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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supplementary pilot
program for enhancing pre-service teacher professionalism. The community of practice,
which has recently gained attention as an effective concept for cultivating teacher
professionalism, was applied in developing this pilot program. Pre-service teachers of
‘A’ college of education in biology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participated
in this pilot program in a practical context. As a result, this pilot program provides
these pre-service teachers with (1) an opportunity to connect theory and knowledge
into practice, (2) an opportunity for growth through collective reflection, (3) an
established support system for the community, and (4) a professional aid for both
subject matter and non-subject matter professionalism. Therefore, in order for a
successful application of this pilot program, revision of current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and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ffiliated school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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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는 실천적 맥락 속에서 예비교사들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
예비교사, 교직 전문성, 하여본시범
개발하여 실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
실천공동체, 교육코칭, 된 탐색적 프로그램을
연구이다
.
시범
프로그램은 최근 교직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념으로
교사교육
주목받고 있는 ‘실천공동체’ 의 원리를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A 사
범대학의 생물교육과 및 사회교육과 예비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대학 부설학교의 지원 하에 운영하였다. 운영 결과, 시범 프로그램은 첫째,
예비교사들에게 이론과 지식을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협력적 반성을 유도함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공동 발전
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셋째, 지원 공동체를 구축하여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넷째, 교과전문성과 비교과전문성 신
장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향후 시범 프로그램이 정
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와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개발 적용” 연구의 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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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주요한 의제이다. 교육의 양적 성
장을 넘어 질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교사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교사 양성 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
다. 전통적인 교사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일반적 소양,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
요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교육 현장과 유리된 ‘탈맥락적 전문성’에서 벗어나 실제 수업의
맥락과 교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임찬빈 외, 2006).
기존의 수업전문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교사 전문성은 최근 들어 학생들과의 관계, 의사
소통,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전인교육자’로서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사춘기
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은 물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
화에 대한 수용이 이슈가 되고, 또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역할에 대
한 요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교사 역량
으로 일반 기초 역량(‘참여’, ‘관계형성’, ‘대화’)과 역할 초점 역량(‘학생 이해’, ‘교육 및 교육환경
이해’, ‘교육과정 구상과 실행’)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김정원 외, 2012). 즉, 교사에게는 교과
전문성과 더불어 학급 운영, 학생과의 소통 능력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자질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량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교사 교육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이 같은 논의는 비단 일선 교육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들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양성과정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비교사 시기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 및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인 기간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학습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은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예비교사들
의 학습과 교육 내용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대학의 목적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수한 교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사범대학의 예비교사 양성과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박병기, 2008; 박정
서, 2012; 주미경·양성관, 2007). 첫째, 학문과 이론 중심의 교사양성과정이다. 예비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보다는 주로 이론적 지식을 전수받고 있으며, 이
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부족하다. 둘째, 단기적이며 일회적인 교육실습이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여전
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계발시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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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히 제한적이다. 셋째, 교직 이수의 엄격한 제도화이다. 사범대학 내에서 교직이수에 필요
한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
과 인적, 물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적 맥락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비교사들의 교과전문성과 비교과전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교육실습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강현석(2013)
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습기간을 다양화하며, 학교와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기존 교육실습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도 예
비교사들이 주체적으로 교육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비교사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시도해왔으나
(백지원, 2015; 심현표 외, 2015; 이봉우, 2013) 단일 교과 차원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교과
와 비교과전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내 A 사범대학에서 시
범적으로 실시한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
다. A 사범대학과 A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본 프로그램은
A 사범대학의 생물교육과와 사회교육과, 그리고 교육학과 등 세 학과의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
고 예비교사인 학부학생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회교육과, 생물교육과의
예비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아리를 중심으로 각각 탐구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
여 부설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년간 실시하였
다. 특히 본 사례는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이론을 예비교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변
형시켜 적용한 것으로서, 기존 사범대학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탐색하고, Ⅲ장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과 실행 내용을 소개한
다. Ⅳ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설문 결과 및 면담을 통해 나타난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Ⅴ장에서 본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한계점 및 향후 운
영과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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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 전문성 육성과 실천공동체
A.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관점 변화

교사 전문성의 핵심인 교사의 지식에 대한 관점 변화와 함께 실천공동체 및 학습공동체 개
념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Shulman(1986)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를 제기한 이후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학문기반, 공학기반, 실천기반 지식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대훈, 2014).
먼저, 학문기반 지식의 관점은 ‘더 많이 아는 교사가 더 잘 가르친다.’는 입장으로 교사의 지
식은 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으로서 교수를 위한 지침이 되며, 교사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된다
는 입장이다. 두 번째 공학기반 지식의 관점은 ‘교사가 기술적인 교수 모형과 절차를 잘 따르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교사가 관련 교과 내용의 교수-학습 모형을 잘 만들어 적용한
다면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기반 및 공학기
반 지식은 실제 교수 상황에서 유용성이 낮고, 적용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Eisner, 1998).
즉, 학문기반 및 공학기반의 지식은 실제 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
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서 등장하는 것이 실천기반 지식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적 지식
이란 교실 상황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실행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의 습
득과 실행, 그리고 다시 실행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형성이라는 순환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
고 본다(Carter, 1990).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사 지식에 관한 규범적인 측면과 현상적인 측면
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교사의 지식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발
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교사의 지식은 실제로 개인이 교사 문화
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획득된다는 점이다.
실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의 맥락적, 상황적인 측면을 강
조하는데, 지식을 학습되는 맥락 및 상황과 분절시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의되
고 있는 교사의 ‘연계적 전문성’이나 교사는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성찰적 실
천가’라는 개념(김현진 외, 2010: 42)은 모두 이러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교사의 연계적 전문성이란 수업 상황 속에서 ‘교사수업내용학생’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러한 연계를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김민성, 2012: 54)이기 때문에 실천기반 지식을 강조한다. 또한 더불어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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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실천가라는 개념은 실천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의 ‘공동체성’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교
사의 전문성이란 동료들과 공동의 실천을 기획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신장될 수 있다는 관점을
중요시한다.
B.

실천공동체의 특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
재 실천공동체 관련 연구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로 알려진 사람은 Wenger이다. Wenger는 인류학
자인 Jean Lave와 함께 도제제도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를 수행하였고, 여기서 학습의 사회적 측
면을 강조하였다. Lave & Wenger(1991)는 전문성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인 도
제제도에서 장인과 도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보자가 전문가들의 수행을 보고 따라 하면서
공동체의 주변에서 점차 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착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습은
서술적 지식 위주의 개념적 이해를 통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역할과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협력적 활동을 바탕으로 특정 활동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성되는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에 참여하면서 학습을 경험한다. 즉, 학습자들이 실
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내재된 신념, 문화적 양식, 규범 등을
습득해가는 사회적 과정이 학습이며, 따라서 학습은 사회적 산물이다(Lave & Wenger, 1991;
Wenger, 1998; Wenger et al., 2002).

실천공동체는 이와 같이 학습을 사회적인 산물로 바라보는 학습의 사회이론에 터해 있는 개
념이다. Wenger(1998)는 학습을 사회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다음 내용들을 전제한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이는 학습에서 근본적인 부분이다. 둘째, 지식이란 가치 있는 사태
나 일을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다. 셋째,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러한 사태를 추
구하는 데 참여하는 문제다. 넷째, 학습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
인데, 여기서 의미란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능력이다(Wenger, 1998: 22). 결국 학습이
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궈 온 공동체의 자산을 습
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가리켜 실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Wenger 등
(2002)은 실천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천공동체란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 상황들, 또는 한 주제에 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과 전문성
을 연마해 나간다(Wenger et al., 2002: 4).
1)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mmunities of practice are groups of people who share a concern, a set
1)

of
problems, or a passion about a topic, and who deepen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is area by inte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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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공동체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천’과 ‘공동체’ 개념을 한데 묶은 것인데 여기서
의 실천이란 모든 형태의 실천이 아닌 특정한 형태의 실천에 국한된다(Wenger, 1998: 117). 특히
Wenger(1998)는 실천이란, 행위와 앎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 논리를 따르는 이론 또는 관
념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천공동체에서의 실천 개념은 우리 삶 속의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식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속성을 가지며, 앎과 행동을 동시에 실
현하며 포함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의 속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Wenger, 1998: 118-133). 첫
째, 실천공동체는 호혜적 관여(mutual engagement)의 특성을 갖는다.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같
은 실천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개성이 존
중되면서,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 관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실
천공동체가 더욱 성공적으로 영위되어 나간다. 둘째, 실천공동체는 공동업무(a joint enterprise)를
갖는다.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업무를 중심으로 상호 책무성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
서 공동업무의 성패 여부는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달려있으며, 서로 간에 부단히 소통하
고 교류하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다. 이를 Wenger는 마치 음악에서의 리듬과 같다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조율과정을 통해 업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업무의 내
용 또한 실천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천공동체는 공동 자산(a
shared repertoire)을 갖는다. 이때의 자산은 각종 도구나 인공물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관례,
말, 행동방식, 이야기, 어휘, 상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공동체가 거
쳐 온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용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요컨대,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능력과 참여를 통한 경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 따라서 실천공동체는 일종의 학습공동체
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실천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 대표
적인 연구로 서경혜(2009;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서경혜(2009)는 기존 교사연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사 전문성 계발의 대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강조한다. 교사학습공동체, 전문가학
습공동체, 전문가공동체 등의 다양한 실천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들의 특성
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서경혜, 2009: 251). 첫째, 가치와 규범의 공유이다.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학습중심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는 교사 자신의 학습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
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협력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이러
한 협력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다 함께 반성적 대화를 한다거나, 공동의 탐구를 하거나, 실천
on an ongoing basis.”(Wenger et al.,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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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요컨대, 교사들의 실천공동체는 가치와 규범의 공유, 학습중심,
협력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곽영순 외(2014)의 연구는 미래학교에 적합한 교사상에 부합하도록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학습공동체’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학습공동체에 기초한 교
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교사 학습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곽영순 외, 2014: 31-33.). 첫째, 학습공동체는 가치와 목적을 공유한다.
공유된 목표와 가치는 구성원들이 협력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협력적 학습
과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문화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민주적 의사소
통을 전제로 한다. 구성원들은 협력문화 속에서 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하며, 성장해 나간다. 셋
째, 지원적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적 환경은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과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신뢰와 존경 같은 인적 환경,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다. 넷째, 분산적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
을 특징으로 한다. 분산적 리더십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된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섯째, 개인적 실천의 공유를 특징으로 한다. 실천을 공유한다는 것은 동료 구
성원들에 대한 피드백과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각자가 소유한 암묵적 지식을 체계적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실천공동체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사범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적용 가능한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천기반의 교사전문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것이다. 기존의 교사 학습공동체, 교사 실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은 대부분 현직교
사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학교 현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운영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의 예비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교사교육 실천공동체의 개발을 기획하였다. 우선,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천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성 방향에는 참여 주체의 설정, 실천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속
성, 그리고 실천공동체의 활동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시범 프로그램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Ⅲ장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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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for Pre-service Teacher Community
구분
목표

참여
주체
구 공동
성 체의
방 속성
향
활동
내용

설명
⦁기존 사범대학 교사양성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비교사들의 교육경험 증진과 실천적
지식 습득을 촉진하여 교사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체 :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
⦁지원 주체 : 사범대학의 전공 교수, 전공 대학원생 멘토,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현직교사,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학생들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함
⦁공유된 목표와 공동 업무를 인식하고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공동의 반성,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한 협력문화를 장려함
⦁공동체의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 및 전수하기 위한 공동 자산을 구축함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문화 속에서 개인의 암묵적 지식이 체계적 지식으로 변
화하도록 함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해 ‘탐구교실’을, 비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코칭 세미나’를 운
영함
⦁예비교사들은 8~10여 회 정도 실제 수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평가함

물론 Wenger(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학습을 위한 실천공동체는 원래 제도적
인 차원의 실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창출되거나 학
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실체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본 사례가 실천공동체가 갖는 본래의 속성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가
능성도 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본 프로그램에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천공동체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사범대학의 강의실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산물
로서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예비교사 실천공동체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사범대학의 맥락에 맞
게 적절하게 변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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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비교사 전문성 육성 모델 개발
A.
1.

예비교사 공동체 및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
예비교사 공동체 구성

본 연구는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비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예비교사 전문성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따로 모집하거나, 해당 학과의 강의에 참여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비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소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
지만,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예비교사들의 향상된
전문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결국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
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자발적
예비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인 학습을 통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학과의 동아리 형태로 지원자들에 의한 일종의 예비교사 공동체를 구성
하였다. 동아리 차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속에도 유리하지만, 선배
와 후배 관계 형성과 인지적 도제를 통한 상호 학습의 촉진이 가능하고, 예비교사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A 사범대학에서는 생물교육과와 사회교육과에서 각각 지원자들에 의한 교육활동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자체가 하나의 예비교사 공동체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생물교육과에서
는 2007년부터 교육활동을 진행하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회교육과는 2015년 초에
처음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예비교사 공동체는 두 학과 모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
들을 주축으로 하였다. 특히 4학년 때 경험하는 교육실습을 제외하고는 예비교사들이 직접적인
교육 실천 활동을 습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실습을 곧 경험하게 되는 4학년을
제외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예비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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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지원 공동체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는 예비교사 공동체의 활동과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
된 공동체다.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는 예비교사 공동체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기관 차원, 인적
차원, 지원 내용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첫째,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기관 차원은 예비교사들이 재학 중인 A 사범대학과 A 사범
대학의 부설고등학교를 의미한다. 두 기관에서는 예비교사 공동체가 교육 실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예산 지원, 교육봉사 시간 인정과 같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한다. 특히
부설고등학교는 예비교사 공동체가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칭 ‘탐구교실’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사
범대학과 현장학교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협력 관계
는 예비교사들의 실제적 지식을 개발하는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교육실습의 차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주미경․양성관, 2007).
둘째,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인적 차원은 해당 전공의 지도교수, 부설학교의 과목 담당 지
도교사, 대학원생 조교, 부설학교의 고등학생이 포함된다. 지도교수, 지도교사, 조교들은 탐구교
실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 실천 활동에 대한 멘토링, 실천 활동 후의
반성적 논의 등에도 관여하여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원자로서 예비교사 공동체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예비교사
공동체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세세하게 결정하지는 않는다.
셋째,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지원 내용 차원은 다시 교과전문성과 비교과전문성의 측면으
로 구분된다. 교과전문성은 교과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심
도 깊은 이해와 그것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교과 지도의 전문성을 의미한다(박병기, 2008:
31). 비교과전문성은 교과활동 외의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와 같은 비교과활동(윤혜원․
최민식, 2013: 571)에서 두드러지는 교사로서의 소양 측면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는
탐구교실 참여를 통해 교과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교육코칭 세미나를 통해 비교과전문성 신
장을 촉진하였다.
이상의 예비교사 공동체와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구성은 <표 2> 및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예비교사 공동체와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두 공동체는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안
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프로그램은 지
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125

<표 2> The Area of Professionalism & Pre-service Teacher Supporting Community
교과 전문성
생물/사회
전문성 영역
비교과 전문성
교육 코칭
활동주체
예비교사
사범대학
지원
교수, 조교
공동체
활동주체
학생
부설학교
지원
교사

[그림 1] Schematization of Pre-service Teacher Supporting
Community
B.
1.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
교과 전문성 신장

예비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칭 ‘탐구교실’로 불리는 교육 실천 활동
에 예비교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탐구교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월 1회 토요일에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이루어졌다. 탐구교실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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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들은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회당 직접 2~3시간 정도 분량의 수업을 실시한다.
본 활동을 ‘탐구교실’이라 명명한 이유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융
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탐구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해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실습이나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탐구 활동 및 실험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교실이
운영되었다. 생물교육과와 사회교육과에서 운영한 탐구교실의 수업주제는 <표 3>과 같다. 예
비교사들은 이러한 주제 탐구 중심의 수업 활동을 통해서 탐구 교수 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기존의 교과과정 이외의 분야에 대한 수업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을 지
우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Luehmann, 2007).
<표 3> The Subject of Inquiry Classroom
OT

활동수업
야외활동
실험수업
실험수업
실험수업
캠프/
실험수업

생명과학 수업 주제
Orientation & 실험도구와
친해지기
식물분류
잎 디스크 실험과 광합성
돼지해부(part 1)
돼지해부(part 2)
현대생명과학(분자유전학)캠프
・실험 수업 : 초파리 DNA 추출
/ 전기영동
・실험 수업 : PCR, 유전자 조작
돌연변이
・실험 수업 : 형질 전환
해양야외실습 : 해양 동물의
형태와 기능, 분류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야외실습
현장탐사
활동수업
Marvelous Protein
야외활동
실험수업
효모 실험(발효, 물질대사)
법의학
<생물교육과/사회교육과
이론수업
융합수업
협동 수업>
연극
Play Biology

및
활동수업
OT

활동수업
이론수업
활동수업
활동수업
야외수업
활동수업
야외수업
이론수업
활동수업
이론수업
융합수업
이론수업
활동수업

사회탐구 수업 주제
적자생존 – 법적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환율의 결정과 변동
스누라이프(SNU Life) 사회조사를 통해 본 A대생의
생활
원곡동 나들이 – 다문화
세상속으로
모의재판(동영상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사건)
법의학 <생물교육과/사회교육과
협동 수업>
나도 경제학자! (GDP의 측정과
한계, 대안적 지표 개발)

한 차시의 수업 운영은 준비 및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 교육활동
동아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 중 3~4명이 한 조가 되어 한 차시 수업을 협력적으로 구성한다.
수업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예비교사 및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여 모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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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의 실행
은 생명과학 탐구교실과 사회 탐구교실이 서로 다른데, 생명과학은 해외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협력수업(Co-teaching) 방법을 활용하여 한 명의 예비교사가 전체의 수업을 주도하고, 각 조별로
2-4명의 예비교사 배정되어 실험 지도를 담당하였다(Roth & Tobin, 2001). 반면, 사회 수업은
1~2명의 예비교사가 전체 수업을 이끌고, 다른 예비교사들은 모둠 활동 또는 야외 활동에서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매 차시마다 모든 예비교사들이 교육 실천 경
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평가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사교육자, 현장교사, 동료 예비교사가 공유하는 반성적 활동은 예비교사들의 실천
적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박정서, 2012: 95). 본 연구에서의 예비교사, 지
도교수, 조교, 교사로 구성되는 전체 공동체는 평가회에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의견
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논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 짧게는 다음 수업, 장기적으로 다음 년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 Inquiry Classroom’s Operating Mechanism

예비교사들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과 협력적 실행, 공동체 반성은 교사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들이다(Roth & Tobin, 2001). 예비교사들이 한 차시의 수업을 협
력적으로 구성, 실행하고 반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해가는 실천공동체
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1년여 간의 협력적 실행과 공동체
반성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교과전문성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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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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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전문성 신장
교육코칭 세미나의 의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주로 탐구교실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비교과 전문성을 신장
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육코칭 세미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코칭(Coaching)의 어원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유래 하였는데, 정해진 루트에 따라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
되는 집합적인 여행과는 달리, 개별적인 여행자로써 코치이(Coachee)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원하
는 방법으로, 원하는 절차를 거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비춰보면, 집합교육으로 대변되는 연수(training)와는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역량을 끌어내
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각 코치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법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직접교수 방식에 대한 비판과 구성주의와 같은 대안적인 학습 패러다임의 등장 및 정
보기술 등의 발달로 교사 전문성 향상 관련 연구에서도 코칭 또한 대안적 교수기법의 일종으로
활발히 다뤄지고 있다(김소현․이규철, 2015; 박계신, 2008; 정현옥 외, 2010). 그러나 코칭을 통
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교과영역의 지식 습득보다는 학생이 처한 다양한 실생활
에서의 고민이나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비구조적이고 역동적인 문제들이 더욱 많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물론 일선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여전히 학급을 관
리하고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의 경우, 3학년 학급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은 대개 담임교사들의 상담 활동에 더욱 많이 의
지하며, 진로지도교사나 진로상담교사는 학생이해나 진로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
다(유정이 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비교사들이
시급히 함양해야하는 전문성으로서의 교육코칭은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역량적 기법이
라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공감적 대화를 통해 교사와 나누며 해결안
을 탐색해 가는 과정을 돕는 직무전문성으로써의 코칭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과교수역량은 교사의 경력이 쌓임에 따라 향상되는 반면, 이러한 생활지도역량
은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향상되는 종류의 역량이 아니므로(구은주․박
윤배, 2011), 마땅히 교직에 입문하기 전부터 부단히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량은 현재 대부분의 교사교육 과정에서 교수전문성
에 비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론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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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적 수업에 그치고 있어, 예비교사들이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코칭 스킬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비교과 전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b.

교육코칭 세미나의 운영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코칭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예비교사에게 적합한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밴치마
킹하였으며, 현직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코칭의 필요성과 세미나의 방향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교사용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벤치마킹은 한국교육코칭센터의 프로
그램(2007)과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2008)에서 시행된 서울대 교육지도성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일반
코칭 프로그램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맥락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예비교사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둘째, 현직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교사용 교육코칭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는 현직교사로 각 5년 이상 담임 경험이 있는 부설학교의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코칭과 연관
되는 상황과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코칭이 활용되는 맥락을 파
악하여 본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기획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교육코칭센
터의 프로그램과 서울대 교육지도성 개발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코칭의 GROW모
델 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맥락적 경청, 발견적 질문, 중립적 피드백, 인정
과 칭찬으로 구성된 4가지 코칭스킬을 반영하였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교육코칭에 대한 전반적
인 개념 이해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코칭 스킬을 몸소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혼합
하여 구성하였다. 넷째,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최신사례를 활용함으로써 예비교사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 예비교사 교육코칭 프로그램의 모형과 세부 내
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2)

모델은 목표 설정(Goals), 현실파악(Reality), 대안창출(Option), 실행의지 확인(Will)로 구성된 코칭
대화의 틀(frame)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 2008)

2)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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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Coaching Program
모듈
1

2
3

4

5

6

모듈명

세부내용
○ 강사, 프로그램 소개
○ 참여자 파악 프로그램
Intro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
목적 안내
코칭 스트레칭 ○ 프로그램의
교육코칭 필요성 소개
통한 코칭 잠재력 확인
네 자신을 알라 ○- 자가진단을
코칭 적합성 설문지 시행
○
영화
속 코칭 분석
코칭 핵심
○
코칭
/교육코칭 개념 파악
따라잡기
○ 코칭 GROW 모델 파악
○ 맥락적 경청
- 경청의 종류와 깊이
- 경청 실습
○ 발견적 질문
- 발견적 질문의 개념과 방법
- 발견적 질문 실습
실전 연습
○ 중립적 피드백
- 피드백의 종류와 중립적 피드백의 개념
- 중립적 피드백 실습
○ 인정과 칭찬
- 인정과 칭찬의 중요성
- 인정과 칭찬 실습
○ 교사의 전문성과 코칭
Outro
○ 종합정리
○ 수료증 발급 및 만족도 설문

시간
0.5H

0.5H
0.5H

1H

2H

0.5H

이와 같이 예비교사의 수준에 맞게 개발된 예비교사 교육코칭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 학과 구분 없이 공동체의 모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합 세미나를 실시하였
으며 1차는 약 40여명, 2차에는 약 2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운영 시간은 1회차에 3시간으로
진행하였으나 실습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는 피드백 의견을 반영하여 2회차에서는 5시간
으로 늘려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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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의의 및 효과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의의 및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영역별 평가를 위한 5점
척도 문항들과 종합적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5점 척도 문항
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를 묻는 일반 평가 항목, 둘째는 예비교사의 교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견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 항목, 셋째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활동들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 평가 항
목, 넷째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적 지원 사항에 대해 묻는 지원 평가 항목, 다섯째는 본 프
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묻는 종합 평가 항목이다. 설문에 응답한 예비교사는 총32명이었으며, 응
답자 중 17명이 생물교육과, 15명이 사회교육과 소속이었으며, 남자가 11명, 여자가 21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9명, 2학년이 12명, 3학년이 11명이었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5점
척도로 평가한 예비교사들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The Result of Evaluation Survey for the Program
구분
일반
평가
자기
평가
내용
평가
지원
평가

평가 점수
문항
(5점 만점)
프로그램 참가 전에 이번 과정의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였습니까?
3.75
본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했었던 만큼 성취하셨습니까?
3.78
본 프로그램이 교직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3.69
본 프로그램이 타 학생 및 후배들에게 추천할만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2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84
교수 및 지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94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75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었습
3.94
니까?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코칭 및 멘토링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적합하게
3.91
구성되었습니까?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수업 계획 및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적합하
4.16
게 구성되었습니까?
탐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환경(강의 장소,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한 지
4.13
원은 충분하였습니까?
탐구교실 운영(수업 준비, 실행, 평가 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
4.16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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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평가 까?

4.06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생물교육과, 사회교육과에서 2학년, 3학년 각 1명씩의 예비교사를
선정하여 총 네 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각 회당 약 45분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5점 척도의 설문조사 결과와 개방형 문
항에 대한 응답, 그리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바탕으로 본 시범 프로그램의 의의
및 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육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서경혜, 2005). 이는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이 현장과 유리되어 있다기보
다는 이론을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예비교사들의 교수 경험 부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 봉사나 각 학
과의 일부 교과교육 과목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프로그램은 사범대학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이전에 실제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비교사들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사범대학의 교
과과목 및 교직과목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1)

예비교사 A :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로운 주제나 실험을 접하거나, 교육학 내용에서 아이들에게 적
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울 때 탐구교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생각
해 보면 식분 수업을 들을 때 친구들이 개발한 수업을 보면서 탐구교실에 적용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었고, 실제로 적용했었다. 그리고 법의학 강의를 듣고 법의학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
었고, 화학 교재 연구 수업에서 배운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에도 수업에 적용하면 학
생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2016년 2월 10일 면담노트에서).

이처럼 이론과 실천의 연계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화 시킬 수 있고, 다양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교사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신장시켜나
갈 수 있었다.
공동 반성을 통해 반성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반성적 사고 및 실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목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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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왔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다(Schön, 1983). 특히 최근에는 예비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대
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동 반성의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윤혜경, 2013; 심현표 외, 2013). 공동 반
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비교사들의 공동발생적 대화(cogenerative dialogue)는 공동체 구성원들
이 함께 효과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Roth & Tobin, 2001).
본 프로그램에서는 수업 후 평가회를 탐구교실 프로그램의 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예비교
사들의 공동 반성을 촉진하였다. 예비교사들은 평가회 활동을 경험하면서, 그 취지와 의미를 이
해할 수 있었고, 평가를 위한 틀을 만드는 등 스스로 논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교사 B : 평가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활동만 하고 끝나면 별 의미를 못 찾는 거고, 평가
회를 하면서 다시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니깐 같이 배우고…
(중략)…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파악이 되니깐 개선
할 부분도 깊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2016년 2월 11일 면담
노트에서).

또한 지도 교수 및 지도 교사, 조교들이 평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비교사 공동체의 반
성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
를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Davis, 2006; Luehmann, 2007).
예비교사 C : 학부생들끼리 평가회를 하면 항상 내용이 거기서 거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계실 때는 한 마디 한 마디 던져주시는 부분이 확실히 학부생들과의 사고와
는 달라 신기하기도 하고 고민도 더 많이 되고 그랬어요(2016년 2월 16일 면담노트에서).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안정적 과업 성취 기반을 제공
예비교사들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사라는 직
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Luehmann, 2007). 탐구적인 주제 중심으
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예비교사들은 이러
한 준비의 과정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예비교사 지원 공동체가 구성되어,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및 행정
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업의 준비, 실행, 평가 및 동아리의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돕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지원 공동체는 예비교사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수행 과
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이는 예비교
사들이 자신의 수업 실행과 동아리 운영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성공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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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다(Borko & Putnam, 1996). 개방형 설문에 대한 한 예비교사의 다음과 같은 답
변은 이러한 지원 공동체의 효과를 잘 나타내 준다.
예비교사 D : 많은 지원,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 (지도 교사) 선생님의 피
드백, 수업내용 선택 및 지도방법에 대한 자유 등이 좋았다.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비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현재 예비교사 양성 과정의 대표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과과정이 학문과 이론 중심이라는
점이며,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1회성의 실습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암묵지를 습득하는 것은 예비교사의 개인적
인 노력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써 교육코칭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교육코칭 세미나는 그간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숙달되는 비교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교육코칭 세
미나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코칭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실습하고 연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비교과 전문성의 향상에 필요한 실천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
키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례이다. 특히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범대
학 교과과정에서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실제적 맥락 속에서의 실천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교과전문성 차원과 비교과전문성 차원에서 예비교사들의 전
문성이 신장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과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 및 활동 중심의 교육 실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가칭 ‘탐구교실’
을 운영하였으며, 비교과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코칭 세미나를 함께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시범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실제
적 기회를 제공하였고, 예비교사 공동체와 지원 공동체의 공동 반성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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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 또한 에비교사 지원 공동체의 운영은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과업을 성취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은 기존 사범대학 교과과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예비교사들의 자발적 동아리 구성, 협력적 수업 준비와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적 수업 실행, 그리고 공동 반성과 반성적 실천, 1년 간 시행
되는 준비, 실행, 평가의 과정, 교과 전문성과 비교과 전문성의 함양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고질
적으로 지적되어온 사범대학 교과과정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교육과, 생물교육과를 넘어 타 학과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전공 지식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졌
지만, 교육학 일반의 수업 모형이나 교육공학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려와 논의
는 미흡하였다. 둘째,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으
나, 여기서 학습한 내용들이 각각의 탐구교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 후속 연구에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향후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된 두 학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타 학과에
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더욱 정
련화되고 실천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 육성의 모델로서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을 보완할 수 있
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요구(need)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프로그램의 구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예비교사 동아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련 기
관들이 이들의 운영을 뒷받침 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즉 예비교사 동아리는 일종의 실천공동
체로 지속적인 활동 속에서 자체적인 시행착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제들이 갖추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
다.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
이 새로운 시도 속에서 성공의 경험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지원, 행정 지원 등 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체제의 확
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이와
같은 사례가 사범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도 도입할 가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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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학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그 학과의 정체성에 맞는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
교사들의 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을 신장
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며, 부설학교의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협력적 상호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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