 69 갈등 19 129 이루어지다 12

11 사람 62 69 마음 19 129 문성( 문직) 12

12 어렵다 59 72 발표 19 129 즐겁다 12

13 우리 59 73 배우 19 129 교장 11

14 부분 58 74 연기 19 134 기술 11

15 시간 56 74 지하철 19 134 넣다 11

16 과정 51 74 찾다 19 134 마무리하다 11

17 학생 51 77 끝나다 18 134 메시지 11

18 어떻게 50 78 마지막 18 138 방향 11

19 이야기 49 78 상황 18 138 사범 11

20 교직 48 80 시작 18 138 시각 11

21 하다 48 81 아이디어 18 138 아이들 11

22 표 47 81 처음 18 138 자연스럽다 11

23 상 46 81 고민 17 143 하다 11

24 주제 45 81 많다 17 143 한계 11

25 느끼다 44 85 역할 17 143 행동/행 11

26 아니다 43 85 의미 17 143 걱정 10

27 자신 43 87 지식 17 143 구성 10

28 학교 40 87 경험 16 143 다루다 10

28 목표/목 39 89 목소리 16 149 부분 10

30 진행 38 89 생기다 16 149 사실 10

31 내용 37 91 조직 16 149 상 /상 회 10

32 수업 37 91 다 16 149 필요하다 19

33 작업 35 93 화면 16 149 가지다 18

34 요하다 34 94 듣다 15 149 하나 13

35 가지다 33 95 모습 15 149 사람들 12

36 제작 31 96 작품 15 149 과정 11

37 개인 28 97 학습 15 149 메이킹 11

38 방법/방식 28 97 힘들다 15 149 의견 11

39 스토리 27 97 교육목표 14 159 작업 11

40 완성 27 100 구상 14 159 앞 10

<표 Ⅳ-13> 반 인 학습 경험에 한 단어의 빈도(TheDream Not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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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좋다 27 100 능력 14 159 자신이 10

41 회의 25 100 새롭다 14 159 지 10

43 자신 24 100 실제 14 159 최 한 10

44 문제 24 104 작성 14 159 측면 10

44 굉장하다 23 104 참여 14 159 로그램 10

45 스토리보드 23 104 감독 13 166 필름 10

46 아쉽다 23 106 심 13

48 음악 23 106 나 다 13

49 구체화 22 106 나름 13

50 나오다 21 106 다르다 13

학습 경험의 유형 단      어 합  계

①교과 내용과 지식
교사(252), 교직(106), 학생(90), 학교(44), 신입교사(37), 교생(16), 사

회화(16), 성직자 (16), 사범 (11), 문가(10)
598회

② 화 제작 방법과

     활동

촬 (242), 화(217), 장면(169), 편집(121), 시나리오(80), 스마트폰

(75), 제작(65), 이야기(44), 주제(42), 구성(39), 상(37), 섭외(33), 카

메라(29), 스토리(27), 다(27), 로그램(27), 표 (26), 음악(24), 작

품(22), 스토리보드(21), 감독(20), 감독님(18), 장소(18), 메시지(17), 

상 회(13), 녹음(12), 방식(12), 인코딩(12), 구도(11), 기술(11), 필름

(11), 화면(11), 연기(10)

1,543회

  ③소집단 활동 우리(117), 조(99), 모이다(31), 토의/토론(22) 269회

<표 Ⅳ-14>학습 경험 유형별로 본 단어의 빈도 분석(TheDream NotTaken)

나)학습 과정

(1) 체 제작 과정

<TheDream NotTaken> 은 총12회의 모임을 갖고 화 제작 과정을 

진행하 다.주제 구체화에 2회,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4회,촬

에 1회,편집에 5회의 모임이 이루어졌다.즉 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성

하는 활동인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에 총6회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주제를 화로 표 하는 활동인 촬   편집에 총6회의 모임이 이

루졌다.즉 지식을 구체화하고 구성하는 활동과 지식을 화로 표 하는 

활동을 유사한 비 으로 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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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일시 활동 내용 제작 과정

1차
4.10(화) 

10:00-14:00
주제 선정, 일정 논의, 역할 분담

주제 구체화

(6시간)
2차

4.17(화)

11:00-13:00
주제 구체화, 컨셉  표  방식 논의

3차
4.24(화)

10:00-13:00
스토리 완성, 시나리오 작업 시작, 일정 조정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7시간 

+온라인 회의)

4차
5.1(화)

22:00 
화의 요한 부분인 꿈 거리 논의(온라인 회의)

5차
5.2(수)

13:00-14:00
꿈 거리 논의, 스토리보드 검토

6차
5.8(화)

10:00-13:00
꿈 거리 확정, 시나리오 확정, 섭외 논의

7차
5.12(토)

10:00-13:00
 장면 촬

촬

(3시간)

8차
5.15(화)

10:00-13:00
편집 시작, 배경 음악 찾기

편집

(18시간)

9차
5.22(화)

12:00-14:00
편집을 해 필요한 장면 추가 촬

10차
5.26(토)

14:00-19:00

추가 촬 (14:00-15:00)

편집 80% 완료, 배경음악 논의

11차
5.29(화)

10:00-13:00

메이킹 필름을 제외한 부분의 편집 완료

음성이 어색한 부분 재녹음 결정

12차
6.1( )

13:00-18:00

편집 완료

메이킹 필름 완성

인코딩

<표 Ⅳ-15> 체 제작 과정(TheDream NotTaken)

특징 인 것은 촬 시간이 3시간,편집시간이 18시간으로 화로 표 하

는 핵심 활동들이 다른 소집단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이다.



- 121 -

명 이름 개인 심사  심 주제

The

Dream

Not

Taken

윤단아

•교사 연수

    - 문성 신장을 한 연수와 연수 로그램의

      다양성, 개발
교사와 학생의 

인간 계

⇩

교사 개인의 목표와 

학교조직의 목표의 

조화

(1주 후 변경)

이지혜

•교사의 인간 계

    - 교사로서 바라는 학생과의 계 

   - 학교 조직이 교사에게 바라는 학생과의 계

   - 동료교사, 교장, 교감과의 계

김민아    (미제출)

이재
•신규교사의 사회화 과정

•교사의 문성

김희빈
•수석교사제의 정체성

•교사의 승진 문제와 학교의 료 조직

<표 Ⅳ-16>개인 심사와 심 주제(TheDream NotTaken)

(2)학습 과정과 략

(가)주제 선정

<TheDream NotTaken>은 공통의 심사가 아닌,단 1명의 심사로 

의 주제를 선택하 다가 기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의 주

제는 한 학생이 심을 가졌던 “교사와 학생의 인간 계” 으나,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나)주제 구체화:주제 변경으로 인한 재논의,자료 조사

<TheDream NotTaken> 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 계’라는 주제를 잡

았지만 그것이 소재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주제를 구체화하기 한 고

민을 하 다.그러나 논의가 진 되지 않자 “학교 조직의 교육목표와 교사 

개인의 교육목표 간의 갈등”으로 주제를 변경하 다.결국 이 은 새로운 

주제를 구체화하기 한 논의를 다시 함으로써,다른 에 비해 주제와 

련한 회의를 한 번 더 추가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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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교사와 학생의 인간 계’라는 것은 주제라기보다 소재에 가까웠다.우리

는 ‘이러한 인간 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다룰 것인가’란 질문에 계속 머리를 맞 야만 했

다.(… 략…)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간 계를 좀 더 발

인 방향으로 다 보자고 몇 시간을 의논했지만,구성을 쉽게 할 수 없었다.

-김희빈(2012.4.23.)

우리 조의 문제의식은 교사의 주된 임무인 교수 역량과 료제 속에서의 교사의 임무

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그로 인해서 교사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다.(… 략…)

하지만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우리 조의 문제의식이 다소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 (2012.4.23)

(다)스토리라인 구성

:개인별 스토리라인 구상,공동 논의를 통한 선정

이 집단은 상징 인 장치를 활용하여 개인이 각자 스토리라인을 구상해

오기로 하 다.이후 공동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기존에 계획하 던 

상징  장치를 활용한 스토리라인이 아니라,인물을 활용한 구체 인 스토

리라인이었다.

나는 상징 인 장치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아  어느 정도 인물을 활용한 스토리라인

을 구상해왔는데,조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내용을 골자로 콘티를 구상해보기로 했다.

이번 주 회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차라리 처음부터 표 방식에 무 얽매이지 말고 

‘주제를 어떻게 가장 잘 표 할까’로 생각을 넓히는 게 더 효율 이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다들 화학도도 아니고 이러한 구상을 처음 해보는

데,‘사물을 활용한 상징 인 이야기’라는 조건을 지키면서 창작을 하려다 보니 서로 많이 

지쳤던 것 같다. -김희빈(2012.4.30)

(라)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학생의 시야”를 극복하기 한 상징  장치 모색

<TheDream NotTaken> 은 합의한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개별 학

생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 다.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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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NT)낙성 역

(… 략…) A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고 A는 점차 잠에 빠져든다.

#5.(INT)교무실

장의 공  쪽 (방과 후 B 사 의견대로 하기로 했다. -을 비해 주세요.)가 오고, 

A 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답장을 보낸다.

A:(턱을 괴고 앉아서)흠...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일을  하나 만들어주네.다들 학 

잘 가는 거에 심 있는데 진로 교육은 무슨,어차피 며칠 못 갈 거면서.

A가 옆에 있는 책을 펴는데

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쉽게 개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그 

이유에 해 학생들은 그동안 “학생의 으로만,학생의 시야에서만”교직

을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보았다.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장을 사실 으로 

담기가 어렵다고 단을 하고, 화의 상징  장치로서 “꿈”을 삽입하 다.

희빈언니의 스토리를 선택해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로 했는데, 략 인 내용은 서로 

다른 두 교사의 립 구도를 통해 한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다.오늘 

여러 가지 토의를 끝에 스토리를 구체화해서 시나리오로 어떻게 작성할지 정했고,지  

만들어진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했다.-이재 (2012.4.30.)

이번 주는 화의 스토리를 완성하고 시나리오를 잡아가는 주 다.사실 주제를 잡고 

나서도 이 부분에서 다들 매우 어려워하고 의견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학생의 으로만,학생의 

시야에서만 교직을 바라봤을 뿐 실제로 교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략…)그래서 우리는 실제 교실 상황을 사실 으로 화면에 담아내

기보다,사물 등을 활용하여 상징 인 장치로 메시지를 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

했다.(… 략…)조  충안을 통해 꿈이나 환 을 보는 장면을 넣기로 했는데,학교가 

제시하는 목표 아래에서 그  순응하고 따르기만 하던 교사가 자신이 있던 교실에서,자

신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교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다.

-김희빈(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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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내 이션,에코가 많은 음성으로)내가 뭐랬어?

A:(책을 덮으면서 고개를 약간 로 쳐든다)뭐...뭐지?

B:(내 이션, 의 효과와 같게.A는 놀라서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린다.)거 ,이

게 될 거라고 했지.  끝까지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구나.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A:(계속 두리번거리면서)이게 무...무슨 소리가 도 체.

B:(내 이션,거만하게. 와 동일)  날 피곤하게 산다고 비웃었지?난 이 게 큰일을 

해 낸 거야.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랑은 달라!(웃음소리)

A가 당황하며 주위를 격하게 둘러보다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다. 리고 소리를 내며 놀란다. 다시 다른 곳을 보다가 발견하고 놀란다. 또 다른 곳을 

보다가 발견하고 놀란다. (… 략…) 

A:(내 이션)언제부터 내가 게,다른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지?나

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던 거야.....

사의 시선으로 학 를 둘러본다(촬영)

A:(내 이션)나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하라는 로만 해 왔어.

내가 처음에 꿈꿨던 교사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사의 시선으로 카메라를 올려서 하늘을 비춘다.

#6(INT)지하철 안

  A가 깜  놀라서 잠에서 깬다. 한숨.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스토리보드를 그릴 때에는 꿈 이 과 꿈 이후로 

나 어 2명이 주요 작업을 하 다.그리고 체 회의를 통해 시나리오가 

상화되기 어려운 부분, 복되는 사 등을 수정하 다.

지혜언니는 꿈 부분부터 맡고 나는 처음부터 꿈 까지 맡기로 했고 목요일에 조원들

게 소개하는 회의시간을 가졌다.회의 시간에 스토리보드를 설명하면서 시나리오가 상

화되기 어려운 부분, 복되는 사 등을 수정해 나갔다. -윤단아(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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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촬 :자연스러운 연기와 워크를 통한 순조로운 촬

<TheDream NotTaken>은 다른 에 비해 촬 을 1주 빠르게 시작하

다.한 구성원의 아버지까지 함께 연기하여 “조  더 진지하게 연기가 

몰입이 될 수 있었고”,배우를 맡은 사람들도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순

조롭게”진행되었다.

희빈 언니 아버님까지 오셔서 함께 연기해주셔서 조  더 진지하게 연기가 몰입이 될 

수 있었고,배우를 맡아  언니들이 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략…)조원 분들이 서로서로 먼  나서서 역할을 맡고 회의록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일을 순조롭게 만들 수 있었던 이라고 생각이 든다.-윤단아(2012.5.14.)

(바)편집:주 편집자와 지원 인력을 통한 시 지 효과

<TheDream NotTaken> 은 한 명이 주 편집자가 되고,다른 조원들

도 함께 모여 편집된 상에 한 코멘트나 음향을 찾는 역할을 함께 수행

하 다.그 과정에서 특별한 갈등이 없이 편집 과정을 진행하 다.

내가 편집을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다들 함께 도우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다. -김희빈(2012.5.21.)

편집은 희빈언니가 담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편집에 필요한 음향을 찾아주거나 편집

된 상에 한 코멘트를 하는 역할을 하 다. -이재 (2012.5.28.)

조원인 희빈언니에게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고,나름 로 잘 된 상들을 뽑아내고,

상을 으면서 NG가 났었던 장면들을 보며 웃으며 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

고 있다. -윤단아(2012.5.21.)

(3) 체 학습 과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 학습 과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특히 <TheDream NotTaken>의 경우,‘주제’에 한 검토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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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한 검토

↓

주제 구체화 실패

↓

주제 변경

                 ↓    ⇦ 수 피드

문제 의식의 왜곡과 편향에 한 깨달음

↓

주제 구체화 모색

↓ 

교실 상황을 사실 으로 담기 어렵다고 단

↓

개인별 스토리보드 작성과 회의를 통한 선정

                   ↓  ⇦ 상징   도  

“꿈”삽입

↓  

시나리오 작성

               ↓   ⇦  역할 담

스토리보드 작성(2명)

↓ 

체 회의를 통한 수정

↓ 

촬

↓ 

편집

[그림 Ⅳ-4] 체 학습 과정(TheDream NotTaken)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교사의 시각에서 교직 사회나 학교 장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삽입한 것이 특징 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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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습 결과

(1)학교 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등에 한 이해

학교 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등을 주제로 선택한 <The Dream Not

Taken> 의 학생들은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어떻게 다를 수 있

는지”생각하고,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해 고민하 다.이 과정

에서 문헌 자료를 찾고 토론을 한 끝에 이에 한 생각을 정리하고, 화

에서 무엇에 을 둘 것인지를 합의하 다.

그 결과,학생들이 ‘학교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등’과 련하여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갈등의 원인과 련하여 ‘교사 개인은 자

율성을 추구하고,조직은 통제가 필요하므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 요도에 해서는 ‘학교와 교

사의 교육 목표가 상충할 때,교육 인 의미에서 교사의 목표가 존 받아

야 하는 것처럼 조직의 목표도 존 받아야 한다.조직의 목표는 학생 개개

인에 한 세세한 심은 부족하지만,교사 개인의 목표보다 안정 이며,

많은 학생들을 최 한 효율 으로 어떤 목표 지 에 도달하게 하는 데 의

미가 있다.’라고 단하 다.이에 갈등의 해결책과 련해서는 ‘학교와 교

사의 목표 간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학교 내의 의사소통의 문

제이다.따라서 학교에서는 평교사의 의견을 극 으로 수렴해야 하고,개

별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목표를 단순 수용하기보다는 능동 으로 학교 목

표에 참여하고 이를 자신의 목표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결

론지었다.

교직사회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

니다.일단 교사 개인은 ‘자율성의 추구’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교사는 최 한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직 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할 것이라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반면에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조직 리를 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통제(e.g.근무평정)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사의 어떠한 욕구나 행동



- 128 -

을 억 르거나 제 시킬 수 있고,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과 동시에 이것이 재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로 하는 교사보다는 어쩌면 교육 조직의 통

제에 길들여진 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도 가져보았습니다.

-김민아(2012.4.23.)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사의 교육목표가 상충할 때,교육 인 의미에서 그리고 교사 자

신의 문성을 해서도 교사의 교육목표가 존 받아야 하는 거라면,과연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사의 교육목표보다 ‘덜’ 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이다.교사의 교육목표가 

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한다면,그 이유를 

단순히 ‘조직이라서’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에 해 나름 로 문헌자료를 찾고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학교의 교육목표도 존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육 으로도 존재

한다.조직의 목표는 학생 다수에 비춰 보았을 때 교사 개인의 목표보다 안정 이며,많

은 학생들을 최 한 효율 으로 어떤 목표 지 에 도달하게 하는데 집 한다.그 과정에

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한 세세한 심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목표와 상충할 수 있는 학교 교육목

표 그 자체라기보다는,학교 교육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경 진의 의사소통 

구조라고 보았다. -김희빈(2012.4.30.)

학교의 목표와 교사 개인의 목표가 차이가 있을 때 부분의 교사들이 탈조직 인 행

를 하지 않기 해 학교의 목표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교사의 자율성이 

축되고 직무 도 감이 상실되며 문성이 약화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우리는 이러

한 상에 문제의식을 느 고 교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해 능동 으로 학

교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달하고 싶었다.

-이재 (2012.6.4.)

(2)학교 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등에 한 문제의식

<TheDream NotTaken> 은 “학교 조직과 교사 개인의 목표가 상충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고,이 두 가지 목표가 각각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 다.이에 <TheDream NotTaken> 화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교육 목표”의 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학교 목표 설

정의 과정에서 능동 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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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조직의 목표와, 문성을 추구하는 교사 개인의 목표가 상충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교육목표를 통해 학교는 구체  교육 방침과 과정을 구성하여 조직 구성원 체

가 효율 ,일 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하지만 교사 역시 자신이 습득한 지식,경험

에서 우러나온 문성을 토 로 ‘학생들이 궁극 으로 도달해야 할 인간상이나 그 행동

특성’,즉 가치 있는 교육목표를 실 하고자 할 수 있다.이는 교사 자신의 능력과 교육의 

질 향상을 해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며,교사의 문성을 높여주는 핵심 인 측면  

하나이다.

화에서는 그동안 학교 교육목표에 순응해온 교사가 자신과 정반 의 태도를 지닌 교

사와 만나며 부딪힌 심리  갈등과,그 안에서 느끼는 교사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 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교사가 지닌 교육목표에 해 교사 자신이 심을 갖고 요

성을 인식해야 하며,학교 목표설정의 과정에서 평교사의 능동 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하고자 한다. -<TheDream NotTaken>의 기획의도

나. 영화 시사회를 통한 학습 결과물 공유 및 피드백

이 수업의 학습 결과물은 화이며,각 별로 심사에 한 자료를 수

집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화를 만들어냈다.따라서 학생들은 간에 제

작기획서 발표 등을 통해 서로의 내용을 공유하기는 했지만,최종 으로는 

학습 결과물인 화를 통해서 주요 개념이나 문제의식에 해 이해하고 수

용하 다.이는 일반 인 학에서의 수업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리

젠테이션 도구나 문서화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처럼,이 수업에

서는 지식을 구성하고 표 한 결과물인 화를 상 함으로써 주제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화를 감상하고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 선택한 주제에 한 다양한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다른 의 화는 학생들에게 “ 실 인 

이야기”로 다가왔으며,“깊은 여운”,“몰입”,“공감”을 통한 이해를 가능하

게 하 다는 이 특징 이다.이는 화가 가시 이고 감각 인 ‘상’의 

코드를 사용하고,문학,음악,미술 등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

소가 복합된 종합 술이라는 에서 가능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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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다른 조의 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던 것은 각 조가 갖고 있는 교직을 향

한 매우 다양한 에 한 것이었다.(… 략…)  앞서 말한 조의 경우 교직에 입문하

고자 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그리며 그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해 

객들로 하여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다. 상을 보고 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여

운이 남아 한동안 화가 던져  질문들을 혼자 곱씹어 보았다. -이재 (2012.6.11.)

‘신임 교사 구보씨의 일일’은 무엇보다 거의 모든 조원들이 돌아가며 출연(목소리 출연 

포함)했는데 다들 나름 로 캐릭터가 딱 들어맞아서 이야기에 몰입이 잘되었다.

-김희빈(2012.6.11.)

각 화가 다른 의 학생들에게 달한 메시지,즉 학생 입장에서 경험

한 메시지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이 화는 교직사회화를 주제로 다룬 화이며,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새롭지 않은 문제의식”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자 “ 실 인 이야

기”로 받아들여졌다.특히 이 화의 경우에는 신입교사 구보의 하루 일과

를 다룬다는 을 표 하기 한 상징 인 장치로 시계를 돌리는 방법을 

활용하 는데,이러한 표 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창의 이라는 인식을 갖

도록 하 다.

이 화에 한 학생들의 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졌는데,하나는 

교직과 교사의 주제와 련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주제 의식을 

표 하는 도구로서의 화  표  방식이다.학생들은 이 화가 가진 

화  표  방식,즉 시계를 통한 상징,배경음악 등에 정 으로 반응하

다.그러나 주제와 련해서는 문제의식이 새롭지 않다는 ,교직 입직부

터 교직에 심이 없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교직사회화의 어려움을 축

소하여 표 하 다는 ,그런 에서 주제가 ‘신입교사의 사회화’가 아니

라 ‘교사의 소명의식’으로 다가온다는 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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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개인 으로는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을 

가장 재미있게 봤다.일단 무엇보다 편집이 굉장히 깔끔했다고 생각하고 간 간에 재

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잘 삽입했다고 생각한다.  그 조에서 달하려고 했던 문제의식

이 새롭지는 않았지만 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는 느낌도 들었다.

-이재 (2012.6.11.)

시간이 흐르는 것을 표 하는 부분에서 시계를 돌린 장면도 인상 깊었다.역시 선배들

의 연륜은 다른 것 같다. -김지 (2012.6.11.)

첫 번째 상 했던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은 배경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

를 재치 있게 잘 썼다는 것도 화의 재미를 더해줬지만,분 기와 상황에 걸 맞는 음악

을 어떻게 그 게 잘 찾아낼 수 있었는지 신기했다. -이지혜(2012.6.11.)

무엇보다 메시지가 명료하고 이야기 자체가 실 이라 이해하기 쉬웠다.다만 ‘구보가 

사직서를 낸 이후 어떻게 을까?’란 뜬 없는 물음으로 화를 끝마쳐서 문제의식이 조

 흩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사직 이유에 ‘성이 안 맞아서’라고 쓴 것 한 보

는 사람에 따라서는,교직사회화의 어려움을 그  처음부터 교직과 거리가 먼 성격의 사

람들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김희빈(2012.6.11.)

처음으로 본 화는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이었다.사실 보고 깜짝 놀랐다.특히 

간 간 극  구보씨가 피곤한 얼굴로 시계를 돌리는 모습이 삽입된 것은 매우 창의 이

라고 생각했다.(… 략…) 한 화의 주제가 ‘신입교사의 사회화’라기 보다 오히려 ‘교

사의 소명의식’과 더 닿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다혜(2012.6.11.)

2)< 로젝트 T>

  이 화는 학생들의 작품 네 가지 에서 가장 “주제를 직 으로 달

하는” 화 다.이 화의 경우 앞서 언 한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과

는 달리 “몰입”이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그 이유는 두 가지

는데,우선 화의 주된 요소인 상과 음성이 잘 맞지 않아 객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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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배우가 직 으로 교사임용제도의 문제 을 길

게 설명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하 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배우의 사

에 하여,한 학생은 <교직과 교사>라는 수업에서 는 화만이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정 으로 받아들이기도 하 다.

‘로젝트 T(?..제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네 개의 화 에 가장 주제를 직

으로 달하는 성격의 화 던 것 같다.사실 음성과 상이 맞지 않은 문제로(고생

해서 만든 작품인데,정말 안타까웠다!..)몰입이 잘 안되어서 디테일한 흐름은 제 로 이

해하지 못했다.교사의 사에 직 으로 교사임용제도의 문제  등에 한 내용이 자

세하게 나와서,때로는 조  어색하고 튀게 느껴지기는 했지만,반 로 ‘교직과 교사’수

업에서 는 화만이 할 수 있는 시도라서 나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다.내가 아쉬웠

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교사가 실을 바꾸리라는 결심으로 행정기 (?)처럼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은 다소 하게 끝내버린 느낌이 들지 않나 싶다.사실 교사

가 혼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여 제도가 방 바 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실감이 없어 

보인달까.차라리 1인 시 를 하는 쪽으로 엔딩을 택했다면 좀 더 실 이고도 상징 이

지 않았을까? -김희빈(2012.6.11.)

이 화의 이러한 직 인 달 방식은 화의 장르 비 실 인 장

르25)를 선택하 기에 가능하게 받아들여졌다. 화  장치로서는 오디션 

로그램에 교사 임용제도를 비유하 다는 이 특징 이었다. 화가 표

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련해서는 이 의 교사임용제도에 한 문제

의식에 해 다른 학생들이 반  의견을 제시하여,이에 한 논의가 이루

어지도 하 다.이와 련하여 한 학생은 교사임용제도가 지필평가의 강조

로 인하여 지나친 교과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근 방식에 하여,교

사에게 교과 문성은 요한 부분이며 제도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훌

륭한 교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하

다. 한 교사 혼자서 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는 

25) 객  학생  <프 트 T>   “SF”  보았 , 실    한  

“ 러”라고 에  고 다. 에 본 에 는 “ 실  ”라고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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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오히려 이 부분이 희망 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화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객의 입장인 학생들과 다른 경우,학생

들은 화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정 으로 생각하기보다는,다른 

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응답을 통해 체 수강생들과 함께 논

의하 다.

어  보면 SF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건데,교직과 교사를 주제로 하는 화에 SF장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임용고사를 로젝트 T라는 서바이벌 로그램

과 연결시킨 부분도  어색하지 않고 신선했다.  개인 으로는 마지막에 선생님 개

인의 힘으로 임용고사의 문제 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 한 인상 이

었다. -김다혜(2012.6.11.)

두 번째 ‘ProjectT’는 오디션 로그램에 교사 임용제도를 비유한 이 특이했다.말하

고자 하는 바를 비유를 통해 비교  무겁지 않게 잘 달했던 것 같고,등장인물들의 연

기가 어색했다고는 하지만 약간은 비 실 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지혜(2012.6.11.)

<projectT>는 역시 과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희찬이가 있는 조인만큼 

정말 창의 이었다.우리는 화의 실성에 집 해서 최 한 실성을 살리려고 노력했

는데 projectT에서는 실성은 없지만 실에 한 비 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학우가 질문한 것처럼 교사의 해당 교과에 한 문성은 그 요성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화에서 ○○○ 조교님이 맡은 은사님의 사처럼 “그 제

도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지 (2012.6.11.)

3)< 경을 보라>

이 화는 학생들에게 “짜임새 있는 구성과 술성”을 갖춘 완성도가 높

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화 도입부에 그림과 나 이션을 통해 동굴에 

갇힌 학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구하려는 교사의 모습을 표 하

는데,이러한 비유  장치가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다.나 이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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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두 주인공의 조 등 화  표  장치에 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객 입장에서 경이와 보라가 쉽게 조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학

생이 있는 반면,두 인물이 상반된 동기로 교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 하 다고 평가하는 학생도 있었다.

‘경을 보라’를 은 조는 항상 ‘동굴’을 어떻게 표 할까,어디서 을까를 많이 고

민했던 것 같은데 무도 그럴듯한 장면을 어서 재미있었다.나 이션으로 깔리는 목

소리도 모두의 의견처럼 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경이와 보라의 캐릭터가 매우 극

단 이었지만 오히려 극단 이라서 재미있었던 것 같다.그런데 반에 경이의 이야기

가 무 길게 나와서,이 화를 처음 하는 사람은 한동안 경이만의 이야기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즉 화 후반부까지 경이와 보라가 쉽게 조되지는 않는 

것 같다. -김희빈(2012.6.11.)

마지막 ‘경을 보라’는 개인 으로는 가장 좋았던 작품이다.우선 제목에 주인공 두 

명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센스도 좋았고,ProjectT 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사용한 것도 

참신했다.특히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학생들에 한 교사의 태도를 나타낸 것은 특이했

다.표  방법 역시 했던 것 같다.1부에서 동굴의 비유를 표 한 그림과 내 이션을 

한 다은이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몰입할 수 있었다. -이지혜(2012.6.11.)

특히 교사가 마치 동굴에서 나와 빛을 본 후 그 빛을 알려주기 해 다시 동굴에 들어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착안하여 스토리를 풀어간 조의 화가 인

상 깊었다.카메라의 시선과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에 

띄었다.학생들이 세심하게 계산하면서 상을 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두 

인물이 상반된 동기로 교직에 입문하려고 하는 과정을 실제 있을 법한 상황을 통해 생생

하게 그려낸 것도 흥미로웠다. -박은주(2012.6.11.)

다른 조들의 작품 에선 ‘경을 보라.’라는 작품이 의미도 있고 안정 인 구성이었다.

이 화를 보면서 튼튼한 스토리의 구조와 작품이 주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의 요성을 

깨달았다. -최 수(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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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eDream NotTaken>

이 화는 학교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 간의 상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 학생은 목표 간의 상충이라기보다는,열정이 넘치던 신입교사가 

시간이 지나며 학교에 순응 으로 변해 가는 상의 문제를 지 한다고 평

가하 다.

세 번째 ‘TheDreamsnottaken'은 특히 연기가 인상 이었다.학교에 순응 인 교사

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교사의 비가 잘 드러났다.특히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한나 언

니의 연기는 감탄을 자아냈다.이 의 주제는 학교라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의 

상충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는데,개인 으로는 열정이 넘치던 신입교사가 시간이 지

나며 학교에 순응 으로 변하게 되는 상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그

러나 이 한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김다혜(2012.6.11.)

다. 영화 제작을 통한 학습 과정의 흐름

집단별 학습 과정과 략에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체 학습 

과정  략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교수자의 입장에서 ‘화 제작 단

계’로 구안하 던 활동은 주제 선정  제작 기획,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촬 ,편집이었다.그러나 학습 과정의 분석 결과,학습자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활동은 주제 구체화,스토리라인 구성,공동 시나리오 작성,촬 ,

편집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생들이 화 제작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 작성’활동이 ‘스토리라인 구성’과 ‘공동 시나리오 작성’으

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학습 과정상 나타나는 이러한 특

징은 이 교육방법이 소집단 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한 명의 작가가 주제를 고민하고 구체화하여 시나리오

를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여러 명으로 구성된 이 함께 주제를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화의 흐름

을 몇 부분으로 나 어 업무를 분담하고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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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을 체 모임을 통해 공유하고 수정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러한 특징은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통해 주제

를 구체화하고 재구성하고 표 하는 과정으로서 화를 제작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에 집단별 학습 과정을 종합하여,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용 결과 나타난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이를 <그림 Ⅳ-5>에 

정리하 다.

1)주제 선정

17명의 학생들은 개인 인 심사를 고려해서 4개 을 구성했다.4개 

은 각각 원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화화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

다.그 결과 각 의 심 주제는 교직 ,교직 사회화,교사 양성  선발 

체제,학교와 교사의 목표 갈등의 4가지 역으로 압축되었다.그리고 이러

한 심 역은 ‘교사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의 요성’,‘신입교사가 경험

하는 교직 사회화 과정의 어려움’,‘임용고사 제도의 황과 문제 ’,‘학교 

조직과 교사의 교육 목표 간의 갈등과 조화’의 주제로 발 되었다.

2)주제 구체화 

주제가 선정된 후에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이 

단계에서는 각 별 제작기획서 발표와 화 감독 특강을 통해,구체화된 

주제에 해 교수자와 문가,다른 학습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교수

자는 학생들에게 화 제작 과정이 학습을 한 과정임을 설명하면서,사

실에 근거한 주제의 요성을 언 하고 자료 분석 활동을 강조하 다.그

러나 실제로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나 권장 사항을 선택 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  분석에 주력하기도 하 으

나,자료 수집보다는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에 한 논의에 을 두는 경

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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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토리라인 구성

스토리라인의 구성은 체 인 화 거리를 계획하는 과정이다.이 과

정에서는 한 개인이 구상해 온 시놉시스를 채택하여 논의를 통해 발 시키

거나,개인별로 각자 구상해 온 것들  논의를 통해 선별하고 보완하거나,

처음부터 공동의 논의를 통해 구상하는 경우로 이루어졌다.이 과정에서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유기 으로 결합하면서 스토

리를 구성하기도 하고,주제 자체를 화하고 축소하는 등 주제에 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4)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시나리오 작성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 어 학습 과정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감독 특강을 통해 별 시놉시스  스토리라인을 검토하는 단계이

고,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주제를 구체화하는 방

법 등을 비롯하여 화 촬   편집 기술에 해 학습하 다.직  시나

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별 논의를 통해 외부 문가인 감독의 피드

백에 해 선택 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 작성 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신입

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의 경우 스토리보드를 먼  구성하고 이를 토

로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5)촬

촬  과정에 해서는 부분의 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처

하는 경험을 하 다.학생들 수 에서 처할 수 있는 문제로는 배우,장소 

섭외,장소 활용의 문제,기자재 부족  불편 등이었으며, 처할 수 없는 

문제로는 인력  연기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 상황을 처하

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소집단 내의 “ 워크”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는 촬   편집상의 어려움에 한 발표를 함으로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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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다른 학습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6)편집

편집 과정에 해서는 일부 의 경우 “공동 편집”을 하거나,1명의 주 

편집자와 배경음악 선정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 어 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공동 편집의 경우,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과

정이 진행되기도 하 으나,갈등 상황이 나타나 그 안으로 한 명씩 돌아

가면서 하는 로테이션 편집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 다.

7)상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인 화 상 은 비시사회와 스마트폰 교육 화

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그  수업 시간의 일환으로 운

된 화 시사회에서는 자신의 화를 상 하고 다른 의 화를 람함으

로써,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자신의 화에 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달하고 다른 

이 선택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화는 학생들에게 “

실” 인 이야기를 체험하게 해 주었고,주제에 해 “깊은 여운”을 주고 

“몰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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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화 제작을 통한 학습 과정의 흐름

*Y는 ‘Yes’의 의미로,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N은 ‘No’의 의미로,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문제에 착하여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이  단계로 돌아가 다시 해결안을 찾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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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 과정의 특징

1)주제별 특성에 따른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

집단별로 어떤 주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학습 과정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치 이나 사고 방식과 련된 주제를 선택한 집단은 기본 인 자료 수집

은 하 으나,주로 원 간의 ‘논의’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 다.반면 제

도에 은 둔 집단은 제도에 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으므로,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련 ‘지식’을 학습하는 데에 집

하 다. 한 교사의 삶과 련된 주제를 선택한 집단은 기본 인 자료 

수집과 논의를 병행하되,이를 어떻게 ‘화화’할 것인지에 한 논의에 집

하 다.이러한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를 소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소명의식’과 같이 가치 에 련된 주제를 선택한 < 경을 보

라> 에서는 자신의 실생활과 련된 경험을 교류하고,소명의식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한 원 간의 논의가 으로 이루어졌다.이

는 학습 양상에 한 분석에서 ‘우리’,‘조’와 같은 소집단 활동과 련된 

단어가 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 조직과 교사 간의 목표 갈등’을 주제로 한 <The

Dream NotTaken>의 도 학습 양상 분석에서 ‘생각’에 한 단어의 빈

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학습 과정을 분석한 결과,이 은 ‘주제’를 구

체화하기 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주제가 변경

되기도 하 다.즉 자료를 수집하여 련된 지식을 학습하기 보다는, 원 

간의 논의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재구성하는 략을 활용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양성제도  임용고사의 문제 ’을 주제로 선택한 < 로젝트 

T>는 제도와 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학습의 출발

이 되었다.따라서 이 의 경우는 논문,단행본,인터넷 검색, 비교사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련된 정보를 찾고 이를 토 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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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체화하고 지식을 구성해나갔다.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 과정의 어려움’을 주제로 선택한 <신입교사 구

보 씨의 일일> 은 교직사회화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토의에 활용하

면서도,이에 을 두기보다는 교직사회화 상을 어떻게 화로 표 할 

것인가에 을 두어 학습 과정이 이루어졌다.이 집단은 주제 구체화 단

계보다는,시나리오 작성이나 촬 ,편집 등 주제를 화로 표 하는 과정

을 통해 교직사회화가 무엇인지에 한 논의가 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논리  사고를 통한 주제 구체화

학생들은 화의 주제를 선정하고,이 화를 기획한 의도에 해 고민

하는 과정에서 논리  사고를 경험하 다.한 학생은 자신의 이 다른 사

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어떻게”,“왜”,“무엇을”이라

는 질문을 통해 논리 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임용고사에 한 비 이다.동기는 무엇인

가.우리가 원래 임용고사에 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 – 진정한 교사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문헌이나 인터뷰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고,이러한 문제가 한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었다.임용고사의 어떤 측면을 비

할 것인가.과열경쟁 속 암기 주의 시험공부,교사의 도덕  자질에 한 검증 불가

능성 등이다.왜 이것이 문제인가.경쟁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생들에게로 그 로 옮겨질 

수 있다는 ,교육이 지식의 암기에만 지나치게 치 할 가능성이 있다는 , 비교사들

이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 함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이

러한 문제로 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경쟁  교육 문화의 고착,학생들의 사고하는 능

력 결여,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지 못한 아이들의 출  등이 견된다.-김승수(2012.5.14.)

한 집단 내의 토의 과정을 통해,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해 

논리 으로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 다.특히 <TheDream Not

Taken> 은 처음에 주제를 ‘교사의 인간 계’로 선정하 다가 이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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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성한 지식과 

학교조직과

교사 간 

목표 갈등

갈 등 의 

원인

교사 개인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조직은 통제가 필요하므로 갈등이 

발생한다. 

목표 간 

요도

학교와 교사의 교육 목표가 상충할 때, 교육 인 의미에서 교사의 목

표가 존 받아야 하는 것처럼 조직의 목표도 존 받아야 한다. 조직

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에 한 세세한 심은 부족하지만, 교사 개인

의 목표보다 안정 이며, 많은 학생들을 최 한 효율 으로 어떤 목

표 지 에 도달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갈등 

해결 

방안

학교와 교사의 목표 간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내의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교사의 의견을 극 으

로 수렴해야 하고, 개별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목표를 단순 수용하기

보다는 능동 으로 학교 목표에 참여하고 이를 자신의 목표와 조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Ⅳ-17><TheDream NotTaken>의 사고 과정과 구성 지식

구체화하는 데 실패하고,주제를 다시 변경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하

다.그 과정에서 이 은 새로운 주제에 해 논리 으로 사고하고자 노

력하 다.즉 ‘학교 조직과 교사 간의 목표 갈등’에 하여,갈등의 원인,

목표 간 요도,갈등 해결 방안으로 나 어 근하고,학교와 교사의 목표

는 둘 다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

라 “의사소통의 문제”임을 논리 으로 도출하 다.

3)집단지성과 합의, 력을 통한 지식의 구성

가)집단지성

학생들은 스토리보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한 사고 과정을 경험하 다.한 학생은 화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이 날의 경험에 해 “포텐이 터졌다”라고 표

하기도 하 다.소집단 내에서의 지속 의 토의 과정을 통해,조원들의 창

의성과 기발함이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폭탄같이”터지듯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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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화요일은 지 까지의 화 제작 과정을 통틀어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날이다.(… 략…)속된 말로 ‘포텐이 터졌다(포텐은 potential을 의미하며,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폭탄같이 터진다는 뜻이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략…)화이

트보드에 각 장면(scene)의 시작 부분을 그리고,실제 촬  시 주의사항을 같이 생각해가

며 었다.이 단계에서 나는 조원들의 창의성과 기발함에 놀랐다.집단지성이란 이런 경

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다. -송민수(2012.5.14.)

나)의견 교류

학생들은 공 지식에 한 의견과 “새롭게 도 하는 역”인 화 촬  

 편집 등에 한 의견을 나 면서 함께 학습할 수 있었다.이에 학생들

은 “의견을 내고”“수렴하고 반 하고 고쳐나가면서”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 다.

화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조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은 이론에 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모두가 새롭게 도 하는 역에 해서 함께 배워나가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소 한 시간이었다. -이기찬(2012.6.11.)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촬 ,편집까지 조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수

렴하고 반 하고 고쳐나가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의견 조율에 해서 고민해보고 배

울 수 있는 뜻 깊은 한 학기 다. -박상훈(2012.6.11.)

다)합의

  학생들은 주제 선정 과정에서 마다 아이디어가 달라서 조율하는 시간

이 오래걸리기는 했으나,“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 다.이러한 의견 조율은 “모두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약간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가장 합한 방향으로”합의하고 일을 진행하기

도 하 다.

주제 선정 시에 교직사회에서의 인간 계라는 다소 넓은 범 에서 시작하여 차 주제

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때 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서로 달라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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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충분한 화를 통해

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재 (2012.6.11.)

다른 수업 조별 연구과제 주제를 정할 때에도 느낀 것이지만,다섯 명 모두의 마음을 

100%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 혹은 소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더군다나 그러기

에는 시간  제약도 존재한다.그러므로 약간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사

항에 해 가장 합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지혜(2012.4.23.)

라) 력

화 제작 교육방법의 핵심은 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소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특징으로 인해,효과 으로 학습이 이루어지

기 한 가장 큰 제 조건은 워크라고 할 수 있다.학생들이 기존의 조 

모임에 해 갖는 인식은 상당히 부정 으로 나타났는데,“무임승차”,“

리라이더”라는 말이 이를 변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서로서로 

먼  나서서 역할을 맡고”하면서, 화를 “함께 만들어”갔다.이 과정에

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동이 이루어졌고,이것은 주제에 한 시각

을 넓 주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나 혼자 촬 하는 게 아니라 매순간 모두 같이 촬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무겁

기만 했던 책임감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우리 조는 편집을 할 때에도 보민

언니의 주도 하에 에 있는 조원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 해 가며 이루어졌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할 때 한명의 책임감도 요하겠지만,자신이 맡지 않은 다른 

역할에 한 책임감 한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그 게 했을 때 각자에게 

돌아가는 업무의 부담도 어들고,  분 기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

-김다혜(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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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분들이 서로서로 먼  나서서 역할을 맡고 회의록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일을 

순조롭게 만들 수 있었던 이라고 생각이 든다. -윤단아(2012.5.14.)

사용되어야 할 장면들에 한 개인의 의견이나 편집 방법에 한 생각이 각자 달랐지

만 각자 조  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그에 한 개인의 권한을 존 하는 것이 좋은 

화를 만들기 해서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단아(2012.5.21.)

동이 주는 이  한 learning과 맞닿아 있다. 동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수 이다.(…

략…)그러나 각자 요한 것을 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 을 때,우리는 시각을 

넓힐 수 있게 되며,그것이 공식 인 수업이 아닌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진다는 에서 학습자에게 좀 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희빈(2012.5.28.)

3) 술  요소를 활용한 지식의 표

가)상징과 비유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

를 상징  장치로 구체화하 다.특히 학생들은 5분 이내라는 화 길이의 

제한으로,자신들이 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매개물”이나 “상징”을 통해 

달하고자 하 다.그 과정에서 비유나 상징 등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

로 하는 표  방법이 나타났다.매개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학생들은 교

사가 학생에게 받은 “만년필”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거나,“시계”의 움직임

을 통해 하루 일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표 하 다.답답한 학교 

실을 “벽”으로 표 하여 기존 교사는 교실 칠 에 벽을 쌓고 임교사는 

벽을 허무는 행 로 나타내기도 하 다. 한 교사양성교육의 획일성을 

“공장”으로 비유하고,임용고사의 과열된 경쟁 체제를 “K-pop스타”로 나

타내는 등의 상징  장치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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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결정되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제안하느라 시간가는 

도 몰랐다.물론 무나도 흥미롭고 창의 이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며 제시

하는 과정에서 신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 게 입으로 말한 것들을 

실제로 화로 잘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윤보민(2012.4.23.)

우리는 극의 개와 극 구성을 해서 다양한 매개물을 활용하기로 하 다. 를 들

어 공장에서 생산된 교사들에 새겨진 제품번호나 표식과 같은 것들은 극  인물이나 

객들에게 의문을 제공해  것이다.  학교에 숨겨진 공장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소름 돋

는 음향을 활용할 것이다.이러한 매개물들은 우리의 작품에 많은 도움을  것이다.

-김희찬(2012.5.14.)

도 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거나 시간이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것이 하루에 일어

나는 일임을 객에게 알리는 장치를 넣자는 좋은 의견이 있었다. -박상훈(2012.5.14.)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결말장면에 삽입하기로 하 던 공장씬을 폐기하고 K-pop스타를 

차용하기로 하 다.k-pop스타가 오디션이라는 경쟁체제이고 극소수의 참가자만이 소속

사에 발탁될 수 있다는 사실은,실제 임용고사의 과도한 경쟁률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후 부정 인 교사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김희찬(2012.5.21.)

나)이미지의 시각화

학생들은 그동안 부분의 과제가 “ 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었고,

이에 “항상 로 표 하는 것에만 익숙해”있었다.그러나 화 제작 활동

으로 학습 과정이 진행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시각화해서 구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로 인해,그것을 어떻게 이미지화시킬지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 다.이 게 시나리

오로 작성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게”느껴졌지만,그 과정에서 “ 을 이미

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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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만드는 것은 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생각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항상 로 표 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는데 그 것을 어떻게 이미지화시킬지 생

각을 하다보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이재 (2012.4.23.)

우리는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할 뿐 그것을 실제로 시각화해서 구 하는 것에 

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하지만 우리 조의 가장 큰 틀인 동굴의 비유 부분을 표 하려

던 방식을 지 하셔서 우리 조는 난 에 부딪히고 말았다. -김지 (2012.5.7.)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을 이미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 다.사람들이 을 

읽으면서 그것을 상상하기는 하지만 아주 ‘구체 ’으로는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

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지 까지는 을 읽거나 작성하면서 내가 상상의 나래로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렸다면,이 작업에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지어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다.마치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처

럼 말이다.그래서 스토리를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을 완 히 마음에 들게 시나리오로 옮

기지는 못했지만,최 한 우리가 근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이미지화 하려고 많이 노

력했다. -이재 (2012.5.7.)

이 게 주제를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화의 장면을 

떠올리고,그 과정에서 주제를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경험을 하 다.이러한 

경험은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그리는 스토리보드 작성 과정에서 더욱 극

화된다.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촬  에 카메라 구도나 배

우의 동선, 치 등을 계획하기 해 작성하는 일종의 스 치라고 할 수 있

다.[그림 Ⅳ-6]은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의 작성한 스토리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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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스토리보드(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다)음악을 통한 감정의 표

학생들은 배경음악을 토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 다.그것

은 음악이 “ 화의 완성도”에 큰 향을 미치며,개인 으로 음악을 바라

보는 “감성”이 달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이다. 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학생들은 “음악이 표 할 수 있는 감정의 요소”를 고려하며 “배경 음악

에 많은 공을 들 다.”

배경음악을 토론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각자의 음악을 바라보는 감성

이 달라서 하나의 음악에도 호불호가 갈렸다.음악도 화의 분 기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라는 것이 느껴졌다. -박상훈(2012.6.4.)

특히 필자는 신입교사 구보를 바라보는 객들의 몰입과 이해를 해서 배경음악에 많

은 공을 들 다. 화 속 구보가 느끼는 감정과 그를 둘러싼 느낌을 표 하기 해서 음

악을 선곡했는데 이 과정이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매우 재미있었다.-이기찬(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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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표 하는 음악이라도 막상 장면에 넣고 보면,아주 미묘하게 다른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진다.감독들이 기존에 있는 곡을 쓰지 않고 화 ost를 직  

제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나는 음악이 표 할 수 있는 감정의 요소에 크게 놀랐다.

-최 수(2012.6.4.)

4)반성  사고를 통한 성찰 

「교직과 교사」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은 과거에 경험한 교사나 학교의 모

습을 돌아보고,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반성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

났다.즉 학생들은 화 제작을 통해 교직과 교사의 실을 상상하고 이를 

간  경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과거의 선입견을 반성하고 교사와 교직사

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고민하며,사범 생인 자신을 되돌아보는 등의 반

성  사고를 경험하 다.

교직이나 교사라는 직종이 처음부터 나의 심사 던 것은 아니었다.앞서 밝힌 바 있

지만,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략…)능력도 부족하고,

헌신성도 없고,돈도 잘 못 벌고,일만 바쁜 사람들.많은 교사들이 그 다고 생각했다.

‘교직과 교사’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이다.

교육에 해서 배우고,특히 이 과목을 들으면서 교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김승수(2012.5.28.)

한 우리의 주제인 교사의 소명감에 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정말 소

명감 없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으며 우리도 무의식 으로 그

럴 수도 있다는 을 느낄 수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사범 생인 나를 되

돌아보고 조  더 확실한 소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 다. -윤보민(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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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가. 교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확장

1)“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 기에 주제를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토로한다.그리고 그 이유로 “항상 학생의 으로만,학생의 

시야에서만 교직을 바라봤을 뿐”이라고 말하 다.그러나 이러한 이 

화를 제작하고 화를 공유하면서,“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던 것이,이

제는 교사 자신이 되어,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여러 인물의 시선에

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이는 교직과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이 

확장되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의 변화는 학생들이 일종의 “상황극”을 통해 “교육 실”에 

해 깨닫게 된다는 을 의미한다.한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사범 학 학

생들이 실에 무심하고 이상 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언 하면서,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이슈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끌어오는 활동이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하 다.

사실 주제를 잡고 나서도 이 부분에서 다들 매우 어려워하고 의견이 쉽게 나오지 않았

던 것 같다.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학생

의 으로만,학생의 시야에서만 교직을 바라봤을 뿐 실제로 교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

어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실제로 교실 밖에서,혹은 교무회의라는 구체  

상황에서,교장과 교감이,혹은 교장  교감과 평교사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에 해서 들여다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김희빈(2012.5.7.)

모든 조가 함께 화에 한 이야기를 공유했던 시간도 좋았다.그러면서 학생의 시선

에서만 바라보던 것이,이제는 교사 자신이 되어,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여러 인물

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 -김다혜(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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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화 는 게 괜찮은 게 는 개인 으로 공부하면서 교육학과 애들이 제일..지

 실 입시제도나 교육 실에 해서 약간 무심한 것 같더라구요.수업시간에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가장 최신 트 드를 잘 알지 못하고 입시제도의 변화나 이런 거 잘 모르

고 약간 이상 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하면은…….사실 일종의 상황극

이잖아요.오히려 지  그 상황에서 뭐…거기 주제들도 보면요, 화하는 애들 주제들을 

보면요,거기서 뭐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들을 설정하게 되는 거잖아요.이슈를 끌어와서 

설정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 게 되는 거잖아요.그런걸 보면은 공부하는 이 여기

에 있다가 이 게 들어가니까, 는 그게 더 유의미한 것 같은데…….”

-이기찬 인터뷰(2014.6.20.)

2)교사에 한 부정  인식의 변화

학생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교직이나 교사에 한 부정  인식이 변

화하고,교사가 처한 여건이나 실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수용 으로 이

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소명의식이 없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 한 

비 인 인식이 “악랄하거나 못된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

는 으로 변화하 다. 한 교사 집단에 한 부정  인식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는 으로 변화하 다.

희는 이 화를 기획할 때 소명 의식이 없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

으로 보고 있었다.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비치는 악 향을 날카롭게 표

하여 고발하고자 했다.동굴의 비유를 끌어온 것도 학생들이 이러한 교사들 때문에 어두

운 동굴 안에 덩그러니 남겨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더 섬뜩하게 이 문제가 느껴지도록 

하기 해서 다. 화를 완성한 지  여 히 소명의식 없이 교사가 된 사람들이 학생에

게 미치는 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지만,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소명의식 없는 교사가 결코 악랄하거나 못된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 경을 보라>포트폴리오

능력도 부족하고,헌신성도 없고,돈도 잘 못 벌고,일만 바쁜 사람들.많은 교사들이 그

다고 생각했다.‘교직과 교사’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이다.교육에 해서 배우고,특히 이 과목을 들으면서 교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김승수(20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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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직에 한 다양한  수용

학생들은 학습의 결과물인 화를 공유하면서,다른 소집단이 갖고 있는 

교직에 한 다양한 을 이해하게 되었다.이러한 다양한 의 수용

은 “깊은 여운”으로 이어지면서,“곱씹어”보는 반성  사고를 진시켰다.

무엇보다 다른 조의 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던 것은 각 조가 갖고 있는 교직을 향

한 매우 다양한 에 한 것이었다.어떤 조는 교직에 입문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경쟁

이라는 것에 을 맞추기도 하고  다른 조는 교사가 지녀야할 마음가짐이 어떠해

야 하는 지에 해서 집 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조의 경우 교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그리며 그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해 객들로 

하여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다. 상을 보고 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여운이 남아 

한동안 화가 던져  질문들을 혼자 곱씹어 보았다. -박은주(2012.6.4.)

나. 주제에 대한 몰입 

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이나 결과물과 련하여 “몰입”을 경험하 다.이

러한 경험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하나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한 몰입이고,다른 하나는 객으로서 화 작품을 감상할 

때 화의 주제와 표  방식에 한 몰입이다.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주제에 

한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고,“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시나리오를 쓰기 해 머리를 쥐어뜯었던 도 있었으며,오그라드는 연기를 참아내기 

해 감정이입에 몰입할 때도 있었다. -김희찬(2012.6.4.)

빈나언니 아버님까지 오셔서 함께 연기해주셔서 조  더 진지하게 연기가 몰입이 될 

수 있었고,배우를 맡아  언니들이 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윤단아(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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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법 역시 했던 것 같다.1부에서 동굴의 비유를 표 한 그림과 내 이션을 

한 다은이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몰입할 수 있었다.내 이션을 한 다은이의 목소리는 

화 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지혜(2012.6.4.)

‘신임 교사 구보씨의 일일’은 무엇보다 거의 모든 조원들이 돌아가며 출연(목소리 출연 

포함)했는데 다들 나름 로 캐릭터가 딱 들어맞아서 이야기에 몰입이 잘되었다.

-김희빈(2012.6.4.)

화가 배우들을 몰입시킨다는 그 특성이 화를 는 우리들로 하여  임용고시와 교

사양성과정이라는 주제에 한 역지사지와 감정이입을 가능  하 고,그것이 교직에 

한 우리의 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김승수(2012.5.21.)

다.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수용과 비판

학생들은 화 시사회가 끝나고 난 마지막 에서 그동안의 수업을 반

성하면서,이번 강의에서 시도한 새로운 교육방법에 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학생들은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에 해 정 으로 수용하

기도 하고,비 으로 문제 과 한계를 지 하기도 하 다.

1)“ 화라는 지 과 학습이라는 지 ”의 “묘”한 “연결”

학생들은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에 참여하면서,새로운 교육방법

에 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그것은 이 교육방법이 그

동안 학에서의 강의에서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한 학생은 

“ 화 만들기와 ‘교직과 교사’라는 과목의 성격은 처음부터 싱크로가 완벽

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고 기술하면서,이러한 생각이 술의 역과 

학문의 역을 분리하는 “고정 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하 다.하지

만 학생들이 말하 듯이 “ 술의 소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므로”이들 

간 융합은 가능하고, 화의 몰입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  “주제에 한 

역지사지와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여,오히려 “학습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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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특히 화 속의 인물과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은 다른 강의에서

는 경험하지 못한 이 강의만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사실, 화 만들기와 ‘교직과 교사’라는 과목의 성격은 처음부터 싱크로가 완벽하게 느

껴지지는 않았다.왜냐하면 화는 술의 역이고,교직과 교사는 ‘교육학’이라는 학문

의 역에 있다는 우리의 고정 념 때문이다.그러나 술의 소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는 것을 생각해보면 둘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교집합이다. -김희빈(2012.6.4.)

한 가지 더 인상 이었던 지 은, 화라는 지 과 학습이라는 지 이 묘하게 잘 연결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화는 일반 으로 배우가 완 히 작품 속 캐릭터가 되어 감정

이입하는 가운데 촬 된다.그만큼 화의 사는 단순한 종이 의 씨가 아니라,배우

가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기폭제이다.우리는 졸렬하지만 나름 로 행 교사

임용제도의 문제 을 찾아보고 개편안이 용되었을 때의 향을 생각한 후 이에 한 

의견을 정하고 사로 만들어 연기로 옮겼다.그러자 유치하게만 느껴졌던 사들이 나

에게 하나의 문제의식으로,하나의 논쟁으로,하나의 신념으로 다가왔다. 화가 배우들

을 몰입시킨다는 그 특성이 화를 는 우리들로 하여  임용고시와 교사양성과정이라

는 주제에 한 역지사지와 감정이입을 가능  하 고,그것이 교직에 한 우리의 학습

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김승수(2012.5.21.)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하며 느끼는 은 다른 강의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실제

로 교직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도 했다.우리가 만들어 낸 가상의 구보 모습을 보

며,동정심도 느끼고,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할 교사로써의 사명의식을 스스로 되돌아보

기도 했다.우리는  화 속의 신입교사 구보와 감정을 공유해가고 있었다.아마 이

런 감정은 일반 인 강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상훈(2012.6.4.)

2)“참여 은유로서의 학습”

한 학생은 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한 학습에 해 “‘참여 은유’로서의 

학습”이라고 보았다. 화 제작 과정은 “나의 ”과 “(나와)생각을 공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담아”내고,“상 을 통해”“타인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지고”,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이 학생에게 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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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참여한 소집단의 생각을 화라는 매체로 

표 하는 것을 넘어서서,외부의 타인들에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를 만드는 것은 나의 을,  나를 비롯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시각

을 하나의 매체에 담아내는 과정이며,그것은 제작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에만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화는 상 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상 은 화 제

작자가 아닌 타인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지고,고민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도구가 되기 때

문이다.비록 학부생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만든 화는 내용 으로나 기술 으로나 수업 

밖에서,학교 밖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이 많은,아주 보 인 단계의 결과물이지만 

‘참여 은유’로서의 학습26)과 하게 닿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희빈(2012.6.4.)

3)“수업 방식에 한 지평을 넓  주는”수업

학생들은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해 기존의 학 강의에 해 

되돌아보고,“ 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 다.한 학생은 기존의 “많은 수업들이 나에게 버거울 정도

의 지식을 제공해 주었으나”,지식을 능동 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여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표 하 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이 “활자로만 공부했더라면 보지 못했을 부분

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볼 수 있도록 하 고,나아가 “부드러운 방식

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수업 방식에 한 

지평을 넓  주는 계기가 된 수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26)  학생  개  에  ‘참여 ’  미  다 과 같  술하 다. “  학 에 듣는 수

업 가운  ‘학습’  여러 가지  가운  습득  참여 에 해  재미 게 들었다. 학

습  ‘습득’에  , 학습  개  취  보고, 학습 는 지식  수신  

 그 지식  보 하는 과  학습 과  다.  학습  ‘참여’에  , 학습 

 개  취  어 ‘공동체 하 ’  본다. 학습 과 에  학습 는 보   수신

가 아닌 주변  참여 가 , 그 참여는 사 에  담  하고, 다  들과 지식과 

 누  행동  어 내는 것  진다. 그래    참여  다  거창한 것, 사

운동과  것 만 게 생각하  쉬운 , 는  만드는  과 도 하  참여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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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능동 으로 이해하

고,음미하고,해체시켜 분석하고,나름의 의견을 제시해보고,통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해

내는 등 자유자재로 지식을 조작할 수 있어야만 그 지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많은 수업들이 나에게 버거울 정도의 지식을 제공해 주었으나,앞서 말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탓에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았다.그런 내게 이 수업은 지식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

다고 생각한다.자율 으로 임용고시에 한 정보를 탐색하고,그것에 하여 나름의 평

가를 내리고 화에 녹여 내면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하여 “논의할 비가 되었다.”

암기나 시험을 한 닫힌 지식이 아니라,논의되고 가공되면서 새롭게 재창조될 가능성

이 생긴 ‘열린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김승수(2012.6.11.)

스마트폰 화 만들기를 통한 수업 방식에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교수법이라는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식으

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수업 방식에 한 지평을 넓 주는 

계기가 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곽상 (2012.6.11.)

활자로만 공부했더라면 보지 못했을 부분들이 화 만들기를 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

해 에 들어왔다.아마도 화를 만들고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고민들이 어떤 방식으

로든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 같다.

-박은주(2012.6.11.)

4)아쉬운 과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진 「교직과 교사」수

업에 해 정 인 입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일부 학생들은 정

인 과 함께 아쉬웠던 ,개선이 필요한 에 해 함께 언 하고 있다.

아쉬웠던 은 크게 두 가지인데,하나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난 후에는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인 부분에 해서 배울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

다.”라는 것과 “장비나 편집 기술 같은 것이 제 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했

다.”라는 이다.이러한 의견은 비시사회에서 한 학생이 언 하 던 것

으로,이에 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에 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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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비나 편집 기술의 불편함에 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

가면서 얻은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많았으며,“수업 반에 배운 교직과 

교사에 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나리오 작업이 끝난 후에는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인 부

분에 해서 배울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 제작의 70%의 시간은 거

의 촬 과 편집에 할애되었는데,그 기간 동안에는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만 가지고 

작업하다보니 교직과 교사에 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이재 (2012.6.11.)

다른 조들이 장비나 편집기술 같은 것이 제 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했다고 건의를 

했는데,개인 으로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물론 그 말도 의의가 있고 우리조도 

많이 힘들었지만,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면서 얻은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많았다.

 수업 반에 배운 교직과 교사에 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김다혜(2012.6.11.)

한편,개선해야 할 과 련하여서는,외부의 피드백 기회 마련,교수님

과의 만남 횟수의 증가, 상 제작 기술 특강 시간의 확 , 화 제작 과정 

간의 교직과 교사에 한 문 인 지식 달, 장감을 살린 수업 교재

의 채택 등을 건의하 다.

이것과 연 지어 수업에 해 아쉬운 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 내부  시각이 아

니라 외부 인 시선에서 과제물(스마트폰 화라든지,다른 것이 되던지)에 한 잘

된 과 부족한 ,보완  등에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

겠다는 것이다. -곽상 (2012.6.11.)

이 수업이 좀 더 발 하기 한 방안은 없을까?우선 교수님과의 만남이 좀 더 자

주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주기 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논의가 생산 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좀 더 나아지려면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지 등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략…)다음으로, 상 제작 기술에 한 특강을 3-4주 정도로 늘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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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다. 화 제작에 들어가기 이나 그 간 과정에서 이러한 특강을 듣는다면,

기술 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내용’측

면에 집 하면서 화를 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교수님께서 

화 제작과정 간 간에도 교직과 교사에 한 문 인 지식을 달해 주셨으면 좋

겠다.한 주는 화 피드백을 받고,한 주는 교직에 한 내용을 배우는 식으로 수업

이 개된다면 보다 깊이 있는 화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승수(2012.6.11.)

 

이론  측면을 보완할 방안을 나름 로 생각해보았는데,설명이 비교  딱딱한 

재의 교재(‘교직과 교사’자체가 장을 다루는 건데 사실 공서 들은 태생 으로 

‘장’을 경험 은 학부생들에게 와닿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보다 좀 더 요

즘 안을 직 으로 다루고 테마와 시야를 좁힌, 장감을 살린 얇은 책을 교재로 

택하는 게 어떨까 싶다. -김희빈(2012.6.11.)

  라. 기타 학습 경험의 특징

1)돌발상황에 한 문제 해결 

학생들은 화 제작 활동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에,많은 “돌발상황”을 

하 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이 과

정에서 학생들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화를 만들면서 문제가 발

생하는 순간마다 어떻게 응할지를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 다.

오랜 촬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계속 충 하면서 는가하면,해상도를 잘못 선

택하기도하고 여기 기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빵빵 터져 나온다. 에 촬 했던 술

집 장면이 뭔가 부족한 듯 싶어서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촬 했다.‘정말 화 는 

감독이나,주연배우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감탄과 경외가 터져나왔다.

편집 때는  어떤 돌발상황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까? -최 수(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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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편집 로그램을 배워나가다 보니 어느 정도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원활

하게 재생이 안 되거나, 상은 나오는데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 에 하나의 

상으로 최종 산출하는 인코딩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곤 했다.이러한 시행착오 속에

서 한 가지씩 돌발 상황을 해결해나갔다.이를 통해 안정 인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었

고,효과 인 편집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기찬(2012.6.4.)

우리의 경우도 촬  장에서 순간순간 닥치게 되는 상황들에 어떻게 잘 처해 나갈 

것인지,그리고 상했던 씬을 못 게 되는 등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어떻게 그 

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화의 질에 큰 향을 끼쳤다.촬 장의 

분 기와 편집장의 분 기도 그 상황을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를 만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마다 어떻게 응할지에 생각해보는 능력이 길러

졌다. -김다혜(2012.6.4.)

2) 화에 한 기본 지식의 습득

화에 한 기본 지식은 주로 화 제작과 련한 특강에서 습득되었으

나,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더욱 지식

을 체화하는 모습을 보 다.특히 화 제작 과정에서 제일 요한 것이 

시나리오라고 인식하고,시나리오 작성과 이를 구체화하는 스토리보드 작

업에 집 하 다.

촬 도 요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시나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이 화 

제작에 있어 가장 요한 토 가 된다는 이다. -박상훈(2012.4.30.)

강연회의 첫 번째 부분인 각 조별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시간이 가장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생각한다.감독님이 정해  10가지의 구성요소 틀에 우리조의 시나리오를 다시 

재구성해보니,생각보다 쉽지 않았다.시나리오를 구성해본 후,감독님이 문가의 

에서 우리가 실제로 화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과,할 수 없는 부분에 한 명확히 분류

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기찬(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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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역할에 한 이해와 내면화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이해하

고,배우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경험하 다.이러한 

경험은 화 제작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즉 교사나 이에 련

된 인물이 되어 보도록 함으로써 그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화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에 그 역할에 해서 제 로 이해하기 해 책도 많이 읽

고 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직  찾아가 찰도 많이 한다는데,확실히 그 캐릭터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 (2012.6.4.)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즐거운 작업이었다.특히 ‘나’에게 기반을 둔 인물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재미있었다.내 평소의 말투,행동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이런 상황에

서 나는 어떻게 행동 했을까,무슨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신기

한 경험이었다.다만 내가 아닌 다른 인물들의 행동과 말투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웠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등장인물 모두의 개개의 특성을 창조하여 그들의 행동과 생각,말을 

쓰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주(2012.5.14.)

4)테크놀로지의 활용

화 제작 과정은 앞서 언 한 음악,미술 등의 술  요소 활용도 

요하지만,촬   편집 도구 등과 련한 테크놀로지 활용이 기본이다.이

에 학생들은 개인 에서 화 촬   편집과 련한 내용을 상당히 많

이 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에서도 촬 은 테크놀로지보다는 

장소 섭외 등의 문제 상황에 한 해결과 련되었고,주로 편집 활동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문제가 논의되었다.

편집의 테크놀로지 활용과 련하여,학생들은 편집 과정에서 “스마트폰 

어 ”,“컴퓨터 문 상 편집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

나 이러한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은 기존에 학생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것

이어서,학생들은 편집 기술에 해 “틈틈히 공부하고”,편집을 하면서 “여

러 명이 같이 논의하며”,“잦은 수정과 반복 과정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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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같은 경우,아이폰 어 을 극 으로 활용하되,미세한 편집과 자막과 효과 같은 

부분은 컴퓨터 문 상 편집 로그램을 통해서 편집하기로 하 다.다만 걱정되는 

은 조원들 에서 편집기술에 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틈틈이 공부하고,편집 

같은 경우 여러 명이 같이 논의하며,장면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기찬(2012.4.30.)

막상 리미어에서 스마트폰으로 촬 한 동 상을 불러오니 읽어지지 않았다.코덱이 

안 맞았기 때문이었는데 MP4코덱을 깔고 불러오는 데 꽤나 애를 먹었다.편집 툴을 이

것 것 만지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 만으로도 꽤나 다양한 효과를  수 있어서 고

 로그램의 일부는 충분히 신할 수 있다는 을 알게 되었다.-박상훈(2012.5.21.)

편집 로그램 같은 경우, 도우 무비메이커,베가스,어도비 리미어를 모두 시도했

었는데, 리미어가 가장 안정 이었고, 도우 무비메이커는 아주 가벼운 편집에 매우 

효과 이었다.우리 조의 화는 리미어로 제작하 고,발표 간에 상 한 메이킹 필

름은 도우 무비메이커로 제작하 다. -이기찬(2012.6.4.)

처음에 Vegas를 사용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은 아무래도 외국 로그램이다 보니 사용

법을 숙지하기가 어려웠다.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블로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사용

법을 익 야 했고 잦은 수정과 반복과정을 거쳐야 했다. -김희찬(2012.5.21.)

수강한 지 2년 후에 인터뷰를 한 결과,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기술이 큰 

자산”으로 남았다고 평가하 다.즉 이 수업을 들은 결과,촬   편집과 

련된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이것을 다른 수업에서의 

발표나 교생 실습에서 자발 으로 활용하 다는 것이다.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상훈: 는 이거 하고 나서 딴 수업 가서 상을 몇 개 만들었어요.

면담자:UCC?아,네가 발표할 때 스스로?

박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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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발표 형식의 자유를 주었을 때?

박상훈:이 게 해도 되겠냐고 선생님께 여쭤보고.신선해 하시니까. 상 만드는 걸 신선

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면담자:그래서 허용해 주시면?

박상훈: .

이기찬:이거 기술 큰 자산이에요.

박상훈:이거는 기술 인 측면이지만,이거는.수업에서 다 천편일률 으로 다 피피티하

라고 하거나…….

-박상훈,이기찬 인터뷰(2014.6.20.)

김다혜: 도요.무비메이커랑 ? 희는 무비메이커만으로 했거든요.이제는 어떻게 하는

지 다 알겠는 거에요.그래서 교생 나가서 상 고 바로 편집해서… 그래서 

랑 지  언니랑 같이 수업했거든요.거기서 화를 만들었어요.나름… 1분?1분

짜리 상을 만들어서.(희가 교생을)진로와 직업으로 나가잖아요.그래서 진

로를 고민하는 연기를 해가지고 상을 만든 거에요.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지 이의 고민은 뭐고?담임의 고민은 뭐냐?

연구자:애들이 좋아했겠네.교생선생님들이 나오니까.

김다혜:네.애들이 좋아했어요 .한 번 확실히 어 보니까.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카메라 2 랑 노트북 2 로 각도 다르게 해서 교차해가면서 보여 주

고…….

연구자:오~도움이 구나.

김다혜:네 !동기 유발 상 만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으면 되잖아

라고. -김다혜 인터뷰(2014.6.23.)

5)심리  측면

 

가)다양한 감정의 경험

학생들은 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어려움”,“아쉬움”,“뿌

듯함”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 다.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경험은 화 

제작 활동이 마무리되었을 때,즉 화 제작을 완료하거나 상 할 때 더욱 



- 163 -

복합 으로 나타났다.한 학생은 “처음 화 만들기를 시작할 때 들었던 

가벼운 마음,  세부 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은근히 손이 가는 곳이 많

다는 것을 깨달으며 들었던 무거운 마음,편집 과정에서 느 던 좌 스러

운 마음,그리고 최종 완성물이 나왔을 때의 그 북받치는 마음”으로 자신

의 감정 변화를 표 하고 있다.다른 학생도 하나의 단어로는 표 하기에 

부족한 자신의 감정으로,“서 픔”,“미안함”,“후회”,“걱정”등의 무거운 

감정과 “열정”,“성취감”,“뿌듯함”등의 정  감정을 경험하 다고 서술

하 다.

처음 화 만들기를 시작할 때 들었던 가벼운 마음,  세부 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은근히 손이 가는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들었던 무거운 마음,그리고 편집  편집 

과정에서 느 던 좌 스러운 마음,그리고 최종 완성물이 나왔을 때의 그 북받치는 마음

이 모조리 떠올랐다. -김 주(2012.6.4.)

최종 공개시사회가 남았지만,바쁘고 고생스러웠던 작업을 일단락하고 나니 홀가분하

다.그러나,‘해방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내가 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아우를 수 없

다.기술 문제로 첫 번째 시사회를 잘 해내지 못한 데 한 서 픔(‘아쉬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생했던 조원들과 배우들에 한 미안함,후회,최종 시사회에 한 걱정..무

거운 감정이 몰려든다.그러면서도 최종 시사회에 한 열정,부족하나마 뭔가를 해냈다

는 성취감,임용고시라는 교육의 한 단면이나마 나름 로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다는 뿌

듯함도 느낀다. -김승수(2012.6.4.)

나)재미와 즐거움

학생들은 화의 제작 단계  특히 시나리오 작성과 촬  단계에서 “재

미”를 느끼고 경험하 다.시나리오를 짜면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애드리

에 한 웃음과 즐거움,촬  과정 에 서로의 어색한 연기로 인한 웃음

과 재미 등이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 다.



- 164 -

화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촬 과정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 했지만 실제 촬 에 

들어가니 정말,재미있었다.특히 학교 외부에 나가서 촬 할 때는 사뭇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우리를 향한 시선이 나쁜 것이 아니라,궁 해 하면서도 흥미를 보

이는 시선들이어서 좋았다. -이기찬(2012.5.21.)

촬 하는 것 자체는 재미있다.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 고,한 장면 한 장

면 장인정신(?)을 더할 때마다 완성해나가는 재미가 있다. -최 수(2012.5.21.)

이 게 화 만들기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있었다.시나리오를 

짤 때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애드리 에 많이 웃었다.  연기를 하면서 서로의 발연기에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다.

-김희찬(2012.5.21.)

다)좋은 화를 만들고 싶은 의욕 

학생들은 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욕을 경험하 다.즉 일련의 화 

제작 과정이 학생들에게 “좋은 화”,“완벽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동

기를 유발하 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동기나 의욕은 객을 고려하는 데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학생들은 자신의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달”하고 “교직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

기가 되기를 기 하 다.

발표와 회의를 통해서 좋은 화를 만들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있다. 화 제작단계에 

들어가면 힘들어서 의욕이 한 순간 싹 사라지는 순간도 생기겠지만,그 때마다 처음의 설

렘과 마음가짐을 기억해야겠다. -김다혜(2012.4.23.)

수업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장면 하나 하나에서 웃음이 터지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이 맛에 화를 만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략…) 화를 상 하는 도 에도 

우리 조는 우리가 놓친 표 의 부분들을 이야기 나 고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야할지를 

종이에 어갔다.상 회 때는 좀 더 완벽한 작품을 내놓으리라! -최 수(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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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단순히 하나의 과제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투 나 여러 웹사이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직과 교사에 해 알려주고 싶다.(… 략…)우리가 만든 

화들이 비록 기술 으로나 술 으로 뛰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달해 으로써 사람들의 선입견을 없애고 인식을 바꾸고 싶은 조그마한 열정과 욕심이 생

겨났다. -윤보민(2012.4.23.)

자칫 따분할 수 있는 교직과 교사에 한 나의 생각을 화라는 매체를 통해 달해 

보려는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한다.21일 열리는 화제에서 우리 화를 보고 한 명이라

도 교직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송민수(2012.5.21.)

라)책임감

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 에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자신이 맡은 역

할에 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험하 다.학생들은 “자신이 맡지 않은 다

른 역할에 한 책임감”도 가질 때  활동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 다.

힘들면서도,욕심이 생긴다.제작자가 되었다는 느낌은 나에게 책임감을 다.내가 단

순히 지식을 달받는 상이 아니라 지식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김승수(2012.5.2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할 때 한명의 책임감도 요하겠지만,자신이 맡지 않은 

다른 역할에 한 책임감 한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그 게 했을 때 각

자에게 돌아가는 업무의 부담도 어들고,  분 기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

-김다혜(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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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1. 화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의 

변화

가. 자기 주변적 경험에서 학교 조직과 교직에 관한 관점으로

1)자기 경험과 근 한 기 입직 단계에의 심

학생들의 심 주제는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주제로 나타났다.교

사 임용,교사양성제도,수석교사제,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교과 교사 간 

상 문제 등과 같은 제도  측면,교직 입직 동기나 교사 문성,인간

계 등의 교사 자질 측면,퇴직 교원의 활용과 같은 인  자원의 활용 측면,

교직에 한 사회  인식 측면 등이다.즉 교직과 교사를 둘러싼 주제들,

교사 개인,교원 단체, 련 제도 등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에 

하여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주제  학생들의 심이 보다 많이 집 되어 있는 것은 교

사 발달 단계 에서 기 입직 단계로 나타났다(11명).교사양성제도,교

사임용,교직 입직 동기,교생실습 등의 주제가 이에 해당하며,교직사회화

에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분 ‘신입교사’의 사회화에 

을 두고 있었다.이는 학생들이 시간상으로나 경험상으로 본인들과 가까

운 것에 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물론 1-5주차에 교수자의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련하여,상당수의 

학생들은 교사의 인간 계,교사 문성,교사 연수,수석교사제,교원 노조

원과 비노조원과의 갈등과 화합,교직에 한 사회  인식,퇴직 교원의 활

용 등 교직과 교사와 련한 다양한 주제에 심을 나타내기도 하 다(7

명).그러나 실제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 논의를 통해 화화하게 된 

주제는 이들 주제가 아니라,앞서 언 한 기 입직 단계와 련한 주제에 

집 되었다.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교사의 소명의식,교사임용고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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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등 등 4개 의 화 주제가 실제로 신입교사

나 교직 입직 직 의 단계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교직과 교사」수업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하면서,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표 하는 활동에 을 두었

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보인다. 한 학생들이 자신과 

경험 으로 근 한 역에서 심을 갖고 이에 해 학습한 것은,듀이의 

경험주의 학습 이론에 비추어 볼 때에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

다.듀이는 “수업은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Dewwy,1963:74).그러나 교수자에 따라 수업의 목 을 학

생들에게 교직과 교사에 해 보다 많은 이슈나 주제에 해 하고 이를 

고민하고자 하는 데 두었다면,이에 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에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심 주제가 

얼마나 반 되어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동안 많은 연구자

들은 교사양성과정의 질 문제를 제기하면서,그것이 학교 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 해왔다.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동기로 교

사가 되고,어떠한 과정으로 교직에 입직하는지,그리고 교사가 되어 어떠

한 경험을 하고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에 한 심이 높을 수밖에 없

다.이러한 문제는 교사양성기 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곧 경험하

게 될 ‘학교 실’이다.따라서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심 주제는 학생들이 교사양성과정에서 기 하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에 

해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우리의  교사양성교육과정의 구성에 해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2)학교 조직과 교직 사회를 고려한 으로의 확장

학생들은 기에 본인의 , 등학교 경험을 토 로 하여 심 주제를 

선정하 다.이후,학생들은 화 제작을 통해 학생 수 의 경험을 넘어서

서,“교사 자신이 되어”,“교장 선생님이 되어”여러 인물의 시선에서 바라

보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되었다(김다혜,2012.6.4.).즉 화 제작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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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교사의 시선에서 교장의 시선으로 

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 에서 학교,

나아가 교직 사회 체를 바라보는 의 확 를 겪게 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화 제작 과정의 특징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실제 학교에 가서 배우와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등장인물이 어떤 생

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상하게 된다. 한 상황을 잘 표 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선정하면서,등장인물이 어떠한 감정을 겪는지도 떠올리

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등장인물인 교사,교감,교장을 입장을 간

으로 경험하고,그들이 속한 조직의 물리  환경과 문화를 경험한다.

학생들이 이 게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교 조직과 교직으로의 의 

확 를 경험한 것은 화가 갖는 장르  속성에서 기인한다. 화는 시나

리오를 통한 사건의 구체화와 상으로의 시각화 과정을 거쳐 제작이 이루

어지므로,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다.선행 연구에 따르면,이러한 화 제작 과정을 통

한 학습 효과는 화가 창조 으로 실을 재구성하게 해 주며(정재형 외,

2004;황보성진,박지윤,이은희,2010),직 이고 구상 인 근 방법을 

통해 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 근,2003).

나. 교직과 교사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수용적 관점으로 

1)교직과 교사 련 실에 한 부정  인식

학생들의 선행 지식  에 한 분석에서 특징 인 것은 많은 학생

들이 자신의 학창 시 의 경험을 떠올리면서,교직과 교사와 련된 학교 

장의 모습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다.교사를 “능력도 

부족하고 헌신성도 없”는 존재로 보기도 하고,교사가 사회 으로도 모범

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지 못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하고,교장을 

교사와 립되는 부정 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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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선행 지식  에서 이러한 부정 인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처한 학교 

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실의 

모습에 해 이러한 부정 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교사가 “모범” 이어야 한다는 당 인 인식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

는 사고이다.물론 교사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성직자에 하는 가

치 이 용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이러한 당 인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실 속의 한 인간으로서의 교사에 해 더욱 부정 으로 인

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마찬가지

로 교장에 해서도 “ 인 지 ”를 갖고 있으며 이에 교사를 “피고용

인” 하듯이 한다는 인식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해서도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한 학생은 이러한 인

식이 “기존의 화”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근거한다면 

이 학생이 갖게 된 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은 화와 같은 외부  인식

의 틀을 통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이러한 선행 지식  에서 나타난 교직과 교사에 한 

부정 인 인식은 이들이 여 히 “학생의 에서”교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특히 교사에 비해 상 으로 교장에게 부정

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학생의 에서는 학 에서 직  만나는 교사

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교사에게 직장 상사의 역할을 하는 교장

이 실제보다 부정 인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 실에 한 부정 인 인식은 「교직과 교

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이는 수업 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수업 이 부터 형성된 지식과 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 장이나 교육에 한 선행 지식이나 

을 미리 악하고,이를 고려한 교육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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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직 실의 구체화를 통한 이해의 심화와 수용  의 형성

학생들은 화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심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화

하여 표 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친다.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경험

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하나는 특정 주제에 한 지식과 을 갖

게 된 것이고, 반 인 교사나 교직에 한 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특정 주제는 소명의식,학교조직과 교사 간 목표 갈등,임용고사 제도,교

직사회화이고,이에 해 학생들은 지식을 구성하고 을 갖추게 되었다.

반 인 교직과 교사에 한 의 변화는 “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라는 경험을 통해 표된다.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을 통해 교

사가 처한 실이나 학교 장을 구체화하고 재구성하면서,기존에 , ,

고등학교를 거쳐 갖게 된 “학생의 시선”을 극복하고 “교사의 시선”에서 바

라볼 수 있게 되었다.이로 인해 교직과 교사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변

화하고,교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이해하고,교사로서의 소

명의식과 열정을 갖기도 하 다. 한 다른 소집단이 제작한 화를 공유

함으로써,교직과 교사에 한 다양한 을 수용하게 되었다.

정리하면,학습 내용 측면에서 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해 갖게 된 경험

의 핵심은 실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교직에 해 심화된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 교직과 교사에 한 부정  인식이 보다 수용 인 으로 변

화하 다는 것이다.

2. 화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자질  태도의 변화

 가. 소집단 학습 과정을 통한 사회적 능력 및 일반 역량의 함양

화 제작 과정의 속성상 학생들은 소집단 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고,이에 많은 사회  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그 결과 의사소통,

의견 조율과 합의, 력 등의 경험을 하게 되고,학생들 스스로도 이러한 

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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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사회  경험은 교사에게 필요한 ‘일반 기  역량’(김정원 

외,2012)이나 OECD(2003)에서 말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과 련이 있

다. 자와 련하여,김정원 외(2012)는 교사에게 역할  역량과 일반 

기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고,일반 기  역량인 참여, 계 형성, 화 능

력이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핵심 요소이자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후자와 련하여,OECD(2003)에서 말한 미래 인재의 핵심 역

량  하나로 “집단 내에서 계를 형성하며 동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효

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 역량과 련된 경험은 화 제작 교육

에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선행 연구에서는 화 

제작 활동을 통해 동심,책임감,소속감, 인 계 능력, 화와 타 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함양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정재형 외,2004;

이찬복,2005;서인숙,2004;황보성진,박지윤,이은희,2010). 화 제작 교

육에서 일반 역량과 련된 경험이 가능한 것은 그것이  심으로 이루

어지는 동 학습 형태이기 때문이다(한국 화학회 화교육 원회,2004).

학에서의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고차원  사고력을 기르고,학습과 성

취를 더 진할 수 있으며,학습자의 탈락을 방지하고,학습 경험에 더 만

족하도록 하며,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

들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다(McKeachie,1988;Dansereau,1983;

Trersman,1985;Kulik&Kulik,1979;Neer,1987;최윤미,2010에서 재인용).

이 연구 결과는 교사양성교육에서 화 제작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일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물론 이는 학생들의  자료

를 질 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역량이 모든 학생들에게 온 히 함

양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영화의 예술적 속성을 통한 학습 태도 및 정서적 측면의 변화

교사는 교실이라는 무 에서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연극 배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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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유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술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러

한 에서 Eisner는 ‘가르치는 일’이 일종의 술임을 주장하 다.‘가르

치는 일은 수업의 질에 한 조정이 술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에

서,일상  행 가 아니라 창조  행 라는 에서,목표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에서 술’이라는 것이다(Eisner,1979:217.노철 ,2012

재인용).그에 따르면,교사는 일부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이는 마치 캔버스를 앞에 놓고 정

서를 표 하고자 하는 화가가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정서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조 태,2009).

한편 Steiner는 교사와 학생이 매번의 상호 계에서 개별성을 지닌 인간

으로서 새롭게 만나고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교육 활동은 창조  과정

이며,그 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술 이라고 보았다.따라서 그는 교육은 

교육 술이고 교사는 술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윤선 ,2006).그는 

모든 지식은 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술  마음이야말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통로라는 에서,모든 교과목  지식이 

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임부연,2005).

이러한 논의는 교사의 교육 활동,보다 구체 으로는 수업 방법이 술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

법을 구안, 용한 것은 술의 한 장르인 화 제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함이었다.연구 결

과,학생들은 주제 선정,자료 수집  분석,주제 구체화  구성,표 ,

달이라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치고,그 과정에서 화의 술  속성

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학습 경험의 특성이 나타났다.

1)학습 내용에의 몰입

학생들은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강의에서 “몰입”경험

을 하 다.이 경험은 화를 촬 할 때 연기를 하면서 등장인물에게 몰입

하거나, 화를 감상할 때 다른 이 만든 작품에 몰입하는 경우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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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ihalyCsikszentmihalyi에 따르면,몰입의 개념은 “ 무 깊게 애쓰지 

않고 집 하다가 시간이나 자신이나 문제에 한 감각을 잃는 상태”이다.

즉 ‘의도  주의 통제’를 하지 않고도 ‘과제에 한 집 ’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Kahneman,2012).학생들이 몰입 경험을 한 학습 과정은 배우로

서의 연기와 객으로서의 작품 감상 활동의 경우로,이러한 경험은 화 

제작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도 향을 미친다.Hargreaves

는 "학습의 성취는 학교교육에서의 지 이고 정서 인 몰입과 함께,그것

이 포함하는 모든 계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Hargreaves,2011:118).따라서 이 교육방법을 용한 결과 나타난 몰입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  교과 지식과 에 한 이해,즉 학습 내용의 

성취에도 향을 주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학습 내용에의 몰입 측면에서,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의 시사회가 

종료되고 최종 화 일을 제출하도 나서도, 화제를 해 자신들의 

화를 수정하고 메이킹 필름을 추가 으로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 편의 작품으로서 

화가 갖는 의미는 그것이 1학기의 수업 결과물과 성  평가의 상이라

는 을 넘어선,특정의 메시지를 달하는 창조물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학습 맥락으로서의 감정의 경험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감정과 련한 학습 경험

을 하 다. 화 제작 과정상의 어려움과 즐거움으로 인해 다양한 감정을 

겪기도 하고,등장 인물과의 몰입을 통해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며,배경음

악이 갖는 효과로서 감정에 해 고민하기도 한다.즉 학습 과정의 일부분

으로서 감정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화가 ‘술’의 장

르라는 에서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에서의 감정에 해 Hargreaves(2011)는 다음과 같이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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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교육을 하고 수업을 받는 것은 의도 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사

회 이고 정서 인 행 ”이며,“감정은 학습의 맥락으로서 요할 뿐만 아

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분으로서,그리고 사회 ,도덕  목표와 그 결과로

서 학습과 교수 그 자체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Hargreaves,2011:

117)라는 것이다.

3. 화 제작 교육방법의 용 가능성과 한계 

가. 교사양성기관의 타 교과목에서의 적용 가능성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결과 나타난 학습 과정과 경험은 

이 교육방법이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으로서 개발,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보

여 다.이에 타 교과목에서의 용 가능성에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사범 학에 개설된 「교직

과 교사」 과목에 용하 다.연구 결과,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과 

뿐만 아니라 창의성,논리  사고,반성  사고 등의 다양한 사고 능력이 

발달하 으므로,해당 과목의 목 에 따라 “교직과 교사에 한 논리  분

석과 이해의 틀”을 수립하는 데에 하 다고 단된다.따라서 실 문

제에 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필요한 과목에서,일반 역량을 함양하

기 한 교육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교사  교직 사회와 련하여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문제

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를 들면,「학교폭력의 방  

책」이 비교  용 가능한 과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학교폭력의 문제

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과 성찰을 화로 

담아낼 수 있다.그러나 학문 심 이거나 교육방법에 한 일부 교과목

들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교

수자가 강의 반에 체 인 내용을 개 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기는 

하지만,짧은 기간의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토 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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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인 교과의 주제를 찾아 이를 화로 표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한 교육방법  교육공학의 경우,교육기자재 활용 방법에 을 두고 있

으므로 이에 한 실습 주로 진행되는 것이 하다.

Hargreaves(2011)는 ‘지식사회 매자’로서의 교사는 이 에 학습하지 않

았던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능력이 요하다고 보았다.따라서 교사양성기

에서는 비교사에게 늘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교육방법의 학습 경험은 이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 장에서 새로운 교

육방법의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영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의 한계

1)교수자와 학습자의 기  간 상충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교직과 교사」라는 기존의 교과목에 

용한 것이므로,교과 내용 측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교과 내용

은 그 로 유지한 상태에서,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학습자 심의 

활동으로 환하고자 하 다.이 과정에서 교수의 강의 시간은 기존의 

학 수업에 비해 축소되었고, 화 제작 활동을 심으로 하는 학습자의 학

습 시간이 확 되었다.그런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교직과 교사」 수

업에서 교과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하 다는 부정 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 화 제작 활동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

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직과 교사 련 문제를 바라보고,이를 보다 깊

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기 해서 다.그러나 학생들은 기존의 여타 수업

과 마찬가지로 교직과 교사에 한 많은 지식을 얻고자 기 하 고,이에 

교수자와 학생들의 기  간에 상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간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기존의 학습 방

법에 익숙한 학습자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는 교수자 간의 기 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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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에서,교수자가 자신의 의도 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학습

자의 동기와 의욕을 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교육방법의 목 과 취지에 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상으로 삼은 2012년 「교직과 교사」 수업에서는 1주차에 

교수자가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에 해 설명하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화 제작을 통한 학습에 부정 인 인식을 나타냈다.이러

한 결과는 교수자가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에 해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아직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방법을 수용

할 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따라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이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기  간 상충 문

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근할 것인지에 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만약 

문제의 원인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필요

성을 설득하지 못한 데에 있다면,이 교육방법의 효과에 한 교수자의 연

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학생들이 이 교육방법을 비

롯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수용할 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학습자

의 기 에서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  내에서 단계 으로 새로운 교육방법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학습 과정에서의 촬 과 편집 활동의 높은 비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에서 나타난 화 제작 과정을 지식의 재구

성 과정으로 분석할 때,이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주제 선정에서부터 시나리오로 정리하기까지의 주제 

구체화  구성 단계이다.다른 하나는 시나리오를 토 로 촬   편집과

정을 거쳐 화로 표 하는 상 표  단계이다.

학습 과정에 한 분석 결과, 부분의 소집단에서 촬   편집에 해당

하는 표  단계에 활동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

해 상 으로 교과 내용과 련한 학습이 부족해졌고,이에 문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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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도 있었다.그 다면 학습자 심의 수업으로 진행하 음에도 불

구하고,왜 학습자가 스스로 교과 내용과 련한 학습을 선택하기 보다는 

화 제작 활동,특히 촬 과 편집에 보다 을 두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하나는 화 

제작이 학습자들이 습득하지 못했던 새로운 표  방식이어서 습득하는 데

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고,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그동안 문 감

독들이 만든 화에 한 경험이 많고 이에 보다 높은 수 의 화를 만들

고자 하는 의욕이 높았기 때문이다.실제로 편집 활동의 비 이 가장 게 

나타났던 < 경을 보라>는 편집 로그램  가장 단순한 ‘무비메이커’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체 인 화 제작 과정도 비교  빠르게 진행되

었다.반면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은 “완벽한 화”를 만들겠다는 의

지가 높았고 편집 로그램도 몇 가지를 구해 사용해 본 후 결정하는 등 

학습 과정에서 촬 과 편집 활동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새로운 표  방식으로서의 화는 학생들로 하여  표  수단 

자체를 학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요하 으며,그 에서도 특히 편집 기

술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표  방

식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주제 구체화  시나리오 작성 등 주제 탐색과 

지식의 재구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학습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통한 표  방식은,Flusser가 말한 

의 의사소통 코드인 상을 통한 소통(피종호․이 서,2002:5)을 가능  

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미래 인재의 역량에서 말하는 ICT

활용 능력이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OECD,2003)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이러한 표  기술은 이 수업의 

수강 이후 학생들이 다른 수업을 듣고 발표할 때 많이 활용되는 유용한 방

법이 되기도 하 다.수강 이후 인터뷰에서 여러 학생들이 “기술이 자산”

이라는 응답을 하 다.즉 수강시에는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그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표  방식 의 하나로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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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그 다면 지식을 학습하는 것, 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

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지식은 그

것을 구성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표 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식창조사회의 

핵심이며, 와 미래의 사회가 이미지, 상 등을 통한 소통의 시 라는 

에서 이러한 방식의 표 과 공유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기존의 학습 방

식과 표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은 새로운 표  방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으며,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지

원할 것인지에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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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1.요약

지식창조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조화,공감 등의 감성  능력을 갖춘 

창의 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Hargreaves,2011;Pink,2012).이에 교사

에게도 창의성,상상력,통찰력,심미안 등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재의 교사양성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이론 심 인 수업과 

형식 인 운  등으로 인해,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지 

못하고 있다(김병찬,2002;임연기,2009;서윤경,2009).따라서 교사양성교

육에서 비교사들이 기존의 과학 ,합리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하기 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

다.이와 련하여,Eisner(2007)나 Gardner(1993,1998)등의 학자들은 술

 사고가 과학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술을 활용

한 교육을 강조하 다. 술 에서도 화는 상의 이해를 심화하고 

실을 창조 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며,집단으로 이루

어지는 제작 과정을 통해 사회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이인희,2000;이찬복,2005;정재형 외,2004;정 근,

2003).이에 연구자는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화

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스마트폰을 활용한 화 제작 교육방

법에 착안하게 되었다(진동섭,한은정,2013).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2012년 1학기,S 학교 

사범 학의「교직과 교사」강의에 용하고,학생들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학습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 다.분석 

자료는 학생들의 개인 과 별 포트폴리오이며,보조 으로 수업 찰 

일지,면담 자료도 활용하 다.연구 방법으로는 양 내용분석과 질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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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직과 교사에 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  은 무엇인가?

둘째,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와 련하여,선행 지식  은 화로 만들고자 하

는 심 주제와 화 제작 이 에 교직과 교사 반에 해 갖고 있는 인

식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학생들이 가장 많이 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교직 사회화 으며,교사의 인간 계나 교사양성제도,교사 문성에 한 

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그 외에도 교사 임용,교사 연수,수석교사

제,교직 입직 동기,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갈등과 화합,교직에 

한 사회  인식,퇴직 교원의 활용,교생 실습을 통한 변화 등이 심 주

제로 나타났다.한편 교직과 교사 반에 한 선행 인식  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한 이해,교사의 “모범”  삶에 한 당

 인식,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반성 등이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인 학습 과정에 해서는 집단별 학습 과정, 화시사회를 

통한 학습 결과물 공유  피드백,학습 과정의 특징 등으로 분석하 다.

우선, 별로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가 나타났다.<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화  장치’를 먼  논의하 고,시

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서 ‘문제의식’을 나열하고 핵심 인 문제

의식을 선별하고자 하 다.< 경을 보라>는 다른 에 비해 ‘주제’와 련

하여 주요 개념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이 두드러졌다.특히 주제가 소명

의식이라는 에서,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실제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개념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 다.

< 로젝트 T>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련 

키워드 탐색,다양한 자료 수집,주제의 부분  수정,주제의 축소 등의 과

정이 나타났다.<TheDream NotTaken>은 ‘주제’에 한 검토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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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교사의 시각에서 교직 사회나 학교 장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삽입한 것이 특징 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학습 결과물인 화를 감상하고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 선택한 

주제에 한 다양한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화의 공유 과정을 

통해,학생들은 다른 의 화가 “ 실 인 이야기”로 다가왔으며,“깊은 

여운”,“몰입”,“공감”을 통한 주제 이해를 가능하게 하 다는 이 특징

이다.이는 화가 가시 이고 감각 인 ‘상’의 코드를 사용하고,문학,

음악,미술 등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종합 술이

라는 에서 가능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종합 정리하면, 화 제작 교육방법을 용한 결과 

주제 선정,주제 구체화,스토리라인 구성,공동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

성,촬 ,편집,상 의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학습 

과정의 특징으로는 주제별 특성에 따른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논리  

사고를 통한 주제 구체화,집단 지성과 합의‧ 력을 통한 지식의 구성, 술

 요소를 활용한 지식의 표 ,반성  사고를 통한 성찰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교직에 한 의 변화와 확장이 이루어졌다.학생들은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이 변화하고 

이에 교직과 교사를 바라보는 시야도 확 되었다. 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사에 한 부정  인식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생각하는 

으로 변화하 다.그리고 학생들은 학습의 결과물인 화를 공유하면서,다

른 소집단이 갖고 있는 교직에 한 다양한 을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주제에 한 몰입을 경험하 다.이러한 경험은 두 가지로 나타났

는데,하나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한 몰입이고,

다른 하나는 객으로서 화 작품을 감상할 때 화의 주제와 표  방식

에 한 몰입이다.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주제에 한 “감정이입”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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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셋째,새로운 교육방법에 한 수용과 비 이 이루어졌다.학생들은 “

화라는 지 과 학습이라는 지 ”이 “묘”한 “연결”이 되어 있으며,학습에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은유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수

업 방식에 한 지평을 넓  주는”수업이라는 수용  태도를 보 다.그

러나 일부 학생들은 “시나리오 작업이 끝난 후에는 교직과 교사에 한 지

식 인 부분에 해서 배울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라는 것과 “장비나 

편집 기술 같은 것이 제 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했다.”라는 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하 다.

넷째,그 외 학습 경험으로는 돌발상황에 한 문제 해결, 화에 한 

기본 지식의 습득,역할에 한 이해와 내면화,테크놀로지의 활용,심리  

측면에서의 변화인 다양한 감정의 경험,재미와 즐거움,좋은 화를 만들

고 싶은 의욕,책임감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하여,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효과와 

용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한 지식  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에는 

교직 입직 단계나 신입 교사의 사회화 등 자기 주변  경험에 심사가 집

되었다가, 화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조직과 교직 체 차원으로의 

의 확 가 나타났다. 한 기에 나타났던 교직과 교사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보다 수용 인 으로 변화하 다.

둘째, 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질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소집단 학습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 등의 사회  

능력을 경험하 고,이에 미래 교사 역량의 요한 부분인 일반 역량이 함

양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 화의 술  속성을 통한 주제에의 몰

입과 다양한 감정의 학습 등 학습 태도  정서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

났다.

셋째, 화 제작 교육방법의 타 교과목에서의 용 가능성을 논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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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논리  이해와 사고의 틀을 마련하는 과목에서 활용이 가능하나,학생

들이 자발 으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에서 실 속에서 문제의식을 

착안할 수 있는 교과가 하다고 보았다.이 교육방법의 한계로는 교수

자와 학습자의 수업에 한 기 가 상충되었다는 ,학습 과정에서 촬

과 편집 활동이 높은 비 으로 나타나 교과에 한 이해나 고민의 시간이 

부족하 다는 을 논의하 다.

2.결론  제언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의 용 결과 나타난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 문

제들에 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교직과 교사에 한 학생들의 심 주제는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

와 인간 계,교사양성제도 등으로 주로 교직 입직 단계의 주제에 집 되

었으며,법규나 제도  측면보다는 학교 실에 보다 많은 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 교직과 교사에 한 선행 인식  은 “학생의 입장에서”

의 교사에 한 이해,교사의 “모범”  삶에 한 당  인식,교장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반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  

은 재 학생들이 교사양성교육에서 기 하고 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여 다.

둘째,학습 과정은 별로 선택한 주제에 따라 학습 과정과 략의 차이

가 나타났으며, 체 으로는 주제 선정,주제 구체화,스토리라인 구성,공

동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촬 ,편집,상 으로 학습 과정이 이루

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학습 과정의 특징으로는 주제별 특성에 따른 학

습 과정과 략의 차이,논리  사고를 통한 주제 구체화,집단 지성과 합

의‧ 력을 통한 지식의 구성, 술  요소를 활용한 지식의 표 ,반성  

사고를 통한 성찰 등이 나타났다.

셋째,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교직에 한 의 변화와 확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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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한 몰입,새로운 교육방법에 한 수용과 비 ,그 외 학습 경험으

로돌발상황에 한 문제 해결, 화에 한 기본 지식의 습득,역할에 한 

이해와 내면화,테크놀로지의 활용,심리  측면에서의 변화인 다양한 감정

의 경험,재미와 즐거움,좋은 화를 만들고 싶은 의욕,책임감 등이 나타

났다.

끝으로,이들 세 가지 결론을 토 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 방법의 

학습 과정의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화 제작을 통한 지식의 재구

성 과정은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화’를 만드는 과정이며,이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이

러한 측면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화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달

하고 공유하고자 하 고,이것은 “좋은 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물론 재 학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별 로젝트나 

발표식 수업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

고 의미를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창조된 의

미는 화라는 하나의 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창조된 

의미라는 에서,기존의 수업 방식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고 창

조된 ‘학문  지식’으로서의 의미와는 다소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그것은 

문학,음악,미술,연기 등의 술 활동27)에 필요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주

제를 구체화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의미이다.따라서 이 의미는 

머릿속에 기억된 학문 ,논리  지식이 아닌,몸과 마음에 체화된 ‘내면화

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

은 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가치 ,자질,태도 등을 내면화할 수 있다

는 에서 의미가 있으며,교사양성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개발,

용할 가치가 있다.

27)  수업에  학생들    과  통해 시 리  , 경 악  , 스 리보드 그리

, 우  연  등 학, 악, 미술, 연  등  다양한 술 동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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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방향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교사양성교육은 기존의 ‘내용’ 심  

근에서 ‘방법’ 심  근으로 교육에 한 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물론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변화될 수 있고,이에 

‘내용을 고려한 방법’ 심  근이 필요하다.이 연구에서 소집단별로 선

택한 주제에 따라 학습 과정과 략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이러

한 근 방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교사의 소명의식이나 학교와 교사 

간의 목표 갈등과 같이 ‘가치 ’과 련된 주제를 선택한 집단은 학습 양

상에서 화나 교과 지식에 한 단어보다는 “우리”나 “생각”에 한 단어

를 많이 언 하 고,학습 과정에서도 자료 수집  활용보다는 토의,토론

에 집 하는 략을 선택하 다.반면 임용고사를 선택한 집단은 그 제도

에 한 기본 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자료 수집과 활용에 보다 을 두

었다.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교육방

법이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근 방식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언

된 바 있다.유한구(1991)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과 ‘어떻게’에 해

당하는 교육방법은 개념 으로는 구분(conceptualdistinction)되지만 사실

으로는 분리(seperation)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교육이라는 실제 상황에서

는 ‘각각이  섞이지 않은 순 한’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홍

우림,2012:112).

둘째,교사양성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과 같은,

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이미 술의 교육  활용과 

가치에 해서는 고 에서부터 재까지 그 의미가 인정되고 있다.과학  

사고 능력에 버 가는 술  사고 능력은 그 둘이 결합되었을 때 더욱 효

과 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술의 속성상 창의성,감성,인성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도 밝 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화의 술  속성으로 인해 ‘내면

화된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술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는 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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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분과 인 교과 문가를 양성하는 재

의 교사양성교육을 개선하기 해서는,교과목의 내용과 결합하여 술  

사고의 경험과 지식  가치 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술을 활용

한 교육방법의 도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후속 연구와 련해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을 보다 

정 한 공학  근 방식과 보완 과정을 통해,교사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이 연구는 교육공학에서 활용하는 

개발 과정에 따라 교육방법을 개발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연구자

는 지식창조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역량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에 착안하고,이의 해결책을 술 장르,그 에서도 화에서 찾았

다.그 과정에서 이러한 술  시도가 어떠한 학습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에 을 두었다.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정치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특히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방법은 학

습자 심으로 이루어지므로,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이 어떠한 비

으로,어떠한 시 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학습의 강도

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화 제작 

교육 과정에서 구안한 피드백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에 을 두

고,이 교육방법의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사양성교육에 있어서 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술 장르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며,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특

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개발, 용되기를 기 한다.교사는 자신이 

학생 시 에 교육받았던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는 을 고려한다면,교

사양성기 에서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과 실천은 교사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는 학교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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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dvent of a knowledge-creating society, creativity and 

emotional competencies such as harmony and sympathy have been 

emphasized(Hargreaves, 2011; Pink, 2012). Hence, teachers as well have 

been required to manage and create a knowledge on the basis of a sense 

of creativity, imagination, insight, and aesthetic. Howeve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o far has hardly focused on such competencies due to 

the lessons that were instructor-centered, theory-focused(Kim, 2002; Lim, 

2009; Seo, 2009).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and apply an alternative 

instruction method that would improve the knowledge-creating 

competency. In this respect, Eisner(2007) and Gardner(1993, 1998) claimed 

that an artistic way of thinking can complement limitations of a scientific 

way of thinking and thus suggested on education combined wit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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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various types of art lies the film-making, which has a number of 

educational benefits; it helps learners to be deeply engaged with an 

object, re-create the reality, and enhance a social ability through 

group-works(Lee, 2000; Lee, 2005; Jung, et. al, 2004; Jung, 2003). 

Considering the educational effects of film-making and high accessibility 

due to the prevalence of smart-phones,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odel(Jin & Han, 2013).    

  This study applied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to 

「Schoolteachers」 course designed for pre-service teachers for a 

semester, and analyzed students’ learning process and results. In details, 

three questions were handled as follows: first, what are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perspectives towards schoolteachers? Second, how do 

students learn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learning 

process throughout the course? Third, what are the changes students 

have shown throughout the course? For this purpose, personal journals 

and team portfolios were collected. Also, course observation reports and 

interview data were included as a complementary material. Then, they 

were analyzed using Quantitativ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perspectives towards school 

teachers were reflected as topics for their films, most of which were 

related to the initial stage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ance, they were interested in teacher socialization,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cher training system, and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lso, their interests were characterized as 

understanding of a teacher from student’s perspective, a question for a 

teacher’s normative model, and reflection on preconceived idea of 

school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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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tudents’ learning process illustrated several features such as 

differences in learning strategies by their topics, elaboration of topics 

through logical thinking, construc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expression of knowledge with artistic tools, 

and reflection. During the course, they underwent a series of process: 

choice and elaboration of a topic, construction of a storyline, works on a 

scenario and a storyboard, shooting, editing, and screening.

  Third, students showed some changes throughout the course; for 

example, they changed their perspectives towards school teachers, 

became strongly immersed in the topic, and expressed different attitudes 

towards the new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Besides, they experienced 

such things as solving problems for unforseen occurrences,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of a film, understanding and internalizing each role, 

utilizing technology, and acknowledging various emotions including sense 

of pleasure, eagerness, and responsibility. 

  Given the results above, three things are discussed in this study in 

regards to the effects and applicability of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first, students have changed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school teachers through learning. While they focused 

only on issues around them at first, they have widened their horizons to 

a school organization and a teaching profession. Moreover, they have 

changed their perceptions towards teaching profession and school teachers 

throughout the course. Second, students have built emotional and social 

skills through learning. They have developed communicative and 

problem-solving skills through small-group cooperative learning, which 

leads to a cultivation of general competency. Also, they experienced 

diverse emotions such as immersion to the topic during the learning 

process. Third,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can also be 

adopted to other courses that are designe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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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thinking. Yet, it is limited to the cours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students must choose their own 

topics for their films. This method has such limitations as a discrepancy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anticipation towards the course and a 

lack of time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 knowledge due to much time 

for shooting and editing spent during the course.

  Several suggestions for both pre-service teacher training system and 

further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policy-makers of teacher education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the content to the teaching method 

combined with the content. Second, artistic approaches such as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can be an alternative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 that art enriches learning experience by encouraging 

higher thinking and various emotion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laborate the film-making instruction model by adopting a educational  

technological approach. In addition, assuming that most teachers tend to 

teach students in ways they used to be taught in the past, further 

research of exploring other artistic methods fo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would improve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teaching 

method,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improvemen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Keywords: Teacher Education Program,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Process, Instruction Method, Smart-phone, Film-making

Student Number: 2008-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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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기찬

출연:이기찬(구보),박상훈(최진기),송민수(친구 1),박은주(구보의 아내),최 수(부장교사)등

[부록] 별 제작기획서

① 신입교사 구보 씨의 일일

-제작 :이기찬,박상훈,송민수,박은주,최 수

1/시놉시스 

1년차 신입교사 구보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안정 인 직업을 갖고자 교직을 선택

하 다.학기말 어느 날,여느 날과 같이 서둘러 집을 나선 구보는 가까스로 학교에 

도착하여 무기력하게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차 늘어

나고 학생들은 구보의 질문에도 무 심으로 일 한다. 심시간,구보는 아내와 돈 문

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해 한탄하게 된다.무기력과 짜증을 

느끼며 구보는 동료 교사 최진기에게 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만 때마침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친다.문제집을 손에 들고 온 학생들은 구보는 무시한 채 최진기에게만 

몰려가서 질문을 한다.그 속에서 다시 한 번 패배감을 느끼며 그는 자리를 황 히 뜬

다.휴식시간에 수업 비를 하고 있는 최진기와 달리 주식 차트를 보고 있는 구보를 

부장 교사는 못마땅한 길로 바라본다.그리고 구보에게 고장 난 컴퓨터의 수리를 요

청한다.그러나 컴퓨터를 잘 수리하지 못하고 여교사들은 귓속말로 구보가 무능하다고 

수근거린다.여교사들의 말을 듣게 된 구보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만다.구보는 

자신의 자리에 털썩 앉아 서랍에서 사직서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2/기획 의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1930년  일제시 에 한 무기력한 문학인의 일상사를 

그리고 있다.작가 박태원의 자  소설이기도 한 이 작품은 우울하고 생기 없는 일

상을 묘사하면서 아무런 목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지식인의 삶을 폭로하

고 있다.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흐른 후 같은 이름을 갖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

는 신입교사 구보 씨 역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다른 이 있다면 그는 학교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다.신입교사 구보 씨는 안정 인 직업을 얻고

자 교직을 선택했지만 막상 실제로 학교 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자 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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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김승수

출연:김배짱(김배짱),김명섭(동진섭),한승균(박종훈),김희찬(김 지),김승수(노 인)

찬조출연:김형 ,김 슬,박민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착하게 된다.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교직에 한 

회의에 휩싸이게 된다.

화 속 구보 씨의 삶이 극단 으로 무기력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과  무 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09년 5월 14일 

국 교원 628명을 상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4%(348명)가 

교직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하 고,상승했다는 말은 11.3%(71명)에 그쳤

다.28)교사들이 교직에 불만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무에 헌신,몰입하지 않는 경우 

교육 활동 개선을 한 교사들의 자발 인 노력이나 참여는 기 하기 힘들다.그리고 

이는 교육의 부실화로 직결된다.

화를 통해 단순히 교직에서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한창 

자신과 타인,그리고 세상에 한 을 정립해나갈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

게 되는 향력은 막 하다.교사가 어떠한 을 가지고 그들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살아갈 삶,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 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져야할 과 자질과 같은 이슈

에 한 고민과 논의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소설가 구보씨의 소설'을 통해 일제 

시  지식인들의 패배 의식을 고발하고 시  상황 속에서 실천  지성이 될 것을 

요구한 것처럼,'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서도 오늘날 교사가 함양해야 하는 

자질과 이를 해 필요한 개인 ,그리고 구조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이 화

가 바람직한 교사상과 이를 해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는 데 조 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 가 없겠다.

② ProjectT

-제작 :곽상 ,김승수,김희찬

1/시놉시스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어 첫 수업에 들어간 신입교사 배짱.암기식 수업에만 길

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배짱의 수업에 도통 심이 없다.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

28) 웅, 숙, 주  (한 원 학  연 원), 「 사  직  만 도에 한 집단간 연 」,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010, 201-20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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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윤단아

출연 김민아(김민아),이재 (이재 ),김완홍(교장),김희빈(김민아 친구),이지혜(교사1),

한승균(교사2),서우성(교사3),윤단아(학생)

려 하지만,아이들보다도 더 이상한 건 바로 교사들이다.그들의 인격도,수업도 배짱

의 에는 한심하게만 보일 뿐이다.그러던 어느 날 배짱은 자신과 이들 사이에 어떤 

공통 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 을 찾아 나서는데…….

2/기획 의도 

한국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도라는 장 에도 불구,여러 지 에서 비 을 

받고 있다.그 의 한 가지는 교사의 자질에 한 것이다.일선학교 교사의 실력 부

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고,교사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측면도 비 의 상이 된다.교

사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 으로 교사를 배출하는지,

즉 교사 양성  선발 체계에 한 근본 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바로 행 제

도가 ‘교사다운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그 에서도 이 화는 임용고

시에 을 맞추었다.임용고시는 단순암기식 공부를 조장한다거나 교사로서의 인

성을 제 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논란의 상이 되어 왔으며,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더불어 임용고시는 

2013학년도부터 시험 방식이 바 다.이러한 변화가 교사 채용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 행 체제보다 더 나은 교사를 선발할지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의 달자가 아니다.교사는 학생의 모범이며,기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질에 한 논의는 곧 학생의 성장 반에 한 논의이며,교육의 

근본에 한 논의이다.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교사의 자질에 한 논

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며,나아가 극 으로 이러한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③ THEDREAM NOTTAKEN

-제작 :윤단아,이지혜,김민아,이재 ,김희빈

1/시놉시스

교직생활 10년차에 어든, 가 도 ‘성실한’ 악여고 교사 한나. 악여고의 명

문  진학을 최우선시하는 교장은 교무회의에서 방과후 로그램의 변화를 제안한

다.늘 그랬듯 별 생각 없이 동조하며 지루한 회의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한나.그와 



- 208 -

조 으로 동료교사 재란은 명문  진학과는 동떨어진 색다른 안을 내놓고,둘은 미

묘한 감정 신경 을 벌인다.

그날 녁,지하철역에서 발견한 재란을 모른 채하고 다음 차에 올라탄 한나.그런

데 갑자기,‘피곤하게 산다’며 그가 교무회의에서 비난했던 재란의 말이 실이 된 상

황이 펼쳐진다.뒤이어 보이는 낯선 얼굴의 교사들.자신이 늘 앉아 있던 자리에,  

칠  앞에...

2/기획 의도

학교에는 조직의 목표와, 문성을 추구하는 교사 개인의 목표가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교육목표를 통해 학교는 구체  교육 방침과 과정을 구성하여 조직 구성원 

체가 효율 ,일 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하지만 교사 역시 자신이 습득한 

지식,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성을 토 로 ‘학생들이 궁극 으로 도달해야 할 인간상

이나 그 행동특성’,즉 가치 있는 교육목표를 실 하고자 할 수 있다.이는 교사 자신

의 능력과 교육의 질 향상을 해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며,교사의 문성을 높여주

는 핵심 인 측면  하나이다.

교실 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직 으로 소통하며 향을 미치는 것은 평교사들

이다.우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목표와 학교의 목표에 차이가 있을 때,종종 ‘탈조

직 인 행 ’를 하지 않기 해 교사들이 쉽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거나,순응해버

리는 것에 주목했다.

물론 그것은 학교 교육목표가 교장 단독으로 는 몇 명의 표교사나 연구부장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29)서이기도 하나,이러한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교사 

단 에서 시작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교사가 보다 능동 으로 학교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교사의 순응  태도가 강화될 경우,교

사의 자율성 축,직무 도 감 상실,탈 문  기술화로 인한 문성 약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화에서는 그동안 학교 교육목표에 순응해온 교사가 자신과 정반 의 태도를 지

닌 교사와 만나며 부딪힌 심리  갈등과,그 안에서 느끼는 교사 정체성의 혼란을 보

여 다.자신의 교육철학과 목표를 잊어버린 채 자율성과 문성을 상실해온 교사가 

‘나는 단지 이 학교를 지탱하는 수많은 교사들  하나, 구라도 내 역할을 신할 

수 있는 하나 을 뿐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29) , 「 등 사  학  에 한 식과 에 한 연 」, 2003,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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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공동 연출(윤보민,김지 ,김다혜,김 주)

주연:김 주( 경),윤보민(보라)등

교사가 지닌 교육목표에 해 교사 자신이 심을 갖고 요성을 인식해야 하며,학

교 목표설정의 과정에서 평교사의 능동 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하고자 

한다.

④ 경을 보라

-제작 :윤보민,김지 ,김다혜,김 주

1/기획 의도

학교에는 자격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선생님들이 많다.교사는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다.학생들에 해 심 자체가 없어 

보이는 선생님들도 많았다.교사 재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겠지만 근본 으로 소명의식 없이 교사가 된 사람도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

은 OECD국가 에서 교사의 임 이 최상 권이고 여러 특권들이 보장되기도 한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에는 최고의 신붓감으로 여겨진다.이런 부수 인 것을 아  배제

하고 교사가 되기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소명의식이 부족한 채로 교사가 되기에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은 무 험난하다.이 문제를 표 하고 싶다.

3/표  방법

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교사의 역할을 비교하여 표 한다.지식을 깨닫는 과정의 

어려움과 지식을 깨닫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의 어려움을 강조한다.그런데도 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은 안정성과 시집을 잘 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택한다.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

겠지만 부분 두 번째 이유로 교사가 된다는 을 마지막 장면으로 지 한다.

그래서 동굴의 비유와 동굴의 비유를 교직과 연 시킨 것을 1부에 나 이션과 사

진을 통해 표 하고 2부에는 소명의식을 가진 비교사를 표하는 경과 소명의식 

없이 교사가 되려하는 보라의 연기가 병치된다.마지막 3부에는 경과 보라가 선생

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짧은 상을 나열함으로서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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