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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개혁의 관점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

다 학교 개혁 연구는 교육행정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축적된 연구물이 상.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규명하고 이론화된 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교육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넓히고 학교 개혁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 개념을 분

석하고 관련된 지식 체계에 근거하여 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밝,

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 ,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출현 배경을 파악하였다 둘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

핵심 개념과 구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원리를 도출. ,

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

규명하고 한국 상황에 전문적 자본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학교 개혁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영 미권의 학교 개. ·

혁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장된 신자유주의 경제적 접근에 대항하는 관점을

취한다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조직의. ·

주체적인 대응과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와 교직의 전문성을 총체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이

를 개발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전문적 자본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 ,

의사결정적 자본으로 구성된다 인적 자본은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과 개발에 대한 투자로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취

득 및 개발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본으로 인.

적 자본과 달리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구성원들,

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다 의사결정적 자본은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새롭게 고안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증거가 불충분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현

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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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본 이론의 원리를 도출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직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한,

다 이는 전문적 자본 개념이 규정하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과 자본이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자본이라는 개념의 속성과 전문적.

자본에서 주장하는 집합적 수준의 자본 활용 주체는 모순되므로 검토의 여지

가 존재한다.

둘째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의 개념을 보완하고 동시에 전문적, ,

자본이 작동하는 장 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전문적( ) .場
자본의 가치 지향적 성격을 보완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의 실현가능성을 뒷받,

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개념적 혼란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고 전문적 자본이 학생들의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적인 학교문화는 전문적 자본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

다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이 학교문화의 학습가능성과 느린 변화 속도.

에 착안하였다고 보았다 전문적 자본의 바탕이 되는 협력적인 학교문화는 지.

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목표 달성의 효율성에 기여하므로 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반면 문화적 접근의 광범위성과 도덕적 딜레마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개혁에 대한 총체. ,

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교사 개인에서부터 교직 전체 학교조직 및 교육 체계. ,

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인 접근에서부터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관점을 말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

관점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질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 개혁을 위한 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 .

경험 사례를 통해 학교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요소들을 탐색하고 개혁의 성공

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침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내재적으로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갖는 임의성 정확한 원리를 규명, ,

하고 있지 않는 모호성 이론 형성에 있어서 귀납적 추론에 의한 문제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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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요인과 자본이라는 개념. ,

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교사 개인의 주체성이 상대적,

으로 무시되고 있다 자본은 행위 주체가 개인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강조하는 반면 전문적 자본 이론은 집합적 노력에 보다 큰 비중을 두

고 있다 셋째 변화 지향성에서 보면 개인의 가치 판단과 노력을 강조할 뿐. ,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변화.

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학교 개혁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면 한국은 국제적 수,

준에서 전문적 자본 구축을 위한 우수한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관료적 기제가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직으.

로 유인된 우수한 인적 자본을 유지하고 이들의 전문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고차원적 접근

을 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개혁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함께 과정과 결과에 대

한 책임 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접근으로 양극화된 상.

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는 중간자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상위 행정기관과 개혁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학교를 매개하는 교육지원

청은 관료성을 탈피하고 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교.

직의 전문성 개발은 투입과 결과의 유무로서만 측정되는 양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질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개념과 원리를 정교,

화하고 전문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의 개념과 속성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전문적 자본이 실제로 어떠한.

산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문헌 분석에 의존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다양,

한 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 이론의 실천적 의의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전문적 자본 학교 개혁 교사 전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문화: , , , ,

학 번 : 201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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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학문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현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새로운 지식의 출현이 될 것이다 토마스 쿤은 과학사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과학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체계를 의미한다 비슷한 관점으로 기든스(Kuhn, 1992).

는 지극히 익숙한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회학적 상상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이론의(Giddens et al., 2012) .

등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의 성장과 이론 발달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 형성 활발한 연구 활동 및 정교한 방법론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는데 박선형 그 중에서도 체계적인 이론의 형성은 다른 두 가지 요인을( , 2010),

촉진할 수 있는 선행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학교 개혁과 관련하여 등장한 전문.

적 자본 이론은 교육학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축적된 교육학 연구들은 넓게는 교육 체계 전체 좁게는 교육조직, ,

단위학교 교사 집단 수업 단위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교육 내부적인 차원에, ,

초점을 두었다 오욱환 특히 탐구 분야로서 교육행정학은 조직구조와( , 1991). “

조직과정을 매개로 학생 교사 행정가 교육과정과 교육 체계 내 외적 환경, , , ·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노종희”( , 2008: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문61) ,

적 경향은 드러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보다는 기존 지식의

효율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도구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선형( , 2012;

신현석 제 차 학술세미나 제 차 학술세미나 제 차 학술, 2009; 11 , 1982; 16 , 1987; 30

대회 제 차 학술대회, 2002; 36 , 2008).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풍에 관한 이종재와 김용 의 지적(2013)

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학 연구들은 학문적 관심이 내부지향적.

으로 향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담론 형성, 이 활발하지 못하고 방법론적 경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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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주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오늘날 교육행정학 개론서들은 새로운.

담론이나 이론을 역동성 있게 다루지 못한 채 여 년 전 교과서 속에 등장, 50

하는 이론들이 여러 지면을 채우고 있다.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실천적 적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만 문제에 대한 왜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는 효율적 방법에 대한 지, ‘ ’ ‘ ’

나친 강조는 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본질과 전제를 간과할 수 있다 김용( ,

박선형 오욱환 특히 방법론적 경험주의에 매진하는 연구2012; , 2012; , 1991).

경향은 과 의 지적처럼 학자들의 노력이 정부 정책의 집행Karabel Halsey(1977)

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이러.

한 문제는 교육학자 스스로 교육을 도구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교육의 위상을

위축시키고 학문적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오욱환, ( , 1991).

학교 개혁 연구는 교육행정학의 출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주제이며 교,

육 개혁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각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물

도 상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론적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체성에.

대한 비판 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의(Holmes, 1999) .

출현은 학교 개혁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규명하고 이론화된 체계 구축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바라보는 하.

나의 관점으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

학교 개혁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와Hargreaves

은 전문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통하여 학교 개혁에 대한 패러다임Fullan

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요약하자면 학교와 교육 체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

서는 교사와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이들의 전문적 자본

을 축적 순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교 개· .

혁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총체적

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의 생산성을 위해 교직을 비용으로 보.

는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또한 전문성 개발.

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연구자들의 찬사는 서평으로 이어졌다 은. Chung(2012)

와 의 전문적 자본 이론이 그들이 축적해 온 기존 연구에 비Hargreaves Fullan

해 크게 전진하였으며 학교 개혁 연구에 가치를 더한다고 하였다, .

는 전문적 자본이 협력적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Edki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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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학교 체제에 대한 비난과 무기력함을 벗어나 학교 개혁의 지향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자본 이라는 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몇몇. ‘ ’

학자들은 개념적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Cains, 2013; Davies,

그러나 이러한 후속 논의는 아직 서평에 머무르고 있을 뿐 학문적 수준2012).

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 ,

론의 적용에 앞서 학문적 검증의 필요성이 따른다.

본 연구의 시작은 가장 먼저 전문적 자본의 저자인 와 에Hargreaves Fullan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와 은 교육 변화 이론의 학문. Hargreaves Fullan

적 집단을 구성한 대가로서 오랜 시간 방대한 연구물들을 축적하고 있다 특, .

히 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이라는 별명Hargreaves “Andy’s angel”

이 붙여질 정도로 학자 집단은 물론 학교 현장의 교장과 교사들로(Betty, 2011)

부터 큰 기대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 번역된 과 의 저서 학. Fullan Hargreaves 『

교를 개선하는 교사 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험적 수준의 관심은 연구자로서 저자들의 이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찾도

록 이끌었다 연구자들과 교사들을 학교 개혁의 희망으로 이끄는 이론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이 희망이 갖는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질,

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rofessio‐
nal Capital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다양한 학교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집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책은 독자가 따라가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내고 있다.

반면 연구자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전문적 자본 은 교사의‘ ’

전문성을 규정하고 교직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정의되는 단순한 개념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자본 이라는 개념의 차용에서. ‘ ’

부터 개념에 근거한 속성과 하위 요소들 간의 작동 원리 주변 개념들과의 관, ,

계 등 이론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이면에는 교육에서.

의 변화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철학적 배경 이론적 가정 경험적 근거 등이, ,

총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의 학문적인 근거를 밝히는 일은 후속 연구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서 이론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실천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적 자본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오랫동안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적 자본이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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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역시 후속적인 담론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

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등장한 학교컨설팅 이론은 십여 년 넘게 학문적 담.

론으로 수정과 발달을 거쳐 왔고 실천적 노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후속 논의는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원동

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내적으로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 개념을 분석하고 외적. ,

으로는 이론이 속한 상위 지식과 주변 지식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이론이 갖

는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교육행

정학 분야에서 수행된 예가 많지 않고 대체로 철학 분야나 사회학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 먼. .

저 내재적 관점에서 이론 자체에 근거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변 개념 또는 하

위 개념과 이론의 논리를 추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이재열( ,

이진복 임운택 이 있다 외재적 관점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1994; , 2006; , 2006) .

지 유형이 있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동등한 위계에 있는 이론과 비,

교 대조 해가며 검토하는 방법 김태오 이규인 홍찬숙 과· ( , 2011; , 2009; , 2011)

분석 대상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의 지식 체계에 근거한 분석 방법 김우식( ,

이남복 으로 구분된다2012; , 2007) .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 분석을 위해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동

시에 사용한다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는 전문적 자본 이론에.

대한 후속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지식 체계 속에서 이론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성과 더불어 이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자

의 판단에 의해서이다 외재적 접근은 기존 지식 체계 속에서 전문적 자본 이.

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여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내재적 접근은 아직까지 체계화 되지 못한 전문적 자본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

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통해 전문적 자.

본 이론이 갖는 의의를 부각시키고 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여 후속 논의,

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지는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Ⅱ

분석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이 자리한 학문적 지형 속에서 이론의 출현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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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장에서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을 주요 개념과 구성 요인을. Ⅲ

분석하여 구조화된 이해에 접근한다 장에서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 원. Ⅳ

리를 도출하여 이론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장에서는 선행된 논의를 토대. Ⅴ

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를 밝히고 이론이 가진 한계를 논의한다 이를 바.

탕으로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Ⅵ

연구 문제2.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전문적 자본 이론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인가1. ?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학문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 자본 이론

이 등장한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전문적 자본 이론이 등장한 목.

적과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여 이론을 이해하고 검증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할 것이다.

연구문제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2. ?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본.

이라는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저자들의 논지에 기초하여 전문,

적 자본의 개념과 구성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전문적 자본 이론의 타당성은 어떠한가3. ?

전문적 자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핵심 원리를 도출하고 이러한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4. ?

전문적 자본 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이론 자체의 내재적 정합성에 근거

하여 이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자본 이론.

이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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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 및 한계3.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

한 작업은 전문적 자본 이론 자체의 의의를 더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혁 연구

와 교육행정학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행정학 연구는.

주로 실천적 지향에 관심을 두고 다른 분야의 이론을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었다 반면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육 현장과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

으로 형성된 이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정교성을 더하.

고 나아가 교육행정학의 지식 기반을 넓힐 것이다.

둘째 전문적 자본 이론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학교, .

개혁 연구는 학교 개혁의 실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천적 유용성이 중요시 된

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을 검토하는 일은 향후 이론의 실천을 위한 전제.

로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기초적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 ,

원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밝.

히는 일은 저자들의 이론이 왜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는지 이러한 관심이 어,

디에서 비롯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들이 학교 개혁을 잘 이해하고 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할 것이다.

나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으로 학교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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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궁극적으로 교수 의 변화를 통해 모. (teaching)

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개혁의 관점에서 이.

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론을 분석한다면 상이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둘째 전문적 자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년에 출간된, 2012 Prof‐
essional Capital을 바탕으로 하고 이 저서의 이전 버전으로 년 출간된, 1996

What’s Worth Fighting for in Your School?의 내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 관한 저자들의 논의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해 전문적 자본 이론,

을 분석한다 이 이론이 등장한 후 축적된 선행 연구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검증을 관련된 문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도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이나 양적 자료를 활용하는 접근은.

본 연구에서 차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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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하나의 학문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론화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동

인이 작용한다 이론으로서 새로운 지식은 학자의 개인사와 더불어 사회적이.

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지식과 관계를 맺는다, .

전문적 자본 이론이 등장하기까지 사회적인 배경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상위의

지식 및 같은 층위에 자리하는 지식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일은 전문적 자본

이론이 출현한 배경을 파악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전문적 자본.

이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선행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떤 이론의 출현 배경을 탐색하는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데 하나는 학자의 개인사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론,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적 흐름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전문적 자본 이론의 출현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상위 지식 체계로서 학교 개혁 변화 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고( ) ,

유사한 층위의 지식으로는 학교조직에 대한 관점과 교사와 교직에 관한 연구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등장을 뒷받침 하는 학교 개혁 연구를 분

석한다 다음으로 학교 개혁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교조직과 교.

직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출현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 이론의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한다.

학교 개혁 연구1.

학교 개혁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상위 지식 체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개혁 연구를 개관하는 작업은 기존 지식 속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위

치를 가늠하기 위해 유용하다 이 절에서는 학교 개혁을 환경적 특성과 관련.

하여 개관하고 선행 연구들을 유형화 하여 역사적 흐름과 방법적 접근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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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학교 개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본다.

가 학교 개혁 연구 개관.

교육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과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 , .

사회와 교육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역할은 다르게 규

정되는데 교육의 자율성 범위에 따라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대비 또는 변, , ,

화를 주도하는 역할로 구분된다 오욱환 전문적 자본이라는 이론이 출현( , 1991).

한 학문적 배경으로 학교 개혁 연구는 사회 환경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출현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을 둘러.

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는 경제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

였다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정보의 범람과 가파른 속도의 변화를 가.

져왔다 웹스터 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 각 측면에서 분석한 논의들을. (Webster)

종합하여 정보사회이론으로 개념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보사회에 관한 개념.

는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 , , ,

통적으로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적 차.

원에서 일상 생활을 통해 느껴지는 정보의 증가는 가장 쉽게 인정되면서도 가

장 적게 측정되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Webster, 2007).

을 전제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삶은 정보의 증가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화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의 논

의와도 연결된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경계의 명확한 구분을 허물고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극명한 예시로서 칸딘스키 는 그리고 라. (Kandinsky, 1955) ‘ ’

는 특이한 제목의 논문에서 세기는 이 아니면 이다 라는 명제가 지“19 ‘~ ~ ’

배할 수 있었지만 세기의 관심은 그리고 의 작업에 있다 고 보았다 절20 ‘ ’ ” .

대적인 권위가 사라진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네트워크 사회 가버넌스. (Castel, 1996/2003),

집단지성 공동체와 같은 관계성(Kooiman, 2003), (L vy & Bonomo, 1999),é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MacIntyre, 1988; Sandel,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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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토대를 둔 산업 발달은 지식기반 경제를 창출하였다 지식기반사.

회는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에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을 의

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재화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옮겨가면서 지식(Guile, 2006).

이 현대경제의 기초가 되었고 직업적으로는 정보노동력의 증가(Drucker, 1969),

로 전문가 사회 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전문가 사회에 관한 논(Perkin, 1990) .

의는 사회적 직업 집단을 범주화 하려는 시도와 함께 정보노동자 수에 근거한

양적 변화가 아닌 내부집단 과 같은 질적인 논의로도 이어졌“ (inner circle)”

다 이들은 의사전달법 분석력 예지력 그리고 전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 , ,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권적인 배경 공통된 모임이나 중역 교류 등을 통해, ,

고급 정보와 통신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로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사회 경, ,

제 정치 문제에 대한 비상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Useem, 2012; Useem &

Karabel, 1986).

이에 따라 이 예언하였듯이 교육 분야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지식Bell(1973) .

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그리고 이를 창, ,

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고 지식근로자와 창조,

적 전문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진동섭 에 따르면 지식기반( , 2003). Bauman

사회에서 개인은 소유하는 지식에 따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는데 많,

은 지식으로 구성된 자산은 더 넓은 영역에서 접근 방법의 조합과 선택을 다

양하게 만든다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Ritzer, 2003/2006).

는 변화들은 후기 근대에서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주요한 근거이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고

학교 교육은 전문성의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한편 확장된 네트워크와 경계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각종

체계 속에 시장 원리의 잠식을 초래하였다 는 이에 대해 사회 조. Polanyi(2001)

직의 일부였던 시장이 사회와 대립하고 급기야 시장이 사회를 잠식하고 지배,

하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체계.

에 기반한 접근이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나 사회는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각종 분야에서 자본.

의 권위가 증가하였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 .

는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교육 개혁을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

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투입에 대한 성과를 중요시 하는 경제적 효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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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환경적 특성에 대하여 교육 관계자들은 주체적 또는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학교 개혁의 접근으로 등장하였다 공교육 체계가 확립된 이후의 역사가 길지.

는 않지만 학교 개혁의 접근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

고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물도 상당하다.

교육의 실행은 그 사회가 속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사회학적 기술적 요, , ,

소들이 작동하는 맥락과 밀접하다 따라서 사회의 맥락 속에서(Bentley, 2010).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 자체의 행위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필수적

이다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학교 지. , ,

원의 새로운 흐름 등을 배경으로 학교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진(

동섭 이러한 점에서 학교 개혁 연구들은 개혁의 접근을 역사적으로 고, 2003).

찰함으로써 메타적으로 검토하거나 학교 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관하,

여 검토하고 있다.

나 학교 개혁에 관한 역사적 접근.

세기 이후 학교 개혁에 관한 실천과 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됨에 따라 학20

교 개혁을 역사적인 접근에서 살피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역사적 접근 방식.

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 개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 체계에 작용하는 외부적인 영향 요인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험적 결과에 근거하여 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은 약 백 년 동안의 미국의 학교 개혁 역사를 검토하였다 그는Tyack(1995) .

미국의 학교 개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접근으로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상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

점이 주요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 개혁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개혁의 이. ,

면에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의 긴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학교 개혁.

은 대체로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때 변화는 진보와 동일시되었으며 변,

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학교가 가진 연속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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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였다(Tyack, 1995).

학교 개혁의 접근 방법은 시기별로 유형화 할 수 있다(Goodson, 2001;

년대와 년대 개혁의 주된 흐름은 학교Hargreaves & Shirley, 2009). 1960 1970

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는 접근이었다 따라서 교사와 교육학.

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주정부의 지원과 전문적 자유를 통한 개혁.

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교사 교육은 직관 과 이념 에 의존하, (intuition) (ideology)

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Hargreaves & Shirley, 2009).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세계화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변화는 교육 문제1980

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개입을 초래하였다 이들의 개입은 기존의 내재적 접근.

을 문제시 하였고(Menter, Muschamp, Nicholls, Ozga & Pollard, 1997; Webb &

하향식 접근 으로 국가 수준의 대단위 개혁Vulliamy, 1999a, 1999b), (top-down)

을 실행하였다 레이건과 대처 시대로 대표되는 이 시기에는 시장 경쟁과 교.

육의 표준화가 대두되면서 전문적 자율성은 존중받지 못하였다. ‘a Nation at

라는 보고서는 교육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았고 학교에는 각종 처방으로Risk’

표준화된 방안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취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

였다(Hargreaves & Shirley, 2009).

외재적 접근은 학교 개혁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널리 일반화된 관점으로 교,

육체제의 변화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행정적 구조체제에 의해 착수되었

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시기(Datnow, 2000; Reimers & McGinn, 1997). 5·31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외재적 접근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박균열 이 시기의 교사와 교육 관계( , 2009).

자들은 내재적 접근에서와 달리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저항하고 변화를 거,

부하는 행위자로 그려졌다 학교 개혁의 목표와 접근이 교육을 행하는 직접적.

인 행위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외재적 접근의 개.

혁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역할로 한정되었다 교사.

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델 로 행해진 접근은 위계적인 학교조(Frymier, 1987)

직 구조와 결합하여 교육 개혁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

는 경력 단계 교사 직급의 다단계 분화 멘토 성과급제도 교직 경력의 재개, , , ,

념화 정책 등이 부상하였다 년대 중반에 발표된 홈즈그룹 의. 198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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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네기재단 의‘Tommorrow's Teacher’ (1986) ‘A Nation Prepared:

는 교사의 권한강화 교Teacher for the 21st Centry’ (teacher empowerment),

수 학습과정에 대한 교사의 통제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 강화를 주장· ,

하였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교육(Kimberly & Gamble, 2001). (master teacher),

과정과 수업 개선의 변화를 주도하는 수업 리더와 같은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직무의 책임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행정 구조에서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

어나 교수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에 대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극복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

다(Darling-Hammond, 1998).

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지는 개혁은 전문적 자율성과 책무성 간의 균형90

을 강조하였고 경제 체계의 시장 원리는 교육 체계에 더욱 강력히 주(balance)

입되었다 김용( , 2012; Sat , 1999/ō 기존의 교2009; Hargreaves & Shirley, 2009).

육학적 개혁 논의가 행정적 접근에서 과제 중심이었다면 경제학적 접근은 운

영 방식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용 국가와 행정에서의( , 2012).

가정과 달리 교육 주체들은 계약에 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김용( , 2012;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법이Ravitch, 2011). No Children Left Behind (NCLB)

통과되었고 이와 같은 성과 기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Adams & Kirst,

1999; McDermott, 2011).

한편 은 역사적 흐름을 통해 나타난 내재적 외재적 접근의Goodson(2001)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하였다(personal) .

이 접근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의 균형을 필요로 하고 변화에 대한 개,

개인의 신념과 사명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두 접근에서 간과되었던 개개인에.

대한 투자와 신념의 변화를 고려하는 접근이다 제도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내.

재적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후 사람들의 개인적 지각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

제도적 영역으로 퍼져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개혁에서 교(Sheehy, 1981).

사의 역할과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Goodson, 2001).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학교 개혁을 이끄는 사회적 요인은 주로 두 가

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먼저 모든 학생과 학교가 높은 성취를 달성해야 하.

고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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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학교(Auguste, Kihn & Miller, 2010). ·

교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세대의 교체.

로 인한 학생의 변화 가족과 정부 또는 상위 교육행정기관의 기대 경제적 불, ,

평등의 증가 지리적 양극화와 같은 다양성 확대가 그 예이다, (Bentley, 2010).

다 학교 개혁의 촉진 요인.

학교 개혁에 대한 방법적 접근으로 학교 개혁의 촉진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Fullan, 2001).

은 인적 요인 교장 교사 학부모 제도적 정책적 요인 교원인사제도 연구학( , , ), · ( ,

교 운영 학교평가 등 물적 재정적 자원 학교 규모 학교 시설 설비 교원의, ), · ( , , ,

근무 환경 등 사회 환경적 요인 학교문화 지역 사회 시민 단체 등 으로 구), · ( , , )

분될 수 있다 유길한( , 2010).

학교 개혁의 성공은 교원의 참여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Elmore, 2004),

국내에서는 국가의 정책 및 제도 수준의 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김(

정현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정부가 추진한 정책 기조를 분석하, 2011).

거나 송경오 조동섭 정책 추진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서용( , 2007; , 2003), (

희 강석봉 주철안 이시용 최희선 김용식 이일용· · , 2008; · · , 1998; , 2005).

단위학교 수준의 개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으로 학교조직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학교문화 박상완 이정선 최영순 조영달( , 2010; · , 2007; ,

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학교문화는 제도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1998) .

의식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

을 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 개혁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상(

완 박주호 서근원 유길한 황기우 황채석, 2006; , 2011; , 2004; , 2010; , 2008; ,

이 때 관련 구성원은 주로 교사와 교장으로 논의되는데 이들은 엄격히2000). ,

구분된다 박상완 그 중에서도 교사의 영향력이 주로 많이 다루어 졌는( , 2006).

데 그 이유는 학교 조직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교, ,

육 활동이 교사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교 개혁의 성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 작용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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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 내의 행위자를 중심으로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파악함으로써 개혁의 과정을 자세히 밝

히고자 노력하였다 김정현 김효정 이기명 천세영 정바울( , 2011; , 2011; · , 2011; ,

김효정 은 교사의 개혁실행에 영향을2011; Holcomb, 2007; Smith, 2008). (2011)

미치는 요인을 교사 수준과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구

조적으로 파악하였고 김효정 김민조 는 교사 간 협력이 학교 개혁 실천, · (2011)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김정현 은 교원의 참여로 성공적인 개혁을. (2011)

달성한 고등학교에서 참여 관찰을 통해 개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구성원의 상호 작용에 의한 인식 변화 참. ,

여를 전제로 한 조직화와 외부 및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기.

명 천세영 은 한 학교를 대상으로 년 간의 문서 자료 분석과 면담에· (2011) 10

기초하여 학교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규명하였는데 구성원 간의 불신 업무, ,

과다와 학력 중심 생활지도 문제 교육과정 이해 부족 지시적이고 폐쇄적 구, , ,

조 등이 그것이다 정바울 은 단위학교 차원의 개혁을 넘어 학교 체제 수. (2011)

준에서 확대되는 자생적 혁신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사회운동이론과 신제,

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 주. David et al. (2010)

장하였듯이 학교 혁신에 관한 논의가 단위학교 차원을 벗어나 시스템 차원에

서 광범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학교 개혁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인

식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실제로 드러나는 단위.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나아가 학교 개혁의 결.

과로서 나타나는 실질적 변화가 학교 내부 및 외부의 시스템과 어떠한 형태로

관련을 맺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 학교 개혁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개혁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개혁은 궁극적으로 학교 수준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외부의 환경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변화의 방향성 개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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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 등은 학교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개혁과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인은 개혁의 주체자로서 교사와.

구성원들과 외부 환경을 매개하는 학교조직의 특성 이다.

학교 개혁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 개혁의 과정이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서는 각각의 요인이,

갖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개혁을 통한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개.

혁에 관한 접근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합,

의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러 방면의 개.

혁이 시도되고 학교에 대한 혁신이 부과되었지만 교사들의 관습 이나, (habitus)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대(Loogma et al., 2012).

부분의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은 실패하거나 피상적이었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Fullan, 2007; Hargreaves & Goodson, 2006; Wallace, 2003;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Sahlberg, 2010).

개혁의 접근들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성급한 결과를 얻고자 하

였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

학교 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적 연구와 개념적 연구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가장 큰 한계는 변화의 본질이 빠져있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학교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

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목적에 근거하여 변화를 지향해야 하(Holmes, 1998).

는지에 대한 숙고 없이 단순히 개선 성취 와 같이 가치를 포함한 개‘ ’, ‘ ’

념을 통해 그 성과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비판적 관점에서 개혁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교육 내용으로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Lonsbury & Apple, 2010).

둘째 학교 개혁 연구는 개혁과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을 일관되게 밝히지 못하였다(Hargreaves & Shirley, 2009; McLaughln,

학교 개혁에 관계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2008).

는데 학교 개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맥락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도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셋째 연구의 학문적 지향과 관련하여 메타적 차원에서 학교 개혁 연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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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는. Holmes(1999)

을 중심으로 수행한 교육 변화 프로젝트와 그들의 교육 변화 이론을 분Fullan

석하면서 목표 실행 방법 및 과정 행위자 결과로서 영향을 기준으로 분석하, , ,

였으나 이론적 분석틀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은 학교. Loogma et al.(2012)

개혁을 넓은 의미에서 사회 혁신으로 보고 사회 혁신 이론의 접근 방식을 통,

해 교육 변화를 개념화하는 분석틀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사회 혁신 이론 역.

시 이론적으로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

한 시도들은 학교 개혁 연구를 체계화하고 이론화를 지향할 수 있는 합의된

관점이나 분석틀이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학교 개혁 연구를 종합하.

고 체계화할 수 있는 메타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조직을 보는 관점2.

학교조직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통적인 관료제의 관점에서 체제론적 접근 결합 네트워크로서의 연결망 등을, ,

강조하는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를 규.

범적 조직으로 규정하는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습조직과 공동체,

적 관점을 학교조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가 고전적인 관점.

인간과 구조의 관계는 사회학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직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목표를 지,

향한다는 점에서 오석홍 인간과 구조라는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조( , 2003) .

직에 대한 분석 역시 사회학적 접근에 따른 영향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과 은 주관과 객관 규칙과 변동의 축을 근거로 기Burrell Morgan(1982) ,

능주의 급진적 구조주의 해석학 급진적 인간주의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 , ,

하였고 과 은 구조적 인간자원적 정치적 상징적 관점에서, Bolman Deal(1984) , , ,

네 가지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은 체제로서의 특징을 중요시 하. Scott(2003)

여 합리적 체제로서의 조직 자연적 체제로서의 조직 개방적 체제로서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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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 조직에서 나아가 학교조직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인 관점은 타일러

의 접근인데 그는 과 의 틀을 구체화 하여 학교의(1988) , Burrell Morgan(1982)

구조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틀을 규정하였다 타일러는 학교조.

직 분석틀에서 느슨함 을 핵심 개념으로 보고 구조의 공식적 요‘ (looseness)’ ,

소 간 연계 강도와 공식적 비공식적 요소 간 연계 강도를 두 가지 축으로 규·

정하였다 구조의 공식적 요소란 목표 역할 기술 등을 의미하고 비공식적 요. , ,

소란 일상적인 만남에서의 직접적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진동섭 외 는. (2005)

학교의 고유한 조직적 특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타일러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학교조직의 요소를 구조와 활동으로 구분하고 구조화 활동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결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조와 활동의 측면으로 학교조.

직을 구분하는 접근은 학교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 관계를 구분

할 수 있게 하여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갖

는다 진동섭 외 또한 이 접근은 사회학의 기본적 문제 의식인 인간과( , 2005).

구조의 관계 탐구를 유지하면서 학교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활동 과 구조 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 ‘ ’ .

따라 학교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은 관료제론 사회체제이론 느슨한 결합체제, ,

론 상호 작용 질서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베버 에 의해 체계화된 관료제 이론은 년대 중반부터 교육조직에(Weber) 1960

도입되기 시작했다 학교조직의 관료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 (Abbott, 1988;

은 외적으로는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지만 내적 구Bidwell, 1965; Corwin, 1986) ,

조와 외적 구조의 원리는 전문적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문적 관‘

료제 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과업의 세분화 초 중 고 학교급의 구분 교과’ . ( · · ,

의 구분 교수 기능과 행정 기능의 분리 등 규칙의 사용 구성원의 행동 통제, ), ( ,

과업 수행을 위한 복무지침 내규 편람 등 과 같은 학교조직의 특징은 관료제, , )

적 경향을 나타내지만 교육 활동의 측면에서 학교조직은 관료제와 구조적 느,

슨함이 결합된 특수한 조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Bidwell, 1965).

은 학교조직에서 관료적 행정뿐만 아니라 적문직성의 개념을 새로Corwin(1986)

운 권위의 원천으로 지적하였다 높은 능력을 지니고 교육을 잘 받은 교사들.

이 채용되고 교사는 스스로 자기 과업을 통제하고 전문가 간의 민주적인 관,

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학교를 전문적 관료제 로 보는 관점이 있다 노종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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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섭 외2008; , 2012).

학교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료제적 속성만

가지고서는 학교조직의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후속 논의로 상황모델적 접근이 등장하였고 대안적 관점으로 이완결합체제, ,

이원 체제로 보는 관점 등이 등장하였다.

학교를 사회체제론으로 설명하는 관점은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하는데 대표,

적인 학자로 를 들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의 사회학에 견Parsons . Durkheim

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는 년부터 년대까지 주류를 이루, Parsons 1960 1970

던 기능이론을 사회체제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김신일 이러한 관점은( , 2010).

상황과 구조 간에 견고한 결합이 존재하고 모든 사회적 행동은 사회체제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치 정향 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진(value orientation) (

동섭 외, 2005).

사회체제로서 학교를 이해하는 관점은 조직을 기계나 유기체에 비유하여 결

정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학교에 대한 세밀하고 탄력성 있는,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제론적 접근의 문제점은 형태에 대.

한 부분적인 설명에 치우쳐 진동섭 외 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힘의( , 2005)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학교조직을 전체로서 파악하는 시각은 조직.

구성원의 의지와 같은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기능,

적이고 규범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맥락에서 예외적이고 개

별적인 현상을 반영하기에 어렵다.

관료제적 관점에 근거한 상황모델에 대한 불신 이에 대한 대안적 테크놀로,

지의 개발 실패 전통적 교수법을 옹호하는 교육 개혁의 접근 등은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론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은 학교를 느슨한 결(Tyler, 1988). Weick

합체제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두 개의 체제 사이에 공통된 변인이 없거.

나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느슨한 결합이 존재한다, (Weick,

이 접근은 학교조직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여 본질을 밝히고자 한 점에1985).

서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학교조직의 특성으로 느슨한 결합은.

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의 안정성을 더한다 따라서 조정비용을.

줄이고 주요한 정책이나 절차의 변화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 진동섭 외, ( , 2005).

한편 와 은 학교의 핵심적 영역인 교수 영역과 공식적 구Meyer Rowan(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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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이에 느슨한 결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분리가 교육 활.

동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교육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기여하며 다원,

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학교의 유지와 발전.

을 위해서는 환경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학교조직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은,

신뢰의 논리 라고 보았다‘ ’ .

이후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등장은 과거 기능주의적 관점과 달리 인간의 주

체성을 중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주어진 규범에 대한 순응이나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따라서 학교조.

직은 이들의 상호 작용 질서에 주목하여 구성원의 주체적 활동에 의해 끊임없

이 변화한다 진동섭 외 즉 정해진 틀을 전제한 후 관계가 형성되는 것( , 2005).

이 아니라 구성원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양상이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조직에 대한 상징적 접근은 년대 중반 이후 활발1980

히 등장하였고 주로 학교조직의 문화에 초점을 둔다, (Angus, 1995; Bate, 1991;

Flinders, 1988; Greenfield, 1993; Hargreaves, 1988; McTaggart, 1989;

이 때 학교조직의 문화는 주로 구성원의 관계와 신념을 통Rosenholtz, 1988).

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교직의 문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학교조직에 대한 상징적 관점은 조직 구성원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념이 달라지고 학교조직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학교조직 내 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에 수행된 학교 개혁 연구를 통해서 잘 드.

러나고 있다.

나 학교조직에 대한 최근의 관점.

탈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조직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전

환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조직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세기 말부터의 학교 개혁의 접근은 수평. 20

적 위계체제 책무성을 갖는 권한 강화 협력과 전문성 개발의 촉진 등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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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제 해결을(Kimberly & Gamble, 2001).

위한 학교조직의 적극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학습조직과 공동체적 접근,

이 등장하였다.

학습조직론은 가 학습조직이론을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Senge(1990)

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년대 초반 이후 조직 관리 심리학. 90 ,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경영 및 산업 분야에서 조직,

개발 및 조직 변화의 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최근에는 학교 병원 및 군대와. ,

같은 비영리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Fenwick,

1996; Marsick & Watkins, 1999).

학습조직은 학습을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변화를 목표로(Senge,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지속적인 지식 창출과 확산 지식의 공유를 통해1993), ,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

직 이념이다 김정현( , 2006; Burgoyne & Pedler & Boydell, 1994; Kiefer &

Senge, 1984).

학교 개혁의 접근으로 확산된 단위학교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는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 중 하나는 단위학교 자

체적인 역량의 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조직에서 변화와 학교 개혁의 전략으로서 학습조직의.

유용성은 각광 받았고 재구조화 재문화화를 포함하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로, ,

서 학습조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는 단순히 체제로서.

경영 방식을 바꾸는 노력이었지만 학습조직은 교수 학습 과정과 같은 교육·

활동의 실제적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박주(

호, 2008).

또 다른 관점에서 학습조직은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선행 요건이기도 하

다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적인 조건으(Dilworth & Imig, 1995).

로 학교조직은 학습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고립된 학교와 교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교육 수,

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ilworth & Imig, 1995; Lashway, 1998;

Redding & Kamm, 1999; Zederayko & Ward, 1999).

학습조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공동체적 관점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나,

최근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와 가치 선택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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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었다 공동체적 접근은 사회학에서 세기 초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사. 20 ,

회적 위기가 올 때 마다 부상하였다 이선미( , 2008).

교육에서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의 학교와 사회 에서 찾을 수 있Dewey 『 』

다 는 교사와 학생 간의 공동체적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역. Dewey(1915) ,

동적인 관계를 논의하였다 학교를 하나의 사회로 보는 관점에서는. (Bernstein,

의미상 공동체의 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1966; Dewey, 1916, 1938) .

는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공동체Sergiovanni(1994)

의 상실을 지적하였고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학교조직에 공동체적 관점을 적용,

하였다 김대현 손우정( , 2005).․
공동체는 공유된 가치 헌신 이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이, , (network)

며 공유된 가치 신념 감정의 결속체이다 정영수, , , ( , 2004; Sergiovanni, 1994;

공동체의 개념은 관점과 시공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Strike, K. A., 1999). ,

인 속성으로는 구성원의 상호 관계성과 의존성 자유의지에 의한 결합 가치와, ,

규범의 공유 우리의식 규범 목적 가치 협동 유대감 증진을 통한 갈등 해결, , , , , , ,

각기 고유한 가치가 있는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을 들 수 있다 정영수( , 2004).

는 공동체의 유형을 돌봄 공동체 배움 공동체 전문적 공Sergiovanni(1994) , ,

동체 동료 공동체 포용 공동체 탐구 공동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 , .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 높은 유형은 전문적 공동체와 배움 공동체이다 진동섭(

외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학교에서는 구성원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2008).

위해 헌신한다 교사들은 변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교수 방법을 연.

구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한다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교환하는· .

수준 이상을 뜻한다 배움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구성원들이 사고의 성장과 탐.

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배움 자체가 구성원의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다‘ ’ .

는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강조Barth(1990)

하였다 배움 공동체에서의 학습과 탐구는 공식적인 역할이나 계층의 관료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유.

롭게 판단하며 다양한 실행을 주도한다 허학도( , 2005).

교육공동체 논의는 대부분의 교육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교육 개혁의 핵심적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종희( , 2003; , 1996:

박부권 신현석 심성보 양정호 이종태2003; , 1998: 2002; , 2004; , 1998; , 2002; ,

한국교육개발원1999; , 2003).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는 교육의 세부적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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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쟁점 등에 관련되어 직 간접적으로 그 함축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

학교조직을 공동체로 보는 관점은 실체로서 학교 조직의 특징을 기술하기

보다는 규범적인 지향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구성원들의 집합으.

로 구성된 사회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관점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로서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이고 이상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린다 이 때 학교조직의 지향으로서 공동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론적인 접근과 동시에 학교 개혁을 위한

도구라는 수단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학교조직에 대한 학습조직과 공동체 접근은 빠르고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개혁의 요구에 부합한다 동시에 학교조직의 주체적인 노력이 반영.

된 접근이기도 하다 은 기존의 학교 개혁 전략과 관련 정책이 복. Fullan(1995)

잡하고 다양한 교육 문제의 속성을 간과하였고 기본적으로 수업 개선을 이행,

하지 못하였으며 교사들 간의 협력적 문화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

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한다면 학습조직과 공동체적 관점은.

학교 구성원 스스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직적,

노력이 수업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협력적인 문화 형성,

에 이르게 하는 유용한 접근이다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모두가 학교조직의 현.

실적인 모습을 기술하기 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등

장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교직을 보는 관점3.

학교 개혁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요인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이다 학교 개혁 연구들은 교사가 개혁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

고 있지만 실제로 교사와 교직이 어떠한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연,

구는 많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이 일방적으로 교사집단에 대한 외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교육 활동은 인격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한.

다면 직업으로서 교직의 속성을 다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를 단, .

순히 학교 개혁의 처방전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삶과 하는 일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학교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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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이러한 점에서 교직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05). .

일반적으로 교직관은 교직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교직관은 사람들.

이 전체적으로 교직이 존재하는 이유 가치 목적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

관련된다 교직관 연구는 주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직의. , ,

전문직적 위상 교직관을 둘러싼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 등을 밝히는, · ·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황기우 교직관은 크게 고전적인 관점에서 성직관( , 2005). ,

노동직관으로 구분되며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직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최근에는 전문성의 지속적인 개발을 중요시 하는 관점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접

근도 대두되고 있다.

가 고전적 관점.

교직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손봉호 외 신득렬 이윤식 외 홍은숙 이러한 세 관( , 2001; , 2002; , 2007; , 2011).

점은 대립되기도 하지만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 이윤식 외 이 절에서는( , 2007).

교직을 보는 고전적인 관점으로서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

다.

성직관은 교직을 성직이나 천직으로 규정하고 교직이 신성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황기우 성직관에 따르면 교직( , 2005).

은 진리 탐구와 전달을 통해 학습자의 인격 형성과 성장 좋은 삶에 헌신하는,

고도의 봉사 활동으로 비쳐진다 홍은숙 성직관은 직업으로서 교직을 바( , 2011).

라보기보다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윤리적인 규범을

강조한다 교사는 소명 의식 헌신과 사랑 봉사 정신 윤리적 행동 규범을 갖. , , ,

추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성직관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사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성직관에서 바라보는 교사들은 학생의 교육 활동에 대한 책임과 학.

생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발휘해야 한다 성직관은 교사들에게 무차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은 고도의 정신적 봉사 활동을 지향하므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것과 단절될 것을 기대한다 황기우 즉, , ( , 2005).

성직관은 교직에 대하여 지나친 희생과 봉사를 강요함으로써 교사 개인의 인

간적 특성과 환경적인 직업적 여건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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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직관은 교직을 범속직으로 간주하고 교사도 노동자임

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교직의 사회경제. ,

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성직관이 사생활의 제약 등.

사회적 측면에서 교사를 소외시켰다면 노동직관의 교사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한 교사는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지기 때.

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황기우( , 2005).

노동직관은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장하는 직업적 관점은 교직에서도 외적 보상이 충분할 때 교육의 본

래 목적도 잘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년대 등장한. 1950

일본 교원노동조합의 강령을 비롯하여 각국에 설립된 교원노동조합들은 교직

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반면 노동직관은 교사를 단순한 직업인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본질로부터 지

나치게 일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나친 권리 행사를 통해 투쟁형 행. ,

동형의 교사를 당연시 하면서도 교육이 추구해야할 도덕적 목적과 헌신적 태

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황기우 나아가 정치적 의도의( , 2005).

개입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으로 존재한다.

두 교직관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실,

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성직관은 교직의 도덕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가치를 숭고화 할 수 있지만 헌신적 태도를 유지할 원동력이 부족하다 따라, .

서 노동직관에서 주장하는 교직을 지원하는 외재적 장치를 통해 보완될 필요

가 있다 즉 두 교직관은 모순되는 관점을 제공하고 대립하지만 현실적인 교. ,

직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나 전문직관.

학교 개혁의 접근에서 교직에 관한 접근은 전문직 전문직적 속(profession),

성 과 같은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professionalism) (Yeom & Ginsburg,

최근에는 전문가 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명하려는2007), (expertise)

노력이 등장하고 있다 고재천 소경희 조동섭 전문직( , 2011; , 2003;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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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과거에 전문직은 소수의 한정된(profession) .

직업에게 주어지는 신분적 상징으로 기능하였고 세기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19

더불어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전문직에 관한 논의는 배타적 권위의

관점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Freidson, 1986).

전문직에 대한 접근은 기능주의적 입장과 갈등론적 입장에서 긴장을 유지한

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전문직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특권적인 지위와 정교.

하게 구성된 지식에 근거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Esland & Salaman

반면 갈등론적 입장은 전문가 또는 전문직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1980).

가 없으며 전문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Densmore, 1987),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즉 전문직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Freidson, 1986).

아니라 이상적 형태의 직업 조직이라고 본다.

전문직성 에 대한 논의도 두 가지 접근에 따라 달라지는데(professionalism) ,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전문성으로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특성 은 기능주의적 시각이다 이 때 전문성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 “

지닌 행동의 질과 특성을 규정하여 밝힐 수 있는 것”(Hargreaves & Goodson ,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훈련 학습 실습을 통해 얻을 수1996: 4) . , ,

있는 특별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한다 염민호 갈등론적 시각에서 전문, , ( , 2007).

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특정 직업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사회적.

실상을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영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개인 및 집단 행위를 조장하거나 고정하는데 기여한다(Ginsburg, 1997).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

교직을 전문직으로 교사를 전문가로 전제하고 이들의 효율성을 위해 교직의,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와는 반대로 현실에서 교직은 전. ,

문직이 아니고 교사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은 대체로 전자의 관점을 택한다 염민호. ( , 2007).

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연구자들은 교육학의 학문적 토대를 확립하1950-60 ,

기 위하여 교직의 전문직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Kimball,

이 노력은 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르렀다 교직의 전문직성에 관한1988), 1980 .

연구들은 대체로 교직의 핵심 직무인 교수행위 의 본질이 아무나 할(teaching)

수 없는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김용주 정영수, ( , 1999; , 1996;

허병기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원, 1997; Boyer, 1983; Darling-Hammon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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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 및 자질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옥예( ,

김혜숙 박선형 송광용 오영수 정영수2006; , 2003; , 2005; , 2001; , 2000; , 1997;

한명희, 1997; Darling-Hammond, 1990, 2000; Darling-Hammond & Berry, 1995;

이러한 접근은 전문직으로서 교직Hargreaves, 2000; Park, 2001; Yang, 2000).

의 직업적 성격을 규명하고 교직의 사회적 지위와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전,

문성 신장을 강조하였다.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교수행위에 대한 분석에 있다.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 대한 요구와 이,

러한 행위가 교실이라는 독립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Tabakin & Densmore, 1986). 교수행위의 불확실성 역시 교직이 전문직이어야 한

다는 논의의 근거가 된다(Lanier & Sedlak, 1989). 교사의 교육활동은 여러 문제

들이 모호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구성적 과정이고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의 불확실성은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Firestone & Bader, 1991).

전문직관은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을 근거로 교직이 전문직

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후기근대사회.

이후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축적은 교직의 탈전문화 위기를 초래하였

다 즉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지식의 획득 경로가 다각. ,

화 되면서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전문성은 의미가 퇴색되었다 과거 교실에.

서 행해지던 교사의 많은 역할들이 다양한 기술로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자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단순 지식 전달자로.

보는 접근에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각종 학습 프로그램과 정보화 기기들로 대

체 되었고 교사는 단순히 이를 관리하는 값싼 인력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교직에 대한 전문직 관점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의 전

문성을 확장된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재개념화 하려는 접근 소경희( , 2003;

이 지속되고 있다Darling-Hammond et al., 2007; Hargreaves, 2000) .

다 인적자원개발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과거 중시되어왔던 물리적 자본과 노동력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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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로 대체하였다 개인과 조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지식과 능력 같은 무형의 자산을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오헌석 외 이와( 2011).

같은 사회적 흐름에서 교직에도 인적자원개발의 접근이 도입되었다.

인적자원개발은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위해 설계된 일정 기간 제공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훈련 교육 개발을 포함한 개념, , ,

이다 년대 후반부터 년대에 걸쳐 인적자원개발의 개념(Nadler, 1979). 1980 1990

은 확장되었는데 조직 전략과의 연계성 확대 학습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책임, ,

강조 집단 학습 강조 조직 개발 로의 범위 확대와, , (organizational development)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년대 초 학습조직(Walton, 1999). 1990 (learning

개념의 등장과 동시에 방법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접근을 통해 학organization)

습을 조장하려는 연계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노종희( , 2001).

인적자원개발을 가치 창출과 관련지어 정의한 학자들은 인적자원개발이 경

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과 소양의 축적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김태기( ,

인적 자본 도덕성과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촉진한다고 보2000), ,

았다 김신복 유현숙 이러한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접근은 지속( , 2001; , 2001).

적인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는 교직에 적합하고 유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활용되는 인적자원개발의 접근은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인력 관리를 강조한다는 점 김신복 김영철( , 2001; ,

정기오 에서 교원의 주체성이 무시될 수 있다 관리를 강조하는 인2000; , 2001) .

적자원개발의 접근은 자발성이 존중되는 교직의 특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노종희 는 인적자원개발을 교원개발의 관점으로(2001)

규정하면서 개인적 성장 직무수행의 향상 조직효과의 개선 자기학습 지속“ , , ,

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노력과 과정 노종희”( ,

으로 정의하였다 즉 조직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효과성2001: 5) .

의 조화를 꾀하면서 양자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김영철, , ( ,

개인 개발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2000; Pace, Smith & Mills, 1991).

발전을 의미하고 경력 개발은 미래 직무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파악,

하고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조직 개발은 조직과 체제의 효.

율성 증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개발한다 교원을 다양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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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태도를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규정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

위해 교원 개인 경력 조직 차원의 개발의 관점에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강, ,

조하였다 진동섭 외( , 2008).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인적자원개발 접근의 속성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서 양 보다 질 을 중요시한다 인간이 가진 능, ( ) ( ) .量 質
력과 품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노종희( , 2001).

따라서 교원의 지식 기술 태도를 핵심적인 자원으로 보고 이러한 자원의 질, ,

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은 지속적인 자기 학습을 통. ,

한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개발을 중시한다 조직구성원에.

게 단순히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상화된 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을 강조하는 교직의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은 현장과의. ,

긴밀성을 강조한다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학습 내용과 활동은 개인의 직무수행.

과 직결되고 조직 효과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론화된 지식.

의 습득이 아닌 현장성과 실천성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

또한 교육 활동의 효과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속성을 같이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출현 배경4.

전문적 자본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학교 개혁 접근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전문적 자본의 접근은.

학교를 개혁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사와 교직에 관한(transforming)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사를 키우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본 이론.

의 출현 배경을 검토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실패를 거듭하는 학교 개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요

구와 함께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조직의 주체,

성 교사와 교직의 본질에 근거한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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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문적 자본의 저자들은 학교 개혁의 흐름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적

으로 파악하고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경험적 증거로서 찾는다 이를 통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학교 개혁 연구들이 설명.

하지 못하였던 교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변화가 학교조직 교육체계 나아가, ,

이들이 놓인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와 은 학교 개혁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의 실패의 원Hargreaves Fullan

인으로 하향식의 전제적 접근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술 지배(autocracy),

평가 결과의 향상에만 지나치게 매진하는 흥분(technocracy), (path of

을 들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 개혁effervescence) (Hargreaves & Shirley, 2009).

접근이 교사를 무시하고 교육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최근 당연시 되고 있는 개인적 보상 표준(Fullan & Hargreaves, 1996), ,

화된 기준에 근거한 평가와 같은 경영자본적 접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사회 전반을 모두 잠식하면서 오(Hargreaves & Fullan, 2012).

늘날 교육 개혁의 접근도 이러한 논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시장 원리에 익숙.

한 사람들은 교육 개혁의 접근에 있어서도 공교육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찰 없이 경제적 논리를 당연시 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선택제 이와 관. ,

련한 차터스쿨 점수에 기초한 줄 세우기 식의 학생 평가 교사 평가 그리고, , ,

학교 평가와 결과 점수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은 다수의 교육 관계자는 물론

일부 교육학자들도 이를 타당하게 여기고 있다.

전문적 자본은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시장 경제.

의 논리가 사회 체계를 잠식한다고 하여 교육 체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식의 개혁은 교육이라는 속성이 갖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전문적 자본의.

과거 버전인 What's worth fighting for in your school?에서는 학교 개혁의 현

실을 진단하면서 인적자원으로서 교사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직시하였다 그러나. Professional

Capital에서는 특히 영 미권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을 매우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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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력한다 년대 이후 활발해진 국제비교평가 와 관련 연구에서 영국. 2000 (PISA)

과 미국의 학업성취도 순위는 하위에 속하였고 학업성취도 격차 또한 상대적,

으로 크다는 결과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난을 가져왔다(“The United

특히 성과기반 책무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접근을States”, 2013).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에도 영국과 미국의 학업 성취 결과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국가들은.

교사의 질과 교사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육 체계 자체가 영국과 미국의 상황과

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Auguste et al., 2010; Darling-Hammond &

Rothman, 2011).

이러한 현실은 영 미권의 학교 개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였다· .

전문적 자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 미권 중심의 개혁을 자본 처벌적· ‘ ’

이라고 진단하였고 이에 맞서는 전문적 자본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한,

다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개혁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교사와 교직. ,

전체의 변화를 통한 학교문화의 변화와 정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한다 교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산출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더디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개혁의 성공은 많은 시간.

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접근을 타당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그 필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조직의 주체적 노력.

저자들은 학교를 사회로 바라본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정치 문화 제도적. “ , ,

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을 둔 인 이상의 개인, 2

적 집합 결사체 로 정의된다 한국산업사회학회 한 개인은 사회를 구, ” ( , 2009).

성하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자아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관계는 문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데 저자들에. ,

의하면 문화는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 특히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 ,

는 또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신념과 기대 를 말한다”

학교조직은 구성원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문(Fullan & Hargreaves, 1996: 65).

화의 일상성과 총체성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학교는.

구성원의 사회화에 기여한다 특히 학교조직의 문화는 교사의 사회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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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조직을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원으

로서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학교조직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개혁은 대표적으로 단위학교책임경영제와 같은 분권화

된 접근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러 가지 권한 위임과 단위학교 수준의 자율 내.

에서 학교조직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은 학교가 갖는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학교조직에 대한,

외적 기제로서 책무성 논의가 팽창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교조직 내부적으로.

는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또는 학습조직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지

속되고 있다.

전문적 자본은 이와 같은 학교 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사와 교직의 전문성

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학교조직의 특성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교사의.

발달과 성장에 학교 조직이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전반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학.

교문화를 지배하는 개인주의이다 저자들은 고립과(Hargreaves & Fullan, 2012).

소외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근원을 학급 단위의 건축 구조 시간표에,

따른 교육 활동 운영 학급별 담임제 교과와 학년의 구분과 같은 학교 구조의, ,

역사와 전통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문제(Fullan & Hargreaves, 1996).

해결을 위해 성공적인 학교 개혁에 관한 연구(Ashton & Webb, 1986; Little,

에 근거하여 협력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1989; Rosenholtz, 1989) .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학교가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학습조직론.

의 영향도 전문적 자본 이론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전.

문적 자본 이론은 공동체적 전문능력개발주의 전(Fullan & Hargreaves, 1996),

문적 학습공동체 를 주장한다 학교가 전문적 공동(Hargreaves & Fullan, 2012) .

체로 구현될 때 교사와 학생의 배움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취도 향상 된다고 가정한다 전문적 공동체로서 학교는 교육 결과의 책임에.

대한 내적 기제로서 작동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개혁에.

대한 학교조직의 주체적인 문제해결과 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 교직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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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본은 당위적인 수준에서 교사가 전문가이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

다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 전문가가 어떻게 길러지는가 에 대한 물음에 답‘ ’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 되어온 전문.

성에 대한 방법적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

교사는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한 명.

의 교사는 고립된 학교 교실 속에서 삼십 명 학생들의 교육을 혼자서도 담당

할 수 있다 승진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된 교직의 특성 속에서 만약 한 교사.

가 년 간 학생을 교육한다고 가정하면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의 삶에 미30 ,

치는 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교사.

는 모두가 자신의 교육 철학과 신념 비전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한다 따라, .

서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이는 교사이며 교사가 자기 학생에 대한 판단과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

해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하며 이들이 교육하는 대상. ,

은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사는 총체적 존재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두와 함께 학습과 관련된 많.

은 이론에서 학생의 경험 배경 그들이 살(Bandura, 1986; Wertsch, 1985/1999) , ,

아온 역사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학교,

개혁 연구에서 교사를 총체적 존재로 보는 접근은 드물었다 많은 개혁 연구.

들이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조직 차원의 조작 가능한 변인들에 관심을 가

졌다면 김효정 전문적 자본에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 , 2011),

해 교사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

교사의 연령 진로 단계 인생 경험 성별과 같은 개인적 경험의 총체가 모두, , ,

모여서 그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장은 억지로 강제.

할 수 없고 감정적인 요소 또한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전, .

제될 때에만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교사의 교육 활동에 헌신을 이끌 수 있

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

나아가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개발뿐만 아니라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강조

한다 교직에 관한 저자들의 논의는 교직을 보는 고전적 시각 중 하나인 전문.

직관의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하되 전문직성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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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지위와 더불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질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적인.

전문직 의사 법률가 집단 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을 구성원의 높은 질 긍( , ) ,

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문직 단체 활발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associations),

제시하면서 교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Hargreaves & Fullan, 2012), .

질과 지위의 향상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며 교사의 희생만을 지나치게 강요하,

는 접근은 우수한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교직 전체의 지.

위와 질 향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학생이 학교와 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공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에 근거한다 교직 전체가 우수한 질을 구축하고.

있을 때 우수한 개인으로서 교사를 유인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사라 하더, ,

라도 집단 속에서 우수한 교사로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직은 전문.

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관계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전,

문성을 공유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교사와 교직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상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교사가 행하는

교육 활동 즉 가르치는 일 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 (teaching)

로 한다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스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 ,

라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수,

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교사에게 주어진 학생에 관한 정보는 매.

우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변화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학습,

이 일어난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 교사의 일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개인의 능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교직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길러 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직 전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인

적자원개발의 관점에 부합한다 즉 기존의 전문직관이 교직의 전문성과 전문.

성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하는데 그쳤다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은 통해 지속,

적인 전문성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존의 접근들은.

교사와 교직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간과하였고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새롭게 개념화하고 전문성 개,

발의 타당성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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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 개념

본 장의 목적은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밝히는 것이다 이론.

을 주창하는 저자들의 논지에 기초하여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절에서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중심 개념. 1

인 자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유형의 자본 개념과 함께 살펴본다 절에서는. 2

전문적 자본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의미를 다룬다 절에서는 전문적 자본의. 3

구성 요소인 세 가지 자본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 자본 이론에.

관한 구조화된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자본 아이디어1.

자본 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성(capital) , ,

장을 위해서는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는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투자를.

자극하거나 투자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한다 전문적 자본에서는 이러한 자본, .

의 특성이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한다(Hargreaves & Fullan

와 은 전문적 자본을 소개하면서 자본은 간단히 말2012). Hargreaves Fullan “

해서 순수한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Hargreaves & Fullan, 2012: 1)

고 하였다 와 은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자본의 특성으로 순. Hargreaves Fullan

환 축적 재투자 를 제시하였고 자본은(circulation), (accumulation), (reinvestment) ,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라고 해석하였다.

전문적 자본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유형의 자본을 제시하였는데 인,

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human capital), (social capital), (decisional

이 그것이다 세 가지 자본은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핵심이 되는 구성요capital) .

소로 이 이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기존에 다.

른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고 의사결정적 자본은 저자들이 고안한 개념,

이다 따라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본 에 관. ‘ ’

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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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본 은 장기적으로 순수한 가치를 부가하는 자산에‘ (capital)’

관한 것 또는 자산이 되는 것 수입을 발생시키거, (Merriam Webster dictionary),‐
나 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익(Johnson, 2000),

창출을 위해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오욱환 에, . (2013)

따르면 교육학에서 자본 개념의 도입은 교육을 소비로 보는 관점이 아닌 생산

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로 마르크스주의에,

서는 생산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경제적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제하고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불평등의 기

초적 기반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확대된 의미에서 사용되는 자본 개념은 개인.

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포함한다 다만 전통적인 자본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

새로운 자본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유석춘 외( , 2007).

이 후 신고전파 경제학의 개념틀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다루는 사회학적

연구 주제로 침투되면서 인적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이, , ,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김상준 학자들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 2004),

도구로서 정서적 자본 가족자본 과 같은(O’Brien, 2008; Reay, 2001), (Li, 2007)

개념도 등장하였다 과 은 이러한 상황을 자본의 과잉. Baron Hannan(1994) (a

현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plethora of capitals) .

인적 자본은 와 가 주장한 개념이다 인적 자본은 경Shultz(1961) Becker(1964) .

제적 자본과 달리 자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본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인적 자본은 교육 및 직무 훈련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

된 기술과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고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상승,

시킨다 이에 따라 교육 건강 투자로서 다른 여타 행위가 가져다주는 이득. , , ,

기회비용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인적 자본의 등장으(Baron & Hannan, 1994).

로 자본은 변화를 설명하고 계획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 나아가 인적 자본은 개인 조직 국가가 의도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 , ,

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으로 여겨졌다 오욱환( , 2013).

는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계급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Bourdieu(1977)

인으로 문화 자본을 개념화 하였다 문화 자본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의 형태로 존재하며 계층의 차이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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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특히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문화 자본 개념을 활용하. Bourdieu

였는데 학교의 교육 행위가 특정 문화 자본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엘리,

트 계층의 학생들이 학습에서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Bourdieu,

이를 기초로 추후에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문화 자본과 관련된 연구2002).

는 주로 학생들의 성취와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밝히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김정숙 유선 정영애 차정민, 1999; · , 2012; , 2002; 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Lareau, 1987).

사회학뿐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유행처럼 번진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자

인 에 의해 주목받았고 이어서 와 에Loury(1977) , Bourdieu(1986) Coleman(1990)

의해 이론화 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도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요.

소이므로 이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고전 사회학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Portes(1998)

은 아니지만 사회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비화폐적인 형태의 자본, ,

이 가진 효과를 넓은 맥락에 자리 잡게 하였다 여러 가지 자본들의 상호 대.

체 가능성을 주장한 아이디어는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의 거리를 좁

히게 하였고 동시에 사회 문제에 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력적인 개념이었다.

은 경제학적 전제인 합리적 선택을 사회 전체로 확장되도록 하여Coleman

사회과학 일반의 방법론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김상준( , 2004).

은 모든 행위 유형은 행위자의 이해 실현Coleman “ (actor’s realization of

을 증가시킨다는 단일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다interests) ”(Coleman, 1990:

라고 전제하였다 그가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구조 기능 결정32) . , -

론적인 주류사회학적 접근이 규범을 형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행위의 동력

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둘째 사회적 자본이(engine of action) , ,

개인적 차원과 집단 행위자와 구조 또는 미시와 거시 차원 간의 연결 문제를( )

설명한다고 보았다 셋째 학자 개인의 정치적 실천적 동기로서(Coleman, 1988). , -

미국의 도덕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년대 시대적 조류에 동참한80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교육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Coleman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인적 자본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기여

하는 바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공립학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가족 내.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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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회적 자본이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그는 인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사적 재(Coleman & Hoffer, 1987).

화인 반면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속성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은 에 의해 널리 알려졌Putnam(1993, 2001)

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적 지향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신뢰와 결속 관계로 존재하고 사회적 자본의 소유는,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석춘 외 각, ( , 2007).

종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밝히면서 교육에 관한 연구들도 사회적

자본의 활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서 개념적 혼란 활용 주, ,

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김상준 사회적 자본의 기원에 관한 문제 획( , 2004), ,

득 결과로서 효과를 보는 문제 작동 원리와 관련된 문제 등이(Portes, 1998),

지적되기도 하였다 유석춘 외( , 2007).

교육학에서 사회적 자본 연구는 의 연구 이후 학생의 성취에 미치Coleman

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밝히는 흐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Bankston, 2004;

학교 유형 가족의 사회적 자본 교사와의 관Israel et al., 2001; Temple, 2001) , ,

계 등 김경근 윤현선 과( , 2000; , 2006; Lee & Brinton, 1996; Zhou & Kim, 2006)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본의 일반적 특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자본은 저량 과 유량 의 개념을 모두 갖는다 저량으로서의 자본은(stock) (flow) .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유량으로서의 자본은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자.

본은 시간의 흐름을 한 축으로 하여 투자될 수 있고 순환한다 둘째 자본은. ,

축적된 정도에 따라 가치를 창출한다 자본을 소유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소유한 자본의 정도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자본의 가치가 창출하는 효과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으나 서로 다른 형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다 셋째 자본은 그것이 작동하는. ,

세계 속에 내재된 질서를 관통한다 각각의 자본은 그들이 기능하는 장. (field)

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투영한다 경제적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속에서 효용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사회적 자본은 관계성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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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원리를 반영한다 넷째 자본은 활용 주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

서 활용된다 자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이. .

때 목적은 생산되는 산출물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지만 주체의 이익 확대라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 자본의 개념2.

전문적 자본 에 대한 언급은 여러 분야에서 있었지만 이(professional capital) ,

론화된 작업은 아니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 영국의 전문직 사. Perkin(1990)

회를 다룬 논의에서 전문적 자본은 주식이나 지분 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하

였다. 와 는 첨단 기술의 재원과 관련하여 사적 투자자를Manigart Struyf(1997) ,

전문적 자본 의 제공자로 보고 논의하였다(professional capital) . Avraamova(2002)

는 러시아 인구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 교육적 자본,

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로 전문적 자본을 투입하였(educational capital)

다 이 연구에서 전문적 자본은 전문성 의 높고 낮음을 스스로. (professionalism)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자본의 논의는 단순히 개.

별 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붙여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가 교육지도성Sergiovanni(1999) (educational

을 논의하면서 전문적 자본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본을 적절leadership) .

하게 투자된 가치로 보고 더 많은 생산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증가시,

킨다고 정의하였다 자본의 개발은 학생의 학습과 발달 수(Sergiovanni, 1999).

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건 형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자본의 확장은. “

교육지도성과 학교의 성취에 자리한 중요한 중재 변인이 된다”(Sergiovanni,

나아가 는 전문적 자본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1999: 38). Sergiovanni .

좋은 학교는 동료성을 강조하고 전문적 자본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서 실행,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성 확립의 증거 는 구성원들이. (hallmark)

실행을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러한 전문성을 스스로 실행하는 실천 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는 전문적 자본 개념을 교육의 맥락에서 논의하기는 하였지Sergiovanni(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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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개념을 체계화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적 자본의 저자들이 교육, .

변화와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의 공동체론을 언급한 것을 볼 때Sergiovanni ,

와 이 정의한 전문적 자본의 개념은 의 그것Hargreaves Fullan Sergiovanni(1999)

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와 은 전문적 자본의 개념화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저Hargreaves Fullan(2012) .

자들은 전문적 자본을 학교 개혁을 위한 교사와 교직에 관한 접근에서 개념화

하였지만 전문가 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도, (pro)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성공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

문가로서 교사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문적 자본,

은 높은 질의 교수 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논(teaching)

의한다.

이 때 기존의 접근과 다른 점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직 전체,

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전문적 자본에서는 개별적 자율성이 아닌 교육.

활동과 결과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직 전체의 지위와 전문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의 집단적 책임은 외부의 강제로서가 아니.

라 공동체 내에서의 전문적 힘을 길러 전문성에 대한 자발적 질 관리를 가능,

하게 한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교사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회와 세,

대 속에서 자신들의 효과성을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관 생각 행동을 갖, ,

추도록 할 것이다.

(Hargreaves & Fullan, 2012: )ⅵ

전문적 자본은 세 가지 자본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전문적 자본은 인적 자.

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human capita), (social capital), (decisional

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다 수익을 원한다면 투자를 투자를 하려면 자본capita) . ,

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우수한 교수 가 학생의. (teaching)

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은 학교 개혁을 위한 도구가 된다.

전문적 자본은 전체 교사직의 효과적인 교수를 산출하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 자본의 함수식은 그림 과 같이 기존의 경제적 접근에서 활. [ -1]Ⅲ

용되는 생산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전문적 자본은 산출이 되고 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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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은 투입 요소가 된다, , .

하그리브스는 전문적 자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우수한 교수의 질 을 원한다면 첫째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high quality teaching) ,‐
찾고 둘째 그들을 함께 있도록 만들고 셋째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라, , , , .

(Hargreaves, 2013, ADI International Meeting)

전문적 자본은 교사와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창출 순환 투자되는 자본, ,

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의 이러한 논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 만.

연하고 있는 경영 자본 의 접근에 대해 대항하는 관점이‘ (business capital)’

다 는 미래에는 전문적 자본과 경영 자본 두 자본 간의 전쟁. Hargreaves(2013)

이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강력한 위기의식을 피력하였다 저자들에 따(battle) .

르면 경영 자본적 접근은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

사는 기술로 대체 가능하며 표준화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값싼 교사를 단기간에 고용하면 된다 교직이 제공하는 유인가는 성.

취 점수에 따른 교사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다 즉(Hargreaves & Fullan, 2012).

인적 자원의 선발에서 단기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교사와 교직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교육을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 이러한 설명은 오늘.

날 영 미권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잘 반영한다· .

반면 전문적 자본의 전제는 가르치는 일 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teaching)

는 것이다 교사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 교사는 교육. .

활동의 효과성을 위해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기술에 의해 대체,

   

전문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

그림 전문적 자본의 구성 요인

Hargreaves & Fullan(2012). 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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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교육 활동에서는 기준 그 이상의 헌신과 몰입을 필요로 하며.

개인이 아닌 집단이 갖는 힘을 강조한다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우수한 교. ,

사를 제공해야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따(Hargreaves & Fullan, 2012).

라서 교사와 교직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미래를 위한,

가치 창출에 필요한 투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행위에 의해 산출되는.

교육 활동은 교육을 생산으로 바라보게 한다.

전문적 자본의 구성 요인3.

전문적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요인을 보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절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1 ,

의 이해에 기초하여 전문적 자본에서 주장하는 핵심 개념으로 논의를 좁혀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고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새,

롭게 고안한 의사결정적 자본의 의미를 살펴본다.

가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에게서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인간의 교육과 개발에 대한 투자는 후에 경제적 수.

익을 가지고 온다는 인적 자본의 일반적 통념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교육 역시,

자본적 투자이고 교사직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Hargreaves & Fullan, 2012).

전문적 자본에서 인적 자본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의 취득·

및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규명한 연구를 통.

해 지속적으로 언급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적 지식 방법적 지식 학생을, ,

이해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학적 지식 교사가 지향해야,

할 태도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교사 전문성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가르치는 내.

용과 방법에 대한 능동적 구상과 실행에서의 민감성을 강조하였다 고재천( ,

김경자 소경희 오욱환 이경진 김경자 허숙2001; , 2003; , 2003; , 2005; · , 2005; ,

2001; Carlgren, 1999; Danielson, 2007; Darling-Harmmond & Bransfo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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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의 다변화와 함께 다문화 학생들에 대Hargreaves & Fullan, 2000).

한 이해 수업의 향상을 위한 혁신적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

과 교내 외의 성인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정서적 차원의 능력도 관련되·

어 있다 학생들에 대한 봉사의 열정과 도덕적 헌신을 포함하기도 한다 김종. (

철 김종철 이종재 오욱환, 1985; · , 1994; , 2005; Feiman Nemser, 1990;‐
이러한 능력은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사의Hargreaves & Fullan, 2012).

전문성과 관련된 요인을 개념화하려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우수한 인적 자본을 찾고 획득하는 일은 그 사회에서 교직의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잠재력 있는 인적 자원을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문직성 논의를 배제할 수

없다 는 우수한 교육시스템의 표본이 되는 핀란드에서 교직은 배. Hargreaves

우자 조건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며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임,

을 인용하면서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그(Sahlberg, 2011) ,

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우수한 인적 자본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직접적인 조건

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적 자본은 교직 또는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이라기보다

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직의 입직 단계 이 전에 교사를 희망하는 인력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 이론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학력과 가치 창출에 관한 일반적인 능력을 인적 자본으로 이해하게 한

다 따라서 학업성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선호하여 교사양성기관에 진학해야 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교사로 길러,

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문적 자본에서 인적 자본을 정리하면 인적 자본은,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과 개발에 대한 투자로 위치재의

특성을 갖는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자본으로서 인간의 능력은 한 개.

인에게 내재되어 있고 투자와 노력을 통해 개발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개인,

적 재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능은 교사 양성 단계와 현직 교육 단계에서.

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반드시 포함하되 교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단,

계에서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정도에 따른 일

반적인 인력의 질로서 인적 자본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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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자본.

전문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인적 자본의 관점에만 집중을 한다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교사들이 교내(Hargreaves, 2013).

및 교외의 팀워크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팀 중심의 의사소통 학습 신뢰 협력, , , ,

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과 같은 접근이다(Hargreaves & Fullan, 2012).

년대 이후 자본의 개념은 교육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은유로 등장하였는1980

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학자 은 사회적 자본을 학생들, . Coleman

의 교육 결과와 관련 지어 영향력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Coleman, 1990).

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인적 자본Coleman(1988) ,

과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기능은.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자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 삶 과 불평등 수준. (Putnam, 2001)

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자본(Wilkinson & Pickett, 2009) .

은 공동의 사명 공유를 촉진하고 학생 교사 행정가 동(Coleman, 1986, 1988), , , ,

료들 간 높은 신뢰 는 학생들의 성취를 높인다(Bryk & Schneider, 2002) .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Coleman

연구 결과 와 함께 최근 수행된 의 연구를 주장의(Coleman, 1988) , Leana(2011)

근거로 제시한다 전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의 방향성과 관계.

없이 개인 보다 집단이 갖는 변화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직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직 전체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시도는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공동체로서의 학교문화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집합적 차원에서 관계에 주목한 사회적 자본은 문화의 변.

화가 어떠한 형태로 인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데 문화가 어떤 식으로 매개하는지 보여준다 저자들은.

기존의 전문성 개발의 노력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집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이 그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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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와 같은 기준이 관여한다 이에, .

저자들은 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은 학교문화 속에 있는 사회적 자

본의 정도이고 사회적 자본은 학습을 위한 연료라고 비유하였다, (Hargreaves

& Fullan, 2012).

한편 전문적 자본 이론은 사회적 자본이 교수 의 질을 조절할 수(teaching)

있는 내적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가진 취약한 인적 자본을 집단.

이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교에서는 인적.

자본이 낮은 교사가 오더라도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직 전체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가정하면 교. ,

직은 낮은 인적 자본을 가진 개별 교사에게 전문성 향상에 대한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는 이 주장하였던 사회적 자본이 갖는 규제의 기능과. Coleman

유사한 논의이다.

전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

과 달리 개인이 아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며 단위학교에 대한 새로,

운 투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내에 이미 존재하는 구성원들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본이다 인적 자본이 위치재로서 기능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자.

본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형성,

되고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

다 의사결정적 자본.

와 은 전문적 자본의 개념에서 이상의 두 가지 자본으로 설Hargreaves Fullan

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교직이 왜 우(Hargreaves, 2013).

수한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고 왜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를 요구하는지를 설,

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적 자본 은 전문직성. (decisional capital)

의 핵심인 자율적 판단 능력과 관련하여 고안된 개념이다 의(professionalism) .

사결정적 자본은 판례법으로부터 가져온 아이디어이지만 다른 여타 전문직의

특성이기도 하다 전문적 자본에서 의사결정적 자본은 전문가들이 구조적 비. ·

구조적 경험 실행 반성을 통해 습득하고 축적하는 자본으로 정해진 법칙이, , ,

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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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의사결정적 자본의 부가(Hargreaves & Fullan, 2012).

물이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사결정적 자본은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통.

찰력과 동료들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다(Hargreaves & Fullan, 2012).

법률가 의사 등 여타 전문직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의 판단 경험을 나, ,

누고 함께 검토하는 일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율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킨다.

의사결정적 자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천

적인 상황 속에서 행하는 전문적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은 프로로. Gladwell(2008)

서 진정한 실행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약 만 시간 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 1 )

다 교직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간은 입직 이후 년가량 소요된다 만약 전. 8-10 .

문가로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오랜 시간 교직에 머무르게 하

는 유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시간에 수행되는 실행의 질도 중요한 조건.

이다 의사결정적 자본은 단순한 반복적 실행이 아닌 반성적 실행을 통해 획.

득된다. 반성적 실행은 과학적 증거의 확실성 또는 객관적 테스트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작용하는 직관과 통찰력에 의해서 생긴다(Schon, 1974).

에 의하면 반성적 실행은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행동하면서 반Schon(1974)

성하는 것 과 행동에 관한 반성 이 그(reflection in action) (reflection on action)

것이다 전자는 문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

즉석에서 해결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메타 분석적

역량이다 후자는 자신이 행동을 한 후에 그에 대해 반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성적 실행이 보다 체계화되면 현장 연구 로 발전한다 이와 같(Lewin, 1947) .

은 개념은 이미 교육학에서 탐구 혹은 교사의 탐구 로(inquiry) (teacher inquiry)

잘 알려져 있다 연구자 혹은 탐구자로서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

거들을 탐구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여 자신의 교수에 활용하고 실제적인 개선

에 반영해야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교사직 가르치는 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사결정적 자본은 전문적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 ’

으며 이러한 자본의 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교원 양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

교사 와 유사하다 교직이 갖는 불완전성 복잡성에 근거할 때 집단적인 반’ . , ,

성적 실행은 의사결정적 자본의 핵심이 된다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암시를 전하는 표준화된 시험 지나치게 구체화된 목표 부과 과부화된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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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학교 환경은 반성적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으로서 학교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직시하고 외부로부터 교,

직에 부여된 아젠다와 행동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와 사고를 지녀야 한다.

전문적 자본에서 의사결정적 자본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

다 또한 교사가 단순히 기술로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며 교직에 오래 머무. ,

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구성원들 간에 질.

높은 상호 작용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는 전문성 개념 중에서도 일반적인.

차원의 역량과 함께 전문직으로서 다른 직군과 차별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없,

는 구체적인 역량 개념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직에서 의사결정적 자본은 교사.

가 되어서 교직 사회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고유하게 축적해 갈 수 있는 고,

도로 전문적인 직관 판단력 의사결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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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적 자본 이론의 검토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이 

되는 원리를 도출하여 이론적인 검증을 시도한다. 이 작업은 전문적 자본 이

론의 적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판별하여 이

론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가늠하게 할 것이다. 검증의 방법은 전문적 자본 이

론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이론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

토하고,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해석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다. 이는 후속 장에서 논의될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이기도 하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

을 투자로 보는 관점이다. 교직을 투자로 보는 관점은 자본의 특성에 근거하

여 이 이론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로 자리하고 있으며, 저자들이 문

제 상황으로 판단하는 개혁의 현실에서 교직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이 작동하기 위한 

장(場)으로서 기능하며 필요조건으로 존재한다. 교직의 전문적 자본을 산출하

기 위해서 학교 및 교육 시스템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이론

의 주장에 따라, 전문적 자본 산출의 환경적 조건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협력적인 학교문화가 기본 바

탕이 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개인, 개인 간의 관계, 조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

는 힘이 문화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개혁을 위한 문화개조(reculturing)와 협

력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이

어지는 각각의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투자의 관점에서 본 교직

  교직을 보는 관점은 한 사회에서 교사가 자리하는 위치를 규정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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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직업 내적으로는 교사 및 교직 스스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직업 외적으로는 각종 교육관계자들이 교직을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고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서 교사와.

교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가치와 직결될 수 있고 교육의,

산출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할 때 한 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

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위한 교직에 관한 접근이다 이론의 관심.

사는 교사와 교직을 통해 학교를 개혁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 하

는 것이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육적 산출에 대하여 교직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을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본.

이라는 개념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검토하고 자본 활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를 하고자 한다.

가 자본 개념의 도입.

전문적 자본 이론에 등장한 은유로서 자본 은 교사와 교직 나아가 교육‘ ’ ,

체계 자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 공교육 체제에서 교사와 교직을.

전문적 자본 으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자본을 통해 우수한 수준의 교수‘ ’

를 산출하고 이 산출이 학생의 성취로 이어진다고 가정 한다 학생(teaching) , .

들의 우수한 성취를 산출물로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교육학의 학문적 흐름과 관련지어 오욱환 은 자본이라는 개념의 도입을(2013)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학의 핵심인 자본 개념의 도입으로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 , ,

넘치는 광장으로서 교육학의 영역은 시장으로 옮겨갔고 교육은 개인으로든 국가, ,

로든 수지를 맞추어야 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자본 개념의 도입으로 교육학은. ‘ ’

더 이상 바람직한 수식어를 사용하며 우아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의 생산력‘ ’ ,

과 사회경제적 보상효과는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오욱환( , 20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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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교직의 현실을 설명하

고 해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의 차용은

의미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자본의 공통적 특징과 달리 전문적 자본 이 갖는 고유한, ‘ ’

특성에 주목하면 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산출로 요구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질적으로는 밀도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문적 자본에서는 교사가 하는 일과 교직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직은 전문직이고 전문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관점은 기존의 교직관이 교직의 특성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

었던 문제를 해결한다 성직관은 교직의 역사상 필연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소.

명 의식 헌신과 사랑 봉사 정신 윤리적 행동 규범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였, , ,

다 황기우 그러나 가르치는 일에 요구되는 객관화된 지식과 기술이 넘( , 2005).

쳐나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을 탈전문화 시.

키고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노동직관은 교직을 범. ,

속직의 하나로 간주하여 교사를 단순한 직업인으로 전락시켰으며 정치적 의도

가 개입될 우려를 동반한다 황기우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 , 2005).

여지는 전문직관은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직관은 직업 사회 내에서.

직업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교직 내부의 권력 지향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

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그 직업.

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문직관은 교직 내에서의 규범,

적 지향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년대 이후 직업의 분화가 활발해 지면. 90

서 직업적 우위보다는 각각의 직업군 속에서 전문적 수준에 대한(professional)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성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Eraut, 2002) .

이처럼 각각의 교직관은 교직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제공하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관점은 교직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필.

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윤식 외( , 2007).

한편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인적 자본이 중요시 되면서 인간의 지적 능

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은 개인의.

능력 개발과 조직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고 구성원의 능력 개발에 대한 조직,

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은 경영학과 행정학에서(Young, 2007).

대두되어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조직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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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노종희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 2001)

못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상의 교직관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교,

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틀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frame) .

다른 분야의 시각을 교직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교사와 교직 고유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근거로 삼고 있어 교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문적 자본에 따르면 교사의 능력 과 헌신 을 두. , (capability) (commitment)

축으로 하여 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교직은 적당.

한 기준만 달성하면 되는 직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며 왜 그,

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교직관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교,

직에 대한 장기적이고 질 높은 투자의 근거와 방법을 자본의 관점에서 제시하

고 있다 전문직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역량 성직관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중. ,

심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직관의 핵심인 지위를 보장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교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

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본의 속성에 근거할 때 투자로서 교직을 보는 관점은,

교육적 산출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역.

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전반에서 정치 또는 경제와 달리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었으며 주로 도구적이거나 처방적 접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 .

한 사실은 교육 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김용( , 2012;

교육 체계에서 이와Ravitch, 2011; Shirley & Hargreaves, 2009; Tyack, 1995).

같은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서 교육과 이에 대한 투자,

를 교육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논리는 과거 인적자원개발의 관점 보

다 현실적으로 설득력 높은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직을 보는 시각을 투.

자로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여 교육의 가치를 높이려는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 경제학적 접근이 대두하면서 교육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설명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년 콜만 보. 1966

고서 이후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학교효과 연구들은 주(Coleman et al., 1966)

로 투입 산출의 모형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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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출 변수인 학생의 성취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대체로 투입으로 간주

하였다 이 관점에서 교사의 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양적 지표는 단. ,

순히 비용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만이.

투입이나 산출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 임천순 외 는 교직과 교육 현장에. (2011)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간과한 접근이라고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날 학교 개혁의 현실은 와, Hargreaves Fullan

의 경고처럼 교사와 교직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영 자본이 지배하고 있

다 그들은 특히 영 미권에서 두드러진 경영 자본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는데. · ,

이러한 접근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처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

용 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성과주의의 함정(2012) (Boyle, 2001, Ball,

재인용 에 빠져 경영 신비주의 를 초래한다2003: 215 ) (Sergiovanni, 1992: 3-4) .

경영적 신비주의에 의해 바라본 학교 개혁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비판받기도

한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right thing)

이 우선시 된다 학교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학교가 개선(do thing right) .

된 지표로 활용되며 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는 그가 좋은 교사임을 입,

증하는 자료와도 같다 교사가 취득한 연수 점수는 그가 다양하고 적절한 방식으.

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학생 지도 계획은 수립하기만 하면.

그 즉시 학생들 사이에 질서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Sergiovanni, 1992: 3-4)

가 제기한 이러한 식의 비판은 교육체제 외에 있는 사람들Sergiovanni(1992)

에게는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였다 이미 교육 현상에 침투한 시장 원리 자체.

를 부정하고 교육의 가치 지향성 규범성과 같은 고결한, , ‘ ’1) 논리에만 근거

하였기 때문에 교육 체계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투자자 들에게 설득력을‘ ’

얻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교사 교직 그리고 교수. , , (teaching)

의 특성에 맞는 투자의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전문적 자본의 저자들은 경영 자본의 관점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각종 국제비교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경험적

1) 이 표현은 오욱환 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견해에 근거(2013) ,
하여 쓰는 단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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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탕으로 교(Auguste et al., 2010; Darling-Hammond & Rothman, 2011)

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질 높은 투자가 학생의 산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국제비교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순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고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지원적 체,

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전문성 개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또한 이들이 주(Auguste et al., 2010; Darling-Hammond & Rothman, 2011).

목하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는 단기적 효율성이 아니라 인,

적 자원으로서 교사를 키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 효율성에 근거한 경영자본적 접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 자본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교직에 대한 투자를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전문적 자본은 교직 교사 교육의 규범적 가치와 본질을 존중하면서, ,

도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는 경제학적인 핵심 원리와 사회적 가치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던 과거

의 노력과도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가진 자본이 학Coleman .

생의 성취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전문적 자본과 학생의 성취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는 전문적 자본 과 학생의 성취 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규정하느냐에‘ ’ ‘ ’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본의 활용 주체에 관한 문제.

자본은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 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자본(agent) .

개념의 도입은 개인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경제학

적 가정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개념은 주류 사회학의 문제였던.

구조결정론 을 후퇴시키고 자유 선택 의지를 부각시켜 현상을(Coleman, 1988) , ,

역동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오욱환( , 2013).

이 때 투자자의 주체와 동기가 문제시된다 전문적 자본에서 투자자로 가정.

하고 있는 주체는 공교육 체제를 작동시키는 국가와 사회이다 교사와 교직.

또한 자본을 소유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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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 개인 보다는 전체로서 교직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를.

고용하고 길러내는 일이 교육이라는 산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책,

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공교육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가와 관련하여 교육이 갖는 효

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순수하게 개인 수. ,

준의 도구적인 측면과 함께 의도치 않은 긍정과 부정의 사회적 효과들을 내놓

는 측면을 갖는다 이재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의 중요성 정도와( , 2008).

달리 사회 전체에서 어느 정도 교육에 투자 해야 하고 그 투자가 어느 정도, ,

의 효과를 낳게 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노동경제학은 인적 자본에.

대하여 교육수준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이라는 전제를 한다 반면 정‘ ’ .≒ ≒

보경제학의 신호모형 은 학교 교육의 선별 기능에 초점을‘ (signalling model)’

맞춘다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인적 자본 제고의 효과를 입증(Spence, 1973).

하였다 한편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교육은 본인뿐(Temple, 2001).

아니라 주위 사람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외

부효과 혹은 넘침효과 가 존재하기도 한다( ) (Coleman, 1988; Sen, 1999; Wolfe &

Haverman, 2001).

사회적 회수율의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신호효과의 거품과 외부효,

과의 긍정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재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 , 2008).

이론에서는 투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

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론에서 전문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인적 자.

본 사회적 자본이 가진 부정적 논의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것으로 볼 때 전, ,

문적 자본의 산출은 개개인의 사적 성취가 갖는 효용을 강조하기보다 사회적

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성취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전문적 자본의 투자

주체는 직접적으로 학생이 될 수 있겠지만 학생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될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자본을.

획득하는 교사와 교직이 전문적 자본에 투자할 효용은 이들과 같은 수준의 필

요성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적 자본.

을 축적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행위는 가장 핵심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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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교사 개인의 효용에는 크게 주

목하지 않고 있다 물론 효용의 측면을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

되지 않는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전문적 자본에서는 후자에 보다 가치,

를 두고 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교사를 인격적 존재로 보고 자신의 교육 활. ,

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 자신이 택한 교.

직이 집단적 차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지위 또한 하나의 효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직 내에서 교사 개인이 추구해야할 효용의.

실체는 이 이론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회학과 여타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와Bourdieu Coleman

의 사회적 자본 논의에 따르면 모든 행위 유형은 행위자의 이해 실현, “

을 증가시킨다는 단일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actor’s realization of interests)

진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자기”(Coleman, 1990: 32).

만족을 위한 봉사 활동 공공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가 말하는 공감 의 도덕감Smith(1976) (sympathy), Rawls(1971, 1993)

과 같은 인간의 행위는 자본 개념의 논리로서는 설명하기 어(moral sensibility)

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행위 주체에 대한 가정은 비판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익 추구를 넘어선 교사 개인의 행위를 설.

명하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김아영 백병부 성열관( , 2012; · ,

오욱환 교사 효능감 자발적 동기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 등을2011; , 2005) , ,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하였고 교직에 대한 유인과 지속 요인을 탐색한 연구,

들은 직무만족 보수 다른 직업적 대안 등을 언급하였다, , (Connolly, 2000;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요인은 교사 개인적인Rosenholtz & Smylie, 1984).

배경과 인식에 관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전문적 자본은 교사 개개인의 주체성 보다는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수준에서의 전문성 개발 동기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즉 자본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본 활용의 주.

체가 자기 이해의 실현을 위해 움직인다는 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원리를

전제한다 하지만 전문적 자본 이론은 자본 활용의 주체로서 교사 개인의 주.

체성을 국가나 교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함으로써 자본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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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점이 부각될 수 없다면, 이 이론에

서 자본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유형의 자본이 교육과 관련성을 맺으면서 개인 간, 집단 간, 계층 간, 

국가 간 교육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 역시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된 정도뿐만 아니라 자본의 활용에 관한 논의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오욱환, 2013). 전문적 자본의 활용 주체는 교사 개인에서부터 교직, 

사회 및 국가 각각의 차원이 될 수 있다. Hargreaves와 Fullan은 전문적 자본 

활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논의에서 볼 때, 

교사 개인 보다는 교직, 사회 및 국가 차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본이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행위 주체의 동력(engine)을 부각시키

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자

본들의 범위와 개념, 그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문적 자본을 기존에 존

재하는 다른 자본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전문적 자본의 고유한 속성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Davies(2013)는 Professional Capital에 관한 서평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발달에 자본의 틀(frame)이 왜 유용한지 정당화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그는 전문적 자본 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라고 이해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 자본은 수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저자들의 

논지 속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책 제목의 전면에 ‘전문적 자본’을 내세운 

점, 전문적 자본의 산출이 학생의 성취로 연결된다는 가정, 교직에 대한 경영 

자본적 접근에 대항하여 전문적 자본을 주장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Davies(2013)의 해석을 부정한다.

  Hargreaves와 Fullan의 궁극적인 주장은 새롭게 시도한 전문적 자본의 개념

화와 이론의 정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에 존

재하고 있었던 논의로서 공동체 구축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 결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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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전문적 자본의 논의로 다음과 같이 연결시

켰다.

우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주장하는 것 자체로부터 전문적 자본 개발에 관한

논의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Hargreaves & Fullan, 2012: 132)

본 연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전문적 자본의 개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전문적 자본이 작동하는 장 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 .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전문적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문적 자본이 작동,

하는 장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전문적 자본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관계.

자본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다 자본 그 자체는 산출의 도구로 기능하되 가. ,

치의 방향성은 자본을 활용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인적 자본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교육을 바라보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재혁( , 2008),

사회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진 사회적 자본은 활용의 방향성에 따라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Fine, 2010; Fukuyama, 1999;

Fortes, 1988).

반면 전문적 자본에서 전문적 의 의미는 가치를 포함한다 교육은 가치‘ ’ .

를 지향하는 활동이고 규범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은 가치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요, , .

인들은 양과 질로서 설명되는 개념이지만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

그러나 흔히 전문직으로 대표되는 전문적 직업 집단은 전문직 윤리와 같이 그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특히 교직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실제 교육 현장,

에 적용하기 위한 활용성을 중시한다 구성원들이 행위 하는 실제와. (practices)

규범은 교직이라는 공동체가 수용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세 가지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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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년대 전문적 공동체 학습공동체 논의와 함께 급격90 ,

히 확장되었다 때때로 이러한 용어들은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었다 전문적 자. .

본은 공동체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두와 관련이 있다, , (Hargreaves

교직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 Fullan, 2012).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학교 개혁에서 핵심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Bryk, Camburn & Louis, 1999; Hord, 1997; Hughes et al., 2006; Louis &

이에 따라 공동체를 활용한 적용Marks, 1998; McLaughlin & Talbert, 2006).

방안이나 실천 지침에 관한 연구들(DuFour, Eaker, & Many, 2006; Foord &

이 다수 등장하였Haar, 2008; Hord & Sommers, 2008; Roberts & Pruitt, 2003)

다 심지어 미국의 은 교직원 인력개. National Staff Development Council(NSDC)

발 기준 의 하나로 학습공동체를 제시하(Standard for Staff Development, 2011)

면서 서경혜 학습공동체를 학교 개혁을 위한 외재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 2009),

도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크게,

가치의 공유 학습에 대한 강조 협력적 문화 형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

(Annenberg Institute, 2003; DuFour & Eaker, 1998; DuFour, 2004; Hord, 1997;

Louis, Mark, & Kruse, 1996; Stoll & Louis, 2007)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전문.

적 학습공동체는 집단적인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을 가질 수 있다(collectively) , .

와 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경험적 증Hargreaves Fullan

거로 제시하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

한다고 보았다 첫째 교육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Hargreaves & Fullan, 2012). ,

구성원끼리 교육적 실행에 헌신하도록 보살피는 안정적인 공동체 둘째 전문, ,

적이고 조직적인 학습과 탐구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헌신,

셋째 과학적이고 통계적 증거를 활용하고 집단적인 판단에 의해 가이드 될,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특징에 기초할 때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의 개념에 교육,

에 관한 가치 지향과 규범성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집.

단에 속한 개인의 역할과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내적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동체 논의가 구성원들의 규범을 확립하고 집단의 가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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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내포하면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내적기제로.

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집단적 규범과 가치는 이 사회적 자본에서Coleman

강조하는 자기이해 의 제재“ (interest) (sanction)”(Coleman, 1988: S102-108;

와 닿아 있다 콜만은 논의는 사회적 자본의 형1990: 269-289, 318-320 passim) .

성이 제재 강화와도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김상준 따( , 2004).

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교직에서의 규범을 확립

한다 다만 사회적 자본의 규제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될 수 있으나 전문적. , ,

학습공동체는 이를 전문가들의 신뢰와 헌신 가치 공유 증거에 기반을 둔 협, ,

력적인 의사결정 등을 통해 규범적 지향을 고차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일어나는 전문가적 판단과 의사결정은 전문적 자본에서의 의사결정적 자본

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적 자본이 이론적으로 새롭게 고안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 ,

학습공동체는 실제로 전문적 자본이 구현되는 경험적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

서 전문적 자본 이론의 실천적 가능성을 더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관련 연.

구들이 현실과 다른 이상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전문적 자본의 저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성공 사례,

를 증거로 들어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문적 공동체 속에서 교사들의.

발달은 주로 초보 교사와 경험 있는 교사 간의 학습 과정과 유사하다.

와 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Cochran-Smith Lytle(1999)

은 교사들은 서로가 자신들이 가진 이론과 실천적 지식에 대한 불일치를 깨닫

게 되고 기계적인 일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 .

의 연구를 끌어들이고 교수와 학습에 있어 당연시하던 것이 잘 드러날 수 있,

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와의 상호 작용과 생애 지속적.

발달에 초점을 둔 전문적 공동체 일원의 이미지를 설정한다(Darling-Hammond

특히 공동체를 통한 교사 발달은 가르치는 맥락과 전문적 맥락et al., 2007).

내에서 발달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실천을 위한 지.

식 실천 중의 지식 실천의 지식으로 구분된다, , (Cochran-Smith & Lytle, 1999).

교사는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수한 가르침,

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교사로서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비전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전문적 학습공동체 속에(Hammern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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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들은 자본으로서 설명되지 못하는 교직이 추구해야할 가치 비전 목표, ,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결과도 축적되고 있다 년대. 2000

이후부터 교직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김(

성천 이선숙 최병모 김정호 전희옥 한재영 외 교, 2007; , 2005; · · , 2005; , 2008),

사학습공동체에 관한 논의 서경혜 조부경 고경미 주영주 조은( , 2008; · , 2006; ·

아 최진영 송경오 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례 연구의, 2006; · , 2006) .

형태로 수행되었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공동체적 접근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의 가치,

지향적 성격을 보완하고 있으며 전문적 자본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역,

할을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하향식 교육 개혁의 노력과 함께 단위학교책.

임경영제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교직의 전문성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한 비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서경혜 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이해 없이 각종. (2009)

지침과 성급한 적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전문.

적 학습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개념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학교의 모습을 두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라고 이름 붙이는 예도 많이 있다‘ ’ .

또한 정책 입안자들과 행정가들은 학교 개혁을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서 단위

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관한 지침을 강요하기도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

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자각하며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본래 목적을 실제에서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 ’

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본질과 관계없이 이미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본질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가 명,

확하지 않은 것은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나 전문적 자본이 작동하는 장. ( )場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전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전문적 자본이 가장 잘 형성되고 축적되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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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수 있는 장 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및( ) .場
조직 수준에서 산출된 전문적 자본을 학생의 학습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점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속에서 어.

떤 과정으로 작동하는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검토,

하여 실천 가능성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전문가 집단,

의 일원이다 교직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원은 교육자들이며 이들은 교.

육에 관한 전문가임을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개별적 전문성은 존중.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은 왜 전문가이고 전문가 이어야 하는. ‘ ,

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들이 하는’ .

일 은 그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답하였다 가(teaching job) .

르치는 일을 잘 묘사하고 해석한 연구들 오욱환( , 2005; Lortie, 1975; Waller,

은 학생의 개별성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 다양성과 즉흥성에 기1932) , ·

초하여 가르치는 일이 매우 불확실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결함을 보완하는 처방적 성격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은 수준을 지향한

다는 점에서도 오욱환 조용기 전문성을 갖출 당위성이 충분하다( , 2005; , 2003) .

따라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교직의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그들이 당면한 과제로서 복잡하고 불확실한 일을 해결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을 포함한 학습의 필요성을 당연시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관계의 힘에 초점을 맞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물. .

론 모든 종류의 협력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온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지식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등장하고 발전되

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와 협력을 통한 학습은 새로운 학습관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학습에 관한 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지식의 수준에서 벗어

나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집단지성. ,

조직학습 학습조직과 같은 이론은 관계와 집단에서의 지식과 학습 방법에 관,

한 접근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과 는 학습은 공동체의 동일. Brown Duguid(2001)

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전문적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작업 실제와 규범성 또한 공동체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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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일한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학습은 지식의 경제.

적 가치뿐만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공유되는 규범의

습득도 강조 한다 이 때 지식은 공공성과 실제성을 포함한다 박선형. ( , 2004).

확장된 학습의 의미에 기초한다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적으로 핵심적인 작동 기제이

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전문적 자본이 작동할 수 있는 장으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은 인.

적 자본의 향상을 촉진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의사결정적 자본의 축적을.

돕는 동시에 의사결정적 자본의 부가물이기도 하다, (Hargreaves & Fullan,

201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근거하여 전문적 자본이 축적되고 학생의

학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와 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Hargreaves Fullan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론 자체가 갖는 한계이기

도 하다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학습과 집단 수준의 학습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형 은 조직학습. (2004)

과 실행공동체 이론으로 학습공동체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와 은 조직학습을 조직의 오류를 파악하여 수정하는Argyris Schon(1978, 1996)

과정으로 규정하였고 학습조직과 동일시한다 조직학습은 조직을 하나의 학습, .

자로 규정하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조직 수준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 한

다 조직학습은 개인의 학습이 상호 작용 속에서 확산되고 공유되어 공간적으.

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직학습이 반복적인 학습결과에 기반하여 미.

래적 시간적 인 학습능력을 획득할 때 학습조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선형( ) ( ,

개인 역시 학습이 습관화 될 때 학습인으로 규정된다 박광량 박2004). ( , 1996;

선형 조직학습이론은 교직에서 교사 개인의 학습과 집단으로서 학습과, 2004).

정의 연계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적 자본이 산출될 가능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의사결정적 자본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행공동체 이론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한다 실행공동체 이론은 생활 세계의 경험을 강조하는데. (Sternberg & Hovath,

전문가는 경험에 근거하여 보통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패턴 변칙적1995), ,

사건 상황 인지적 문제 자신의 한계 등을 지각한다 개별학습자, , (Kle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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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일이 일어나는 실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처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공동체 속에서 경험할 때 전문가의 전략적 사고 상황지각법을 학습할 수, ,

있다 전문가이자 학습자로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 활동 속에서 지(Klein, 2000).

속적으로 전문성을 획득하고 이 전문성은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고 순환한다, .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 조직은 조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때 조직 차원의 문제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공유되고 합의된 학생들에

게 필요한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적 자본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적 자본이,

학생들의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은 선행 연구에 비추어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과 로 부터 찾을 수 있다Pil Leana(2009) .

이 연구는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학1013

생들의 수학 성취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위계적선형모형 을 활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효과. (Hierarchical Linear Model)

를 구분하였는데 교사들의 인적 자본 개인이 속한 집단 수준의 사회적 자본,

은 학생들의 수학 점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에서는 가장 낮은 인적.

자본을 가진 교사 집단이 갖는 효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집단 차원에서는.

수평적인 강한 관계가 중요하였고 수직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자들과,

높은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들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교사들의 인적 자본과 집단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성취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교사들의 인적 자본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을 학력과.

경력 외에도 동일 학년에 대한 누적된 경험 해당 교과에 대한 교사의 지식적,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인적 자본을 단순히 형식적인 학력으로.

정의하였다면 이 연구에서 정의된 인적 자본의 개념은 연구 결과의 의미를,

더한다 나아가 전문적 자본의 요소인 의사결정적 자본과의 유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것이 학생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논

리적 추론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단위학교 수준 또는 한 집단 내에서의 전문적 자본은 위와 같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교직 사회 전체 교육체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네트. ,

워크 이론의 설명이 필요하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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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러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간의 연계와 확산을 설명하고 있다 전문.

적 자본의 순환과 투자를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집단 지역,

수준의 교육청 및 중앙 부처 등도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기능할 필요가 있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성공적 결과가 학교 차원을 넘어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바울 의 논의와 맥락을 함께한다 와 의(2011) . Darling-Hammond Rothman(2011)

결과 역시 국제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교육 시스템은 총체적인 차원에

서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학교 차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가 또 다른 집단과 다양한 연계를 시도할 때 전문적 자본의 작동에 힘을 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전문적 자본의 형성 축적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 ,

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실제.

로 일어나는 학습 과정과 산출되는 지식에 관하여 명확한 이론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례를 통해 파악할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학습조직. .

이론과 실행공동체 이론 및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정교화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자본이 어떤 관계로 작동하며 어떠,

한 과정을 거쳐 전문적 자본을 형성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적 자.

본의 형성 축적과 순환이 교사 개인 및 공동체 수준 나아가 교직 사회 교육, , ,

시스템 전체에서 작동하게 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학교문화3.

변화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변화의 동력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무. ‘

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은 학교 개혁의 실’

현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궁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화이,

다 문화의 변화가 따르지 않았을 때 개혁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고 문화가. ,

변화하였을 때 개혁은 성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화는 와. Hargreaves

의 연구물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수행한 연구들을 통Fullan .

해 학교조직을 상징적 관점에서 해석해 왔고 변화의 핵심으로 문화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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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였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문화의 형성과 밀접하다 개인은 신념과 기. .

대를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동시에 개인은 형성된 문화의 영향 아래 지배되기

도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전문적 자본을 작동하게 하는 본질적인 바탕으로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전제 한다 이 장의 절에서 설명한 전문적 자본의 개발. 2

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또한 기본적인 신뢰에 기초한 협력적 문화가 전제될 때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전문적 자본 개발을 위한 문화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이를 위한 방법적 접근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먼저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드러나는 학교문화의 속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일반적인 문화의 속성을 바탕으로 저자들의 생각하는 학교문화의.

속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 자본의 개발을 위해 주장하는 문화적 접.

근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전문적 자본의 개발을 위한 협력적.

문화를 살펴본다 협력적 문화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적 자본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가 학교문화의 속성.

문화에 관한 인식은 전문적 자본 이론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문화 자체에 관한 인식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학교문화와

교직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이르게 한다 궁극적으로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

문적 자본의 개발과 작동을 위한 근원으로서 협력적 문화의 힘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저자들이 포착하는 학교문화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년대 이후 학교조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대두하였다 문1990 (Bush, 2011).

화의 중요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과 맥락을 함께 한다 불확실성과 다.

양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한다.

이에 따라 절대성이 사라진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은 실존적 유동성에 직면하

게 된다 에 따르면 행위자는 시행착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 Bauman

체성을 스스로 구성해야 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되 명확한 지,

향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의 구성은 매 시점마다 현(Ritz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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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요소들의 해체와 새로운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불확.

실성 속에서 개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을 찾는다.

이 때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학습은 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문화.

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내재하면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과 은 경영에서 문. Morgan(1997) O'Neill(1994)

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은 문화적인 용어들 의 출. O'Neill ‘ (labels)’

현을 설명하면서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형성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O'Neill, 1994).

유사한 맥락에서 전문적 자본은 첫째 구성원들이 학교문화를 통해 체득하,

는 학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는 주체로 존재하는 행위자가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다 와 은 학교문화를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 특히 사람들이. Hargreaves Fullan “ ,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또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신념과

기대 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조직은 구성원의” (Fullan & Hargreaves, 1996: 37).

관계를 통해 형성한 문화의 일상성과 총체성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학교.

문화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교사의 사회화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

다 특히 공식적인 사회화 기제가 단단하지 못한 교직의 특성에 비추어. (Lortie,

학교문화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학교문1975), .

화의 학습성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많은 것이 해당 교사가 겪은 특정 경험과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정도는 노화는 무엇을 새롭게 배우는 문화적 과정이.

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을 해석하는 문화적 과정이다 착각을 하게 되, .

는 교사는 능력이 부족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이런 교사는 학교의.

관리와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받게 된 대우와.

체험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관리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 죽은 나무. “ ”

는 일반적으로 척박하고 영향이 결핍된 토양과 환경의 결과물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학교는 결국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교직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Fullan & Hargreaves, 1996/2006: 46-47)

둘째 학교문화는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되 변화의 속도는 더딘 편이다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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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는 공식적인 영역은 물론 비공식적인 모든 영역에 총체적으로 자리하며

일상성을 갖는다 문화는 전통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임의적인. “ , ,

것 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Hargreaves & Fullan, 2012: 103)

화를 지각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고 어려운 일이 된다 이는 문화의.

속성이 총체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것에 기인한다 이정선 또한 문화는 그( , 2007).

것이 작동하는 조건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Hargreaves & Fullan,

각각의 학교문화는 개별성을 갖는다 즉 총체성과 일상성과 더불어 문화2012) .

는 조직 단위에서는 개별성을 갖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의 변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

해 증명되었다(Angelides & Ainscow, 2000; Fuller & Clarke, 1994; Wartgow,

대부분의 학교 개혁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노력이 문화의 변2008).

화까지 이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 개인이 갖는 가치 신념 규. , ,

범이 공유된 조직적 의미로 융합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다양한 변화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각각의 학교는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개별성과 맥락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큰 틀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환경 내부에 존재한다 또한 개별 구성원들은 한 사회에 내재한 공동의 문화.

적 유산과 함께 서로 다른 개인적 역사와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을 통해 형성되고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문화이다, .

이와 같은 총체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문화의 변화 속도가 더딘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다 총체성과 일상성 개별성은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이고. ,

강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적 자본.

의 저자들이 학교 개혁을 위해 교사와 교직에 대한 절대적 목표나 방법으로서

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숙고와 반성적 실행을 강조하는 점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학교문화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전문적 자본에서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

성을 느끼는 측면과 변화의 실천을 위한 방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우선 변.

화의 필요성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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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믿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개방하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

신들의 문화와 그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영향은 전문적.

자본의 개발과 성인 및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자신의 것과 다르고.

때로는 자신의 것보다 더 효과적인 문화들과 다른 사람들에 노출되는 것이 이러

한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Hargreaves & Fullan, 2012: 103)

일상을 통해 문화를 접하는 개인은 특별한 자극이 없는 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기든스는 이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고도 표현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이미 친근하게 되어 버린 일상생활의“

타성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새롭게 바라볼 것 을 의”(Giddens, 2012)

미한다 문화의 변화는 외적으로 문화 전파나 문화 접변을 통해 자극을 받거.

나 새로운 자극에 대해 내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의식과 같은 동인에 의해 가,

능하다 이정선 이러한 점에서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교직의 특성은 변화( , 2007).

의 가능성을 낮춘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형성을 위해 개별 교사 및 교직 개. ,

별 학교 및 학교 체제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요하다.

다음 단계로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접근은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및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Hargreaves & Fullan, 2012).

와 가 문화의 변화를 인사 변화 과정 변화 구조 변화로Hofstede McCrae(2004) , ,

구분한 것과도 유사하다 전문적 자본에서는 문화를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

여 설명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학교문화의 내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형,

식에 의해서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는 문화의 본질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 ), ,

는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 문화의 형식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화의 형식( ) .

를 바꾸면 그 내용 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the form of a culture) (contents)

가 된다.

(Hargreaves & Fullan, 2012: 104)

어떤 신념을 가지는지 무엇을 믿는지와 같은 것은 문화의 본질로서 내용이,

될 수 있고 신념에 영향을 주는 또는 신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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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사례. (Good for all

는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유형study, 2009-2012) ,

역할 조직 구조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근본적인 변, .

혁 이란 구조와 경영 구성원의 행위 등 모든 분야의 질적인 변화를(transform) ,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주장 을(Waddell et al., 2004)

뒷받침한다 특히 고립적인 교직의 특성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신념에 의해서.

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급 단위로 지어진 학교의 건축 구조 단위, ,

시수로 짜인 수업의 진행 학년과 과목의 구분, (Fullan & Hargreaves, 1996;

과 같은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변화를Lortie, 1975 ;Tyack, 1995) .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개조 와 재구조화 가 함께 일어나(reculturing) (restructuring)

야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비공식적인 것에.

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는 요인을 사람이라고 보았

다 문화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는데 변화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요. ,

인은 사람이라고 보는 연구들 김영찬 은( , 1987; Beare et al., 1989; Nias, 1989)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 연구들은 문화 변화를 위해 주로 조직 지도자.

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문화의 변.

화를 위해 교사의 성찰적 행위와 교육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학교.

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교사 개개인과 교사 집단 교, ,

육 지도자들의 성찰적 능력과 의지와 더불어 문화의 형식을 바꾸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 지도자들은 문화 형성을 위해 밀고. ‘

당기는 적당한 정도의 자극 을 활용해야 하고 적절성을(push) (pull) (Nudge)’ ,

판단하고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또 다시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얻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의 작동은 초기의 움직임만 확보되면 스.

스로 작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력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

이 있다.

전문적 자본이론은 학교문화에 대한 기술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규범적 접

근 나아가 처방적 접근에까지 이르고 있다 학교 개혁에 대한 문화적 접근들, .

이 지나치게 처방적인 가운데 기술적 접근을 간과하였다면 전문(Lortie, 1975),

적 자본 이론은 교사와 교직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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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기술하고 변화를 위한 지향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에서 나타나는 학교문화에 관한 접근은 몇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순환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문화. , .

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성원의 변화가 결국 또 다시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는 것은 순환적인 과정이 된다 즉 구성원의 변화가 문화를 가져오고 문화의.

변화는 다시 구성원을 변화시킨다 이 순환 속에서 해석과 재해석이 일어나면.

서 변화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화를 위한 선후 관계나 상.

호 작용의 방향성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즉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

람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문화가 변한다는 것,

이 되므로 인과성의 차원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물론 순환적인 차원에.

서 변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어디까지를 문화의 범

주로 바라보고 문화에 의한 변화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진,

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접근은 의 지적처럼 지도자가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 Bush(2009)

게 특정 문화를 강요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은 이. Morgan(1997) ‘

데올로기 통제 과정 을 언급하면서 조작 의 위험성을 경고하였’ (manipulation)

다 문화적 접근은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경계하는 고안된 동료적 협력관계.

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자의 도(contrived collegiality) .

덕성을 강조하는 방안 과 구성원들의(Bush, 2009; Hargreaves & Fullan, 2012) ,

협력을 통한 집단적 투명성과 책임 을 제시하고는(Hargreaves & Fullan, 2012)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

치 선택에 대한 어려움과 위험성이 존재한다.

셋째 구성원으로서 교사 개인의 주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전문적 자본, .

이론은 학교조직의 변화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개별

성 보다는 집단으로서 교직의 특성을 강조한다 자본 의 개념은 이러한 접. ‘ ’

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효용을 강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학에

등장하였지만 전문적 자본 이론은 개인적으로 축적되는 자본(Coleman, 1999),

을 강조하기 보다는 집단적 자본의 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

서 문화라는 개념이 갖는 포괄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문화의 영향력을 지나

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 도 제기해 볼 수 있다(Fielding,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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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적 문화.

교직에 대한 전문적 자본의 접근은 협력적 문화를 필요로 한다 협력적 문.

화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력적 문화는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위해 가장 밑바탕에 자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협력적 문화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문화는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학습은. , .

교직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특성이다 교직은 특유의 불확실성 김도기 이정화. ( · ,

2008; Darling-Hammond et al., 2007; Hargreaves & Fullan, 1995; Lortie, 1975;

을 가지며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교육Waller, 1965) , .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지

속적인 학습을 통해 끊임없는 전문성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연구.

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에 따르면 협력적 학교에서는 불. Rosenholtz(1989)

확실성이 감소한다고 보았고 과 은 교사 간 협력이 교사의, Ashton Webb(1986)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자야효능감과 자신감 증대시켜 교육활동에 대한 헌신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즉 협력적 문화를 가진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학습.

을 위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오욱환은 교사들이 동료 교. (2005)

사 교장 학부모 교육학자와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 , ,

교사들이 스스로 고립되고 상호 작용의 대상이 학생들로 제한됨으로써 성인으

로서 갖추어야할 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Waller(1932,

역시 교사들은 다른 성인과의 교류가 제한됨으로서 관점까지도 제한된1965)

다고 보았다 즉 협력적 문화는 지적 자극과 도전의 결여를 통해 나타나는 자.

만이나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 문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교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에 요구되는 목표는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 김(

승정 외 특히 수업은 도덕적 기예 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2013). (a moral craft)

이는 각각의 교사들이 가치와 관련된 목적의식을(Fullan & Hargreav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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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학교조직의.

목표는 개별 교사 및 하위 집단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는데 이 때 협력적 문,

화가 정착된 학교는 목표에 대한 가치의 합의를 이끌어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다.

교사의 목적의식이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

는 목적의식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중요하게 여겨지지, ,

않거나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교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목.

적의식을 명료화시켜 세련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나 요구

를 받은 적이 없다 교직이 고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대부분 목. ,

적의식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명하게 개발시,

키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Hargreaves & Fullan, 2012: 35)

학습의 지속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협력은 고립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협력에도 층위가 존재한다 전문적 자본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 현.

장을 대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교문화의 모습을 기

술하고 이들을 유형화 하였다 면밀한 관찰에 근거한 경험적 접근을 통해 이.

들은 협력적인 문화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유형의 협력적 문화에서는 전문적 자본의 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적 자본

에 관한 관심을 합성해 낸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와 피상적인 협력은 전문.

적 자본을 개발하고 순환시킬 가능성을 약화시킨다(Hargreaves & Fullan,

년대 들어 동료 간 협력은 최우선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2012). 90 (Fullan &

강력한 협력은 변화를 리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실제Hargreaves, 1996).

로 이러한 학교는 여전히 소수 라는(Joyce & Showers, 1988; Rosenholtz, 1989)

점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협력적 문화는 전문적 학습공동

체에서 나타나는 전문적 협력 문화이다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가.

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은 교육 활동 그 자체의 목표와 과정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상호 작용을 거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강한 협력.

과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공존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관계.

에 대한 신뢰는 물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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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를 각각의 차

원에서 추론해 보자면 관계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 개인들이 가진 개별성을,

표출하는데 대한 존중과 건설적인 비판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한 권위나 강요된 힘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협력 문화가 형성되기란 쉽지 않다 흔히들 협.

력적 문화라고 불리는 학교에서도 집단사고 고안된 동료적 협(group thinking),

력관계 과 같은 문제를 통해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contrived collegiality)

성 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단사고는 개별성을 침작시킴으(Storr, 1988) .

로 인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저해하고 규범적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고안된 동료적 협력관계 는 절대적 권위가 사라진. (contrived collegiality)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교묘한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 (

바울 이러한 위험이 작동할 경우 교사들은 협력 속에서도 소외를 겪게, 2012).

되는데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소외로 인해 교사들 그 자신,

은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성취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배

제되어 버린다 특히 표준화된 수행 지표 평가 방(Hargreaves & Shirley, 2006). ,

법과 결과 지표 통계치에 대한 과대한 의존과 같은 경영자본적 접근은 이러,

한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반세기 전 이 우려한 바대로 인. Callahan(1964)

간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교에서 조차 소외가 제도화 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화에 대한.

고찰은 섬세하고 깊이가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협력적 문화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 .

자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핀라드 싱가폴과 같은,

국가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 행하게 될 일을 함께 계획하는 것은 계획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포함하고 집단적 책임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경영자본적 접근에서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는 교직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결과에 대한 개별적 책임만을 강요 한다 나아가 기준을 벗어나 더 나아, .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 교사들은 협력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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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오히려 협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협력적 문화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하는 일을 분업화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일상,

적으로 수행하는 교실 수업과 관련된 일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연계시키

도록 하고 이러한 활동이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협력적 문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도적 장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저자들은 조정된 협력 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 (arranged collegiality)’ ,

통제가 아닌 촉진의 방법으로 협력적 문화는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로.

학교에서는 교장이 촉진자가 된다 교장의 리더십과 문화의 관계를 탐색한 연.

구들은 협동적 학교를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장에게 달려있음을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리(Fullan, 1991; Leithwood & Jantzi, 1990; Nias et al., 1989).

더십은 다른 이들이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지원하

고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적 문화가, .

뿌리 내리면 촉진자로서 학교 조직을 조정 하는 교장은 필요 없게 된(arrange)

다 그러나 촉진자로서 교장은 협력적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의 민감성과.

통제와 자율을 부여하는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용어로 절대성과 무제한적 선택의 중간에 자

리하는 너지 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nudge)’ .

전문적 자본에서는 협력적 문화의 스펙트럼을 다양한 사례들에 근거하여 기

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교문화 연구들이 문화의 유형을 단순히 구분하거.

나 학교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을 맹목적인 지향으로 제시하는데 그침으,

로써 협력적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획일화하고 문화의 유동성이 가질 수 있,

는 권력적 속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넘어선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문적.

협력이 일어나는 학교문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협력을 위협,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협력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를 유,

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문적 자본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

서 이론의 총체성과 더불어 실천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말처럼 협력적 문화는 많은 시간 배려 민감성, ,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구성원들의 성찰과 더불어 반.

성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인 빠른 변화에 대

비하여 학교조직이 얼마나 인내를 가질 수 있을지는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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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과 직결된다.

한편 개념적 명료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협동의 차이는 전.

문적 자본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협력적 문화의 층위를 개념화하.

는 방법에 있어서 저자들은 경험적 사례들의 집합에 근거하여 귀납적 방식으

로 접근하였다 소국분할주의 고안된 동료적 협력 관계. ‘ (balkanization)’, ‘

조정된 협력(contrived collegiality)’, ‘ (arranged collegiality)’2)과 같은 개념

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험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현실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집합된 사례를 벗어나 일반적인 차원에,

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경.

험적 차원에서 나아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협력 이라고. ‘ ’

했을 때 그 협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의 협력적 문화의 유형은 어떠한,

잣대로서 구분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

2) 각각의 개념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연구자들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진동섭 출간예정 의 견해에 근거하여 용어를 채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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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 및 한계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전문적 자본 이론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론의 의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전문적 자본 이론이 설.

명하지 못하는 것과 이론 자체의 내재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계를 제시하고

자 한다 나아가 한국 상황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 .

작업을 통해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가치를 규명하고 한계를 지적하여 향후 이론

의 발전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의의1.

이 절에서는 학교 개혁의 관점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이 갖는 의의를 도출하

였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반이론.

으로서 역할을 하고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학교 개혁에

대한 실천적 지향을 더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지는 각 항에서 이러한 의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 개혁의 일반이론.

전문적 자본은 학교 개혁을 거시와 미시적 차원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조

망할 수 있는 일반이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때 일반이론의 범주는 학교 개.

혁에서 교직과 관련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위한 교사와 교직에 관한 접근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교사의 개.

인적 특징에서부터 교사를 키우는 전반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범주를 확장하

여 하나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교사 개인 수준에서부터 학교조직 또는 한 사회

에 속하는 교직 전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유기적인 설명력을 갖,

고 있다 이 개념은 교사 및 교직 학교조직을 포함한 학교 개혁에 관한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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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학교 개혁의 현상을 포

괄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이다 전문적 자본을 구성하는 인적 자.

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은 교사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 수준, , ,

나아가 교직 전체의 수준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개인과 구조.

를 연결하는 자본 개념의 특성에 의해 가능하다.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위하여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5Cs(capability,

는 전문직으로서 교사를 키워가는commitment, community, context, culture)’

방법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전문적 자본은 능력 과 헌신. (capability)

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시에 학교조직이라는 공동체 의(commitment) (community)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맥락 과 문화, (context)

라고 설명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실행 차원의 접근에서 문제의 배(culture) .

경에 자리한 개별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혁을 위한 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맥락에서부터 좁게는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의사결정에 이

르기까지 각각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적 자본을 지원하는 가.

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는 사회 문화라는 교육 체계 외부에서 부터 학교

내부에 이르기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전문적 자본 형성을 위한 협력적인 문화,

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의 개념은 사회 문화라는 광의의 차원에.

서부터 학교문화 및 교사문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성과 일상성을 전제한다 따.

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사용하는 문화 개념 또한 교사 개인 수준에서부터

학교조직 및 학교 외부의 환경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 전문성 개발과 교직의 발달이 학교조직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

하고 있다 학교 개혁에 관한 기존의 접근들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위에.

서 나타나는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에 대한 교직에 관한 접근으로

유기적인 총체성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이론의 이용 가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증대된다 송인하 이러한 점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총( , 2013).

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

던 전문적 자본이라는 시각으로 학교 개혁의 전반적인 현실을 검토하고 앞으



- 78 -

로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가정과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하

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인간관계 이론에서부터 대두되어 최근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 활동은.

변화를 전제하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직에서의 전문성 개발은

교직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도 그 요구가 상당하다 직업 내적으로는 교직에.

입직한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들의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와,

관련이 된다 외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식의 증대와 다양성이 확장되.

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다 이 때 요구되는 전문성은 특.

정 직업의 정체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전문성과 동시에 직업 사회라는 포괄적,

인 범위에서 전문직으로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성을 함께 포함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한다면 전문적 자본 이론은 첫째 교사 개인 차원에,

서 볼 때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획득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둘째 가르치는 일 의 불확실성과 맥락을 밝. , (teaching job)

힘으로써 교직의 전문성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전문직성을 갖는 다른 직업적 특성과 교직의 공통점을 통해,

사회적으로 교직이 대우받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교직에서 필요.

한 전문성은 단순히 개인이 획득한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에서처럼 직업 집단 내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길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교사는 직업적 수행을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개발한다.

는 것인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념이 의사결정적 자본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결국 교직이 가진 전문적 행위의 질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교사들의 전문성 자체를 내

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교사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소경희 이러( , 2003).

한 접근은 대부분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행하는 개인적 차원의 행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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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초점을 두었고 김병찬 그 결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법은 대체( , 2013),

로 교사 양성 단계와 현직 교육 단계에서 개인적인 처방으로 제시되었다 최.

근에는 학습공동체와 같은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에 관심이 증가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준에서 이를 지원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존의 주된 접근은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

적 받는 교직의 고립적인 문화를 탈피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한편 기존의 접근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정책적 접근과 함께 각

종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 투입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접근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기초하여 외재적인 보상을 가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다 그 결과 교사를 키운다 는 시각 보다는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 에. ‘ ’ ‘ ’

초점을 맞추었고 실제로 학교 개혁의 여러 접근들이 교직에 대한 지원을 비,

용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시험 점수만 잘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자격이나 면허와 관계없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즉각

적인 성취를 달성하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의가

영 미권에서는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공교육 체계에서도 학교에· .

대한 서열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학교의 서열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교사들,

의 질도 달라졌다 궁극적으로 이에 따른 결과는 학교에 대한(Ravitch, 2011).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과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와 순환의 관점을 제시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 더욱 공고.

히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성은 개인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

문에 집단적 책임이 동반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교사는 단순히 그 개인.

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학교 교직 사회 전체 이를 지원, ,

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교직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단순히 빠른 시간에 습득되거나 타고난 능

력으로서 내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에서 수행하듯이 맥락을 고려한 복,

잡하고 즉각적인 판단 능력을 통해 길러지므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이 필요

하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직에 오래 머무르도록 해야.

하며 각자의 능력은 관계 속에서 더욱 확대된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 투자는 개개인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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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 교육체계라는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요,

구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문성 개발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근시안적 결과. ,

만 보는 단기적 접근 전문적 능력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 정의에서 벗어나 장,

기적이고 집단적인 책임 고도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의 관점,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관점은 비단 교직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직을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다 실천적 지향 제시.

학교 개혁 연구는 학교 개혁이라는 실재하는 현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

천성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대부분의 학교 개혁 연구들은 개혁의 실천에 관.

한 경험적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개혁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

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단편적인 교육 개혁의 장면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

출하고 있는데 이 때 문제 상황이 자리한 각각의 맥락이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합치된 결론을 이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 차원에.

서 불합치 된 결론이 개혁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적

용되고 또 다시 다른 연구의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전문적 자본 이론은 대부분의 학교 개혁 연구들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실제

적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인 접근을 취한다 그러나 전문적 자본 이론.

은 저자들이 년 넘게 수행한 학교 개혁의 다양한 사례와 오랫동안 축적된20 ,

학교 개혁 연구물 그 밖에 변화와 관련된 다른 분야의 방대한 이론과 문헌을,

통해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적절한 기술 과 진단에 이어 처방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지침을 제공(describe)

한다.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교육체제를 잠식한 시,

장 원리를 직시하고 현 상황에서 교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투자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교육 체계의 개방성에 따라 사회 전반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교육체계 내부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만을,

주장해서는 개혁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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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본 이론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자본적 접근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으로 전문적 자본의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직에.

대한 투자의 시각을 이끌어 내고자 한 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실천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전문적 자본의 작동을 위한 각 층위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맥락성에 대한 강조이다 모든 학교조. .

직과 그가 속한 사회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강력하고 절대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저자들.

은 전문적 자본이라는 접근 그 자체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천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맥락과 조건을

섬세하게 살핀다 이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향.

점을 찾을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인데 이를 간과,

할 경우 학교 개혁의 실천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풍부한 경험적 사례와 다양한 이

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저자들이 이론의 실천성.

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개혁에 대한 경.

험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개혁의 주체인 독자들의 판단과 성찰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자본 이론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교사 교장. ,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상세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

를 더하고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한계2.

이 절에서는 학교 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적 자본 이론이 갖는 한계를

도출한다 이론으로서 전문적 자본의 개념과 원리의 정교성 학교 개혁에서 중. ,

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사의 주체성 학교 개혁이 추구하는 변화의 지향에,

관하여 전문적 자본의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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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과 원리의 정교성.

이론은 개념과 진술로 구성되는데 진술은 기본 원리와 이끌어지는 진술로,

구분된다 이 때 개념과 기본 원리는 임의성을 가질 수 있다 최무영 이. ( , 2008).

론은 연구자의 생각에 의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되는데 이 때 임,

의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혼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도 개념과 원리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에 따르면 전. Hargreaves(2013) ,

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고안하는 과정은 교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인적 자

본 개념을 전제하고 인적 자본 개발에 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에 주목하,

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날 산출물로서 의사결정적 자.

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낸 다음 이 세 가지 자본들의 조합을 전문적

자본이라 칭하였다 즉 이미 학계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자본 개념. ,

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만들어 냈다.

학문적으로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공통된

개념의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자들이 정의하기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

라질 수 있다 전문적 자본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적 자본 개념과 사회적 자본.

개념은 사회학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인데 학문적으로 논,

의가 축적됨에 따라 이 개념들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범위가 방대한 실정이

다 실제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념적.

활용에 있어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차용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어느 학자의 개념에 근거하는지 범위를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 두.

개념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자들은 전문적 자본 이론에 근거한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념에 대하여 공통적인 속성들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전문적 자본 이론의 특,

수성에 근거하여 개념의 범위를 좁히거나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사결정적 자본은 저자들이 새롭게 고안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

념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3) 좋은 예로 오욱환 은 사회자본의 범위를 콜만의 논의로 한정하고 그 이유를 밝(2013)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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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적 자본은 전문가 집단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능력에 기초하여 경험적

증거로서만 정의되고 있을 뿐 학문적으로 정확한 정의와 구성 요인을 구체적,

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자본 개념 역시 세 가지 자본의 결합.

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구성 요인들의 개념적 모호성에 따라 전문적 자본 개,

념 역시 이론적으로 완결성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한편 개념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저자들의 시각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

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는 전문적 자본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와 더불어.

로 명명하는 능력 경력 헌신 맥락‘5Cs’ (capability), (career), (commitment),

공동체 문화 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과 전(context), (community), (culture)

문적 자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들은 이론적이고 경험적.

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고 있다 특히 전문적 자본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는 인적 자본이 반.

드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하지는 않으며 대신 사회적 자본은 필연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부산물이자 필요조건이라는 것 등 세 가지 자본의 관계가 전문적 자본 이론

전반에 산발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지만 저자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

다 또한 전문적 자본이 각각의 다른 영향 요인들과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 힘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개념 간의 위계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하는, ,

원리를 전면에 밝히고 있지 않아 본 연구는 이들 관계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

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에 관한 저자들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내적인 정교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시로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컨설팅 이론은 등장에서부터 이

론적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관련 개념 원리 과업과 더불어, , ,

실천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으로 치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진동섭 진동섭( , 2003;

외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이론에 대하여 학문적인 담론을 이끌게 하고, 2008).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제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전문적 자본 이론 역시 이론.

의 의의를 더하고 후속되는 학문적 담론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론에 속한 개념

과 개념 간의 관계를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고 규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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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개인의 주체성.

학교 개혁을 위해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은 교사의 영향력과 주체성

을 크게 평가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 진동섭 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지원의 대상 이라는 의미”( , 2003) . ‘ ’

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개혁의 대상 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벗. ‘ ’

어나 적극성을 띠고는 있지만 교사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 으로 본다, ‘ ’

는 점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의 관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그려지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는.

교실 안에서는 교육 활동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 있지만,

학교가 기능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일선관료(Lipsky,

라는 현실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2010) .

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사의 유형을 희생자 대응자 촉진자로Hargreaves(2011) , ,

구분하였다 희생자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표준화된 해결책으로 교육에 대.

한 상승된 기대를 만족시키도록 요구받는다 대응자는 지식사회와 지식사회에.

의한 안전 및 공공 생활의 위협에 맞서 대응하는 유형이다 촉진자는 지식사.

회의 모든 기회와 번영의 촉진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

사회를 이끌어갈 교사는 변화를 위한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교사 개인은 이러한 촉진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어려

움을 갖고 있다 교사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학교. ,

는 교육기관이면서도 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장은 물론 상위 교육.

기관인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을 피해갈 수 없다 나아가 학교는 각종 이해관.

계가 얽힌 지역 사회 네트워크에서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교사들은 여전히 교실 내부의 고립된 자율에만 의존하여 전문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이 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교직

전체의 힘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집단이 갖는 집단적 책임과 자율성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교직에서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

교조직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의 노력과 교육지원청 및 국가 차원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하면 집단적 노력의 산물로서 교사 개인. ,

의 전문성이 신장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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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은 교사와 교직이 현실적으로 처한 환경을 잘 드러내고 개혁의,

실천적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의 주체성은 상대적으로 무.

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본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효용을 강조하고 있고. ,

전문적 자본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인적 자본 역시 위치재적인 성격을 가진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 상향평준화된 교직의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논리는 모순이 존재한다 물론 이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교직의 특. ,

성상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학교조직 역시 느슨한 결합으로 공동체적,

속성이 지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 개인의 효용이 부각되기 어려

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 의 원리가 가정하는 이익 추구자로서 인. ‘ ’

간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전문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논리가 더 강력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촉진자로서 교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사 개개

인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교사 개인이 리더의 자극에 의해 동료 교사들에 의. ,

해 또는 외부의 지원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상당 부분 존재하,

겠지만 한편으로 교사 개인은 개혁을 주도하고 실천하기 위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교사가 실제적인 교육 활동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재량권과 자율권은 상당하다 김승정 외 이러한 측( , 2013; Lipsky, 2010).

면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 개인 수준에서 개혁이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들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 변화의 지향점.

전문적 자본 이론은 변화의 지향과 관련하여 개인의 가치 판단 노력을 강조

하고 있을 뿐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하였

다 전문적 자본 그 자체의 지향은 확고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달. .

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지향점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 전문적 자본.

이 모든 학교 모든 교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때 이를 통해 달, ,

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모습과 지향해야 할 가치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모.

든 학생들의 성취 모든 교사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문성 획득의 정도가 자본으로 여겨지는 지식기반 사회에,

서 전문적 자본 역시 위치재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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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찾기 어렵다.

변화가 추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의 혼란을 가

져온다는 위험이 있다 이는 기존 학교 개혁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교 개혁 연구들은 변화 자체를 진보로 규.

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자체를 개혁의 목표로 규정하였다.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문제는 변화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어떻게 미치

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준별 수업을 가정한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더욱 우수한,

동료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동료효과를 잃게 된다 학.

교체제 전체에서 보았을 때 순효과 는 영합 이 될 수 있다 이(net effect) (zero) .

처럼 모든 정책들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또는 계층에게 다 좋을 수는 없

다 학교 개혁도 마찬가지 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극소수의 천. .

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

의 학생들에게는 한국 교육시스템이 줄 수 있는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변화란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에 따라 가치가 달,

라진다 따라서 학교 개혁의 접근을 제시할 때에는 어떤 가치를 어느 차원에.

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득권층 또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 자본에서 변화의 지향점을 만들어 가는 동력은 개개인의 성찰과 반

성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전문적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내용보다, .

성찰과 판단의 자세를 강조하는 접근은 의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Hargreaves

는 변증법적 접근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접근은. Professional Capital에서 명시

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의 다른 연구들Hargreaves (Hargreaves, 2003;

을 통해 추측해 볼 때Hargreaves & Shirley, 2009) 4) 그가 생각하는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에게 영향을 미친 은Hargreaves Bauman(2000) 5) 절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4)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의 공저자 중 저자인 의 사상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1 Hargreaves .
5) 이 사실은 정바울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가 사(2012) . Bauman Hargreaves

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의 리즈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사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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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를 지나 오늘날의 개인은 양가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본다 다양성과.

모순이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선택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넘치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한다 개별화.

는 역사적으로 인간을 속박해 온 정치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individuation) ,

자유 획득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결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지나치게 많은 자유와 책임을 요구 받게 되었고 혼란을 겪으면서 고립과 고,

독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를 도피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Fromm, 1994.).

로 개인은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거나 공동체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립된 고독을 벗어나고자 한다 에 따르면 인간은 권위. Fromm(1994)

주의 파괴성 자동인형적 순응으로 대응한다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미묘하면, , .

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자동인형적 순응인데 이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문화적 유형이 제시하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들과 같아짐으로 인해 고독과 불안을 떨쳐버리,

는 대신 자아를 상실한다.

전문적 자본 이론 역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경계한다 절대.

적이고 확신에 찬 지향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양가성으로.

진단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어울리는 접근일 수는 있다 해결책은 현실.

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가성이.

공존하는 변증법적 접근은 논리를 전개시키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본 이라는 개념의 위험성은. ‘ ’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오늘날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역.

시 그 기원은 경제학적 자본에 대항하는 또 다른 자본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였

지만 경제학적 자본의 논리 속에서 평가받기도 한다 자본이라는 개념의 차용, .

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 간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영역이 경제학적 논리로 잠식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는 없다6) 전문적 자본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적. .

자본 이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자들,

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 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6) 이는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면담 에서 신정철 교수가 제시한 견해에(2013. 12. 19)
착안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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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에의 시사점3.

전문적 자본 이론은 영 미권의 교육 개혁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론이다 근대적 교육체제 수립 이후 학교 개혁의 역사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 ,

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년대부터 대대적으. 1980

로 강조된 국가 수준에서의 개혁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번졌고 우리나라의,

개혁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주도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년대 신자. 90

유주의 교육 개혁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 개혁은 오늘날까지도 우5·31

리나라 학교 개혁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영 미권의 학교 개혁은 그들의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

히려 랭킹 상위에 속한 한국을 핀란드 및 온타리오 주 와 함께 언급하PISA ( )州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절은 한국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 자본 이.

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전문적 자본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저자들의 언급처럼 모든 국가와 사회가 지닌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

에서 교육 활동이 이해될 필요가 있지만 국제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 학,

생들의 성취도와 교육체제는 특정 합의된 지표 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

다 반면 국내의 교육 관계자들 특히 연구자들과 교육(Mourshed, et al., 2010). ,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곤 하였다 김기석 한 국가 내의 관점인지 또는 외부의 관점이지에( , 2012). ,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에 착안하여 전문적 자본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교직의 전문적 자본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

으나 운영과 실행 전반에 있어서 관료적 특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은, .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그 결과 중,

앙 집권적 공교육 체제의 기틀을 유지해 왔다 중등학교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편이나 이는 설립 당시 정부 재원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던 취,

지였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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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다른 여타 국가들처럼 크지 않다 국가, .

주도의 공교육 체제는 학교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적 여

건 마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즉 모든 학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

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직에 대한 접근은 국가 주도로 그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양성,

기관 설립과 운영에서부터 교원의 임용 교원의 신분 유지에 이르기까지 총체,

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수한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

가를 제공하였다 특히 국가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과 적정 수준의 보수는.

양성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른 국가들.

과 달리 최근 한국의 교사들은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대체로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교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고 우수한 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균등한 수준이다(Akiba et al.,

학비에 따라 거주지의 세금 정도에 따라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2007). ,

회가 달라지거나 학교 교육의 질이 급격히 차이 나는 국가들의 교육체제와 크

게 다르다.

한국은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잘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안정적으로 교직에 머무르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

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유리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오랜 경험을 쌓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적 자본의 형성에도 유리하다 또한 학교조직 내에서.

는 공인된 전문가로서 교사를 동료로 맞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획득을 위

한 유인가가 훨씬 큰 편이다 따라서 전문적 자본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는 관료적 특성이 전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기관으로서 학교는 교육행정기관의 역.

할을 수행한다 학교조직은 상당한 정도의 관료성을 요구하며 교사의 직무는. ,

교육 활동 외에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 때 관료성과 전문성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조절해 가느냐 하는 것이 전문적 자본 축적을 위

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및 학교단위 성과급제과. ,

같은 인사 제도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되었던 일제고사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재정 배분과 같은 외재적 보상은 학교조직과 교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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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체제 속에 전문적 자본의 자생적 발전력을

저해한다.

전문적 자본은 한국 상황에서 볼 때 새로운 개혁의 접근은 아닐 수 있다.

한국은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영 자본적 접근의 교육시스템과는 달리

전문적 자본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시

스템으로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

수성을 간과해 왔고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해 전통적으로 지키고자 하였던,

교육적 가치를 많이 상실하기도 하였다 교직에 대해서도 헌신을 강조하는 성.

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은 사회적 시각에서는 여전히 대립되거나 배타적인, ,

관점이기도 하다.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교육체계의 강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기존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

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강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

적이고 학문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현상은 주목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적 자본은 경영 자본에 대항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전문적 자본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교육체제의 강점

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한국의 학교와 교직의 현.

실을 다시 진단하고 우리가 가진 전문적 자본을 발견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

워갈 수 있는 지원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교직의 전문성 개발.

과거에 비해 명예퇴직으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은 늘어나고 있다 년. 2010

명 년 명 년 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명예퇴직의3548 , 2011 3818 , 2012 4743 .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교원의 응답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 이‘ ’

로 가장 많았다 장대석 급격한 사회 변화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94.9% ( , 2012).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직의 전문성 또한 그 층위가 다양해졌다 명예퇴직으, .

로 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즉각적인 전문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낮은 교사들과 교직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가 높고 오,

랜 시간 축적된 전문성도 있으나 자신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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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는 교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교직의 전문적 자본의 형성.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후자의 부류들이 교직을 떠나는 예가 많다면 해당 학

교는 물론 교직 전체에도 손실이 된다.

전문적 자본의 추구를 위해서 교직의 전문성 개발의 노력은 고차원적인 방

법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직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행하는 노력은 우수한 교육체제들 속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함의 정도에 따라 전문성 개발의 질적 차(Mourshed, et al., 2010).

이가 있다 학교 개혁의 단계를 고려할 때 교육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최상위 등급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체제로 평가 받은 국가일수록 교사와

학교의 자체 평가와 동료 간의 협업이 전문성 개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문가적 상호 작용을 높이(Mourshed, et al., 2010).

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켜 전문가로서 교사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위한 내,

적 기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관료제적 접근에서 외적인 평가와 통제가.

무의미해지도록 할 것이다.

한국에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각종 교과 연구회를

비롯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학교컨설팅‘ ’, ‘

연구회 와 같은 단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교사들의 공동체가 존’

재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교류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

육체제 전체의 전문적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현재의 평가 지표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

가로서 자부심과 헌신할 가능성이 높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때 가장 큰 좌절을 느낀다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Hargreaves & Fullan, 2012).

단순한 자기만족으로 개인의 내부에 고립되어 머무를 때 우리는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교류되. ,

며 나아가 총체적 시스템 내에 자리할 수 있을 때 전문적 자본은 더 풍부해,

질 것이다.

학교와 관련된 행정체제는 관료적 위계를 통해 교사를 통제하고자 하기 보

다는 이들을 주체적 전문가로 인식하고 전문적 자본의 축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성과 기반 정책은 능력과 헌신 모두 보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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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에 속하는 교사들로 평준화시키기에는 유리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들의 성취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축적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 상황은 우수한 인적 자본을.

현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전문가로 키워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전문적 자본의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

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료적 위계를 구축하고 있는 각종 교육체제들은 전.

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료적 제재의 수단으로 교사 개개인을 통제하.

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 이들을 대우할 때 교직의 전문적 자본은 더

욱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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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전문적 자본 이론은 학교 개혁을 위한 교직에 관한 접근이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이어져 온 기존의 학교 개혁은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학교 개혁 자체.

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문적 자본 이론은 새로운 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은 영 미권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

주의적 학교 개혁 접근에 대항하는 관점으로 등장하였다 전문적 자본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교직에서는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고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다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적 자본으로. , ,

구성되는데 각 자본에 대한 집단적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접근방.

법은 교직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

다 전문적 자본은 단위학교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주체로서 노력을 기울일.

때 잘 작동하며 협력적인 학교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교직의 전문성, .

은 교사 개개인의 노력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전체를 지원하는 학교

와 교육체제 나아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

전문적 자본 이론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개혁에 대한 총체. ,

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교사 개인에서부터 교직 전체 학교조직 및 교육 체계. ,

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인 접근에서부터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관점을 말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

관점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질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 개혁을 위한 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 .

경험 사례를 통해 학교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요소들을 탐색하고 개혁의 성공

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침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자본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내재적으로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갖는 임의성 정확한 원리를 규명, ,

하고 있지 않는 모호성 이론 형성에 있어서 귀납적 추론에 의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요인과 자본이라는 개념. ,



- 94 -

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는 교사 개인의 주체성이 상대적,

으로 무시되고 있다 자본은 행위 주체가 개인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강조하는 반면 전문적 자본 이론은 집합적 노력에 보다 큰 비중을 두

고 있다 셋째 변화 지향성에서 보면 개인의 가치 판단과 노력을 강조할 뿐. ,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변화.

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학교 개혁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개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 .

에 따르면 우수한 교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교직과 학교

조직 구성원들 전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교는 각종 사회 체계의 영향 속에 있고 이러한 요구가 다양하게 모.

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지만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교사의 몫이,

대부분이었다 정책의 최종 집행이 일어나는 곳이 단위학교이고 교육 활동의. ,

결과가 궁극적으로 학생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사는 개혁을,

위한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이 합의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사와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체제 지역 사회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히 오늘날 영 미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책·

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책무성 정책들은 전문적 자본의 관점에서 검

토의 여지가 있다 학교선택제와 같은 학교 줄 세우기 식의 접근들은 사회 전.

체적인 차원에서 교사들의 전문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

생들의 격차도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

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개별 교사가 처한 환경적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 .

만 성과기반 책무성 정책들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

는 민감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 개혁에서 양극화된 상향식 과 하향식 의 접, (bottom-up)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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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주로 하향식의 거시적.

접근을 위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상향,

식 접근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은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하향식 접근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반면 상향식 접근은. ,

개혁을 위한 지원과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 전문적 자본 이론에서.

는 두 가지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들 사이의 간극을 매개할 수 있는 지

역 지원청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지역교육청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요.

구를 수렴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관할 학교들에게 정책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시.

킴으로써 변화에 대한 자극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관계의 개방성을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학교 및 교직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하향식과 상.

향식이라는 양 극단의 방법을 극복하고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키워서 성공적인

지원을 이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 개발의 양적인 차원과 더불어 질적인 접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주로 전문성 신장.

을 위한 투입 시간 또는 횟수에 의존하는 양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연수의 방법이 주를 이루

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내용의 전달이라는 투입 차원의 기능만 하고 있.

을 뿐 실제로 교사들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전문적 자본은 전문성 개발에서 양적인 접근과 동시에 질적인 노력을 강조

한다 교사 경력에 따라서는 신임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견 교사들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신임.

교사들에게는 멘토링과 장학과 같은 기제가 작동하고는 있지만 중견 교사들,

은 대체로 개별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

에서 중견 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의 축적된 경험이 전문적 자,

본의 질을 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공유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

회를 높여야 한다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 학교조직 내부 또는 학교 간의 연.

계를 통한 교사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전문성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술을 다양한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실천적 맥락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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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주변에 존재하는 접근성 높은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 교사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

는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

전문성 발달을 위해 양적인 투입을 넓히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축

적되고 발달되는 과정의 질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전문적 자본 이론의 개념과 원리를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

자본 이론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속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계로 드러난 전문적 자본의 개념 및 관련 원리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적 자본의 요.

소들이 각각 어떠한 속성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이러

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전문적 자본이 실제로 어떠한 산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문적 자본 이론을 문헌 분석에 의존하여 검.

토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전문적 자본의 실체를 심층.

적으로 확인하거나 다양한 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한 방법으로 이론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성급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문적.

자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 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학문적 수준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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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school reform. Since the subject of school

reform has been one of the key area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ield,

there have been many numbers of studies that addressed on school reforms.

Nevertheless, due to the ambiguous theoretical frameworks used in previous

studies, there have been various limitations.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however, suggested on defining new notion and principles of school reform

and the theory indicated possibility on establishing systemic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address issues on school reform more precisely. Thus, to

analyz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can further expand the theoretical groun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ield and it can provide practical evidence for

future school refor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key concepts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and explored knowledge related to the theory; furthermor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were draw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were analyzed. Second, key concepts an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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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heory were identified. Third, the principles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were deduced and their legitimacy was examined. Fourt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were discussed.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arose from the needs of new approaches

on school reforms which have been constantly failing. The position of the

theory competes with the neo liberal approaches which started from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is now rampant across the world. According

to these efforts,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efforts to obtain professionalism of a teaching job and the active reactions of

school organization dealing with needs from societies.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identifies what being professional as

teacher is and the way how this can be developed from the point of

systematic views. Professional capital is composed of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decisional capital. Human capital is related with acquiring and

developing the knowledge and skills helpful for teaching students. Social

capital comes from relationships and unlike human capital, it is not

maintained exclusively to an individual. Decisional capital, a newly created

concept in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means an ability to judge with

wisdom and prudence under complex situations with uncertain proofs.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legitimacy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with the principles derived from it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is theory shifts the perspective about teachers from costs to

investments. This shift is supported by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ing

job and general traits of the capital concept. However, the contrast of

attribute of capital in its general term and capital utilized in collective level

and its entity which is asserted from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are

rather controversial therefore further consideration is needed.

Secon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function as fields operating for

professional capital as well as complementing the concept of professional

capital. This study argued that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mplement

value oriented sides of professional capital and buttress the feasibility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Nonetheless, the confusion of the concept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an be the limitations of the theor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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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explanations on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from community to

students’ achievements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ird, the cooperative school culture is the basic premises for professional

capital to operate. I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hat Professional

Capital Theory have paid attention on learning possibilities as well as slow

speed of changes in school culture. The cooperative school culture which is

the foundation of professional capital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theory since

it enables sustainable learning and contributes on efficiency in accomplishing

organizational goals. However, cultural approach's vast range and moral

dilemma can be pointed out as limit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provides an overall perspective, as the general theory of school reform. The

theory makes us look at teachers with both microscopic and macroscopic

views; looking at teachers as an individual to teaching job as a whole,

including school organizations, educational systems, and the society. Second,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converts the perspective of teaching jobs

from costs to investments. This is attributed from the belief that being

professional requires long intensive efforts and accumulated experiences.

Third,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shows practical orientations we may

pursue in school reforms. The theory has its grounds on many cumulated

school reform cases; thus it provides us directions to follow and foundations

of making decisions to succeed in school reforms.

Notwithstanding these significances, the theory also has its limitations. First,

regarding intrinsic sides of the theory, there are some problems including

arbitrariness of the concept of the professional capital, vagueness of the

principles, and insufficiency derived from inductive methods. Second, in term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and the concept of capital, interests

of the individual teachers are relatively overlooked. Although a concept of

capital assumes that every human follows their own interests,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focuses more on teachers as a collective. Third,

with regards to aims for change, obvious goals obtained by school reformers

are not reflected in this theory. Only focusing on the value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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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glecting the contents of changes can lead to the confusion in relative

values. This indicated that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does not

complete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ost previous research about school

reform.

Based on th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above,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gives implications on Korean education systems as the following. With

the viewpoint of professional capital, Korea has great foundations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 capital internationally. However, the hierarchical

foundation tends to hinder the developing professional capital in the

education system. Another important point we have to consider is that in

order to develop professional capital, high dimensional approaches are needed

to be taken place to actively support social capital and retain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lready existent in the teaching job.

In conclusion, school reforms are in need to requir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at different dimensions and share accountability on both the processes

and the results of the reform. To achieve such collective reforms

successfully, intermediate support system which complements the existing

top-down and the bottom-up approaches is needed. Furthermore, efforts of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rofession should grow beyond the quantitative

dimensions to qualitative dimensions.

Finally, in proposing further research, an elaboration of the concepts and

the principles of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is needed. Also, identifyi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Capital is needed. Moreover, further research

could analyze and verify the productions of Professional Capital in practices.

In this study, the Professional Capital Theory was examined a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us the next step might be using quantitative or

qualitative methods to convince the theory.

Key words: Professional Capital, School Reform, Teaching Professio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Schoo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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