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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영어 교사에게 필요한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써 교사 협의회를 통한 ‘협력적 성찰’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는 두 명의 중등 영어과 교사가 참여했으며, 각 참여 교사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 자료를 작성하고, 동료 교사
와 학생 피드백 등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사 협의회에 참석해서 동료 교
사와 서로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 교사
협의회 내용을 사회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교사가 속한 학교
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교사의 교수 활동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의 교수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협력적 성찰
과정을 통해서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
적 성찰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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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문가로서 영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구의 변화, 과학과 기술의 변화, 학생들의 요구 변화, 교

사 본인의 영어 교육관의 변화 등이 있다(배두본, 2000). 따라서 영어 교사는 교사 전문성을 지

속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주체

가 되어야 한다(Joyce & Showers, 2002).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교사 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교사

에게 최신식 지식을 전달하거나 부족한 학문적 지식을 보충 및 업데이트 하는 일방적인 교육이

주를 이뤘다(서경혜, 2013). 이와 같은 외부인이 주체가 되는 전통적인 교사 교육 모형의 한계점

으로는 교사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교사가 수동적인 지식 전수자로 인식되며, 탈맥락화

(decontextualized)된 지식 전달 방식으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의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서경혜, 201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문화이

론(Sociocultural theory)을 교사 교육에 접목시켜 볼 수 있다. 사회문화이론 기반 교사 교육에서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한 교사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데, 동료 교사들 간 수평적 관

계를 토대로 실질적인 조언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이 상호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Ackland, 1991; Showers, 1985). 즉, 교사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과 그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본인의 수업에 대한 자발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문화이론 기반 교사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협력적 성찰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성찰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바를 사회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사

협의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수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

는 상호작용을 통해 반성적 교사(reflective teacher)의 자질을 신장시켜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더 나아가 어느 영어 교사나 자신의 수업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

고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수렴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사 협의회의 윤곽을 제시하여 교

사의 전문성 함양과 교육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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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연구

A.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은 단일화된 개념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다르며 교직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교사 전문성의 개념이나 특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김이경

외, 2004). 그럼에도 교사 전문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는데, Shulman(1987)은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인을 (i) 교과 내용 지식, (ii) 일반 교

수 지식, (iii) 교육과정 지식, (iv) 교수 내용 지식, (v)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 (vi) 교육 목표, 

가치관, 철학에 대한 지식의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 또한 조동섭(2005)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i) 교과 내용 지식과 교과 수업 지식 등을 포함하는 지식 기반 전문성, (ii) 수업 및 학생을 지

도하는 수행 능력을 포함한 능력 기반 전문성, (iii) 교직 적성과 인성 등에 관한 신념 기반 전문

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성요소를 세분화하는 정도나 강조하는 구성요소의 차이는 있으나,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i)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ii) 그 지식을 특정 교수 상황에 맞

춰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iii) 교

사의 교육 철학과 인격적 소양 등을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 전문성이 모든 교과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영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위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성요소에서 다른 교과 교사

의 전문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배두본, 정길영, 전조영, 1991). 구체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지식과 유창성, 영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영어(외국어) 교수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지식, 

대화 기술, 의사소통 욕구와 기능에 대한 지식 등이 영어 교사의 전문성에 포함된다(배두본, 

2002; Hammerly, 1986). 또한 Freeman(1989)은 언어 교육이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

며 언어 교사의 전문영역에 지식과 기술 외에 태도와 인식을 포함하여 교수활동에서 성찰

(reflection)과 인식(awareness)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Freeman(1989)의 관점은 ‘언어’의 주요

기능이 인간 간 의사소통이라는 이해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영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황/맥락을 이해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

원 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파악하며, 이에 맞게 교수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영어 교

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사에게 특화된 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 맥락의존적 구성주의(contextualized constructivism) 관점으로서의 사회문화적

관점(Vygotsky, 1978, 1986)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이론을 교사 교육에 접목시킨 예로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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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안현기(2016)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사회문화적 관점과 행위이론

(Activity Theory; Engeström, 1987, 1993; Leont’ev 1978)을 적용하여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i) 교과

내용 지식, (ii) 교수법 관련 지식, (iii) 학습자 이해를 위한 지식, (iv) 교육 과정 지식, (v) 사회 맥

락적 지식, (vi)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교사 간 ‘협력적 성찰’ 

과정이 권나연 외(2016)에서 제시된 영어 교사 전문성 영역 중 하나인 ‘교수법 관련 지식’ 전문

성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협력적 성찰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Carr과 Kemmis(1986)는 그 핵심에 교

사의 개인적 성찰과 교사들 간의 비판적, 협력적 성찰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 내부자들

이 성찰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여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육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

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Dewey(1933)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수업

에 대한 개념화와 요약을 바탕으로 교사가 능동적으로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도

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Cruickshank와 Applegate(1981)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성찰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피력한다. Schön(1983, 1987)은 전문인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제시하면서 교사들 또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문제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수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비판적인

성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를 동력원으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다. 

   성찰의 과정에 학생과 동료 교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성찰을 보다 공동체 차원

의 범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즉, 협력적 성찰은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

생과 동료 교사 모두에게 인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 생성적인 협력적 성찰 모형을 추

구할 수 있다(권나연 외, 2016).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교사 공동체의 하위기능으로서 협력

적 성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김대훈(2014)은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결성해 참

여하는 국내 지리교사 11명과의 심층 면담을 실행하여 공동체내 토론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반성이 일어남을 확인했다. 이경숙(2015)은 6명의 가정과 교사들이 참여한 교사 학습 공

동체를 구성하여 수업과 수업 설계에 대해 교사 개인과 교사 공동체 집단의 성찰을 함께 진행

했으며, 이러한 성찰적 실천이 교사의 수업 개선에 기여하는 바를 관찰했다. 최영락(2015) 또한

국어 교사의 학습 공동체를 내부자의 시점에서 관찰하여 교사들이 ‘행위 중 반성(reflection in 

action)’ 과정을 거쳐 수업 전략이나 구성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수업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간의 상호작용에서 성찰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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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협력적 성찰 과정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성찰 자체를 위한 독립적인 교사 협의회를 직접적으로 관

찰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영어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개별 교과의 특성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

구는 일반적인 교사 교육을 염두에 두거나 영어 외 교과 영역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대

해 권나연 외(2016)는 문헌 연구와 교과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어 교과의 실정에

맞는 성찰도구를 개발하여 수업 성찰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의 ‘성찰’은 수업 녹화 영

상 시청 후 서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교사들끼리 각자의

수업 진행 방식이나 학교와 학급, 학생들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 부재하

여 진정한 의미의 ‘협력적’ 성찰 과정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명의 영어 교사를 연구에 참여시켜, 각 교사가

서로의 수업을 관찰한 후 교사 협의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게 하고 그 과정을 관찰함으

로써 교사들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찰로 이어지는 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 협의회’는 ‘최소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자신과 동

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C. 협력의 장으로서의 성찰: 사회문화이론

   사회문화이론은 지역 사회와 학교 문화,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가진 내부자의 관점

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인 교

사 협의회 또한 사회문화이론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모델로

는 ‘비판적 동료 그룹’(Critical Friends Groups; Dunne, Nave, & Lewis, 2000; Poehner, 2011)과 ‘동료

코칭’(Peer Coaching; Ackland, 1991; Showers, 1985)이 있다. 이 모델들이 교사 간 협력적 성찰과 교

사의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핵심 연구 기법으로는 교사의 내러티브 작성 및

활용(Doyle, 1997; Johnson & Golombek, 2002; McEwan, 1997)과 탐색 중심의 협력적 성찰 과정 분

석(Johnson, 2009; Johnson & Golombek, 2002)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이론에서는 학습이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회

작용이라고 보며, 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각자가 개인으로서 속한 지역 사회, 학교, 

가정, 교육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을 재구성해 나간다고 본다(Vygotsky, 1978; 

Wertsch, 1991).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개인

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판적 동료 그룹‘이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122

나 ’동료 코칭‘ 모델을 활용한 교사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에서 수집된 대화 및 내러티브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Johnson, 2009; Johnson & Golombek, 2002; McEwan, 1997). 이 과정을 통해서 교

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흥수, 이재희, 차경

환, 이재근(2009)의 연구는 국가 정책적 요인만으로는 한국 영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의 교육

정책과 같은 거시적 요인 뿐 아니라 단위 학교의 문화 또한 교사의 전문성 형성에 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ittle(2003)은 교사에 대한 학교의 지원 정도에 따라

교사 공동체 형성의 용이성이 달라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 전문성과 수업 전문성 계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사 협의회가 사회문화이론의 관점에서 교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면, 협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간 상호작용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경험이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교사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언어로 나타내는 활동은 개인적인 관점을 공론화

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글이나 말을 사용해 다양한 경험을 공

유하는데, 이와 같은 대화적 중재(dialogic mediation)는 교사 서로의 성장에 기여한다(Johnson, 

2009). 특히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

용은 인지 발달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고츠키의 ZPD 개념이 교사 협의

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antolf & Poehner, 2008). 한편 Johnson

과 Golombek(2002), Doyle(1997)은 교사가 작성한 ‘내러티브’와 그 분석이 갖는 강점으로 언어를

매개로 교사가 자신의 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교육 내부자로서의 실

제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형성한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사 협의회는 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이론의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협력적 성찰을 살펴보았다. 사

회문화이론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내부자로서의 교사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료 교

사들과 언어를 통해 교류하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사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동료교사들

의 의견을 내면화하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

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써 ‘교사 협의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교사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 협의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요소 및 교사의 개인적 요소들은 어떤 것

들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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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교사 협의회를 통한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이 수업 전문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Ⅲ. 연구 방법

A. 협력적 성찰 과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중학교 영어 교사 한 명과 고등학교 영어 교사 한 명, 총 두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실행 시점에 두 교사는 경기도 S시에 위치한 공립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교사에 관한 정보

참여교사
교사

경력
소속 학교

수업 담당

학년
관심 전문성 주제

학생의 사회경제적

계층 및 학업성취도

교사A 11년 A고등학교 고3 교수법 관련 지식 중상위

교사B 2년 B중학교 중2 교수법 관련 지식 중하위

   협력적 성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회의를 통해 두 참여 교사1)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낀 실제적인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의 세부 내용과 실행

일정을 정하였다. 두 교사는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연구 참가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 교사의 경력, 속해 있는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영어

수업을 담당하게 될 학년 및 학급, 수업 방식, 관심 있는 수업 전문성 주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영어 구사 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동의해주었다.

1)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참여 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이었으며, 본래 연구는 같은 학
교에 근무하는 두 명의 교사를 모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을 동료 교사에게 공개하
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적었을 뿐 아
니라, 그 중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본래의 연구 계획
수정하여 <표 1>에 제시된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의 수
정이 연구 결과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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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찰 절차

   협력적 성찰을 통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피드백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끼리 수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특히 자신의 수업에 대한 동료 교사의 피드

백을 통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의

수업에 참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한 자기 성찰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았다. 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료 교사 또한 같은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성찰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

에서 기대하는 공동 생성적 협력적 성찰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1] 공동 생성적 협력적 성찰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찰 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는 교사 자신, 협력 교사, 수업이 진행되는

학급의 학생들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업 성찰 체크 리스트(동료 교사용, 학생용), 수업 분석

일지, 성찰 일지가 사용되었다. 교사 간 협력적 성찰 과정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각 회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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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진행/참관: 각 교사가 수업을 번갈아 진행하고 동교 교사는 수업을 참관했으며, 

두 수업은 모두 녹화되었다. 

2. 수업에 대한 피드백 수합: 수업 직후 교사 본인, 동료 교사, 각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에게 수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각각 <부록 1>, <부록 2>, <부록 3>)를 작성하게

한 뒤, 수합된 체크리스트는 수업을 진행한 해당 교사에게 제공되었다. 

3. 녹화된 수업 영상 분석: 각 교사는 녹화된 수업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수업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 분석 일지(<부록 4>)

를 작성했다. 수업 분석 일지는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뿐 아니라 동료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도 작성하게 했으며, 동료 교사의 수업에 대한 분석 일지는 작성 후 수업을 담

당했던 교사에게 전달되었다. 

4. 성찰 일지 작성: 각 교사는 (2)와 (3)의 과정에서 수합된 모든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이 진행한 수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 일

지(<부록 5>)를 작성하였다.

5. 교사 협의회 개최: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교사들은 (1)-(4)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점이나 서로의 수업에 대한 의견, 혹은 그 동안 받은 피드백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

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교사 협의회에 동석

하였으나, 교사 간 상호작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교사들의 논의에 참여하

지는 않았다. 각 협의회는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1)-(5)의 과정이 총 2회 이루어졌다. 협력적 성찰 과정에

대한 위의 기술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긴 ‘협력적 성찰’은 교사가 서로의 수

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가 바탕이 되는 것이다. 즉

한 명의 교사(주로 경력이 적은 교사)가 다른 교사(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에게 평가/지도

를 받는 일방적 관계보다는 상호적 관계를 맺는 성찰 과정이 참여 교사 모두에게 전문성 신장

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위에서 설명된 2차에 걸친 성찰 절차의 전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에서

제시된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 교사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다양한 자

료(수업 영상, 체크 리스트를 통해 학생과 동료 교사가 제시한 피드백, 교사 자신이 작성한 체

크리스트와 성찰 일지)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수업에 대한 성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안내되었다. 따라서 교사 협의회는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교사에게 제공된 자료

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자료는 2차에 걸친

교사 협의회 전사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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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협력적 성찰 과정

B.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가 협력적 성찰 과정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과정

을 살펴보는 연구로 수업의 맥락적·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 한

질적 연구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조영달, 2015).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양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자질들을 최대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사

와 협력 교사간의 협의회 토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력적 성찰 과정이 교사에게 미치

는 내외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분석→해석’의 단계를 거쳐 처리하였다. Wolcott(1994)은 자료를 분석하

는 데 있어서 기술을 통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고,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 하며, 해석의 단계를 통해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

다고 설명한다. 먼저 기술 단계에서는 녹화된 수업 영상과 녹음된 협의회 자료를 모두 전사하

여 문서화 하고 정리하여 결과 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협의회 전사 자료

를 대상으로 연구원 두 명이 자료를 한 줄씩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법’(Strauss & Corbin, 1998)을 적용하여, 자료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그에 맞는 일

차적 명명작업(labeling)을 실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일차적 명명작업을 완료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의를 통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명명작업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리된 명명작업 결과를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사 자료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귀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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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출해낼 수 있었다. 그 후 교사의 수업이 사회적 환경 및 개인적 경험과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이론의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표 2>와 같

이 자료를 총 10개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범주에 대해 설명하고 차후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를

찾아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2> 자료 분석의 대범주와 하위범주

대범주 하위범주 대범주 하위범주

사회문화

적 요인

지역 문화 요소 교사 개인적

요인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인 경험

교육 정책 및 사교육 요소 상대의 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

학교 문화 요소 수업 전문성에

대한 상호작용

수업 자체에 대한 피드백

학습자의 가정 환경 요소 기타 피드백 및 반응

개별 학습자 요소 기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제언

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표 2>와 같이 범주화한 두 차례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

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 협의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요소 및 교사의 개인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하고, 이 기술을 토대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 협의회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신장’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차례에 걸친 교사 협의회 전사 자료는 앞 장에서 제시된 자료의 분석 절차에 따라서 코

딩되었으며, 그 코딩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분류되었다. 연구 설계상 협의회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교사 협의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결과를 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양적 결과를 <표 3>처

럼 정리했다.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각 세부항목에 대한 교사의 유의미한 발화 횟수를 기록한

후, 전체 발화 횟수 중 특정 세부항목 관련 발화 횟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1차 협의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공유가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1차 협의회의 총 발화 횟수 중 50.6%의 발화가 이 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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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교사들 각자가 속한 ‘학교 문화’에 대해 내부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23.8%)을 할애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문화 요소’(10.5%)에 대한 배

경 지식을 공유하였다.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에 관해서는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수업에 관해

경험한 것들(35.4%)을 가장 많이 공유하였다. 이에 비해 2차 협의회에서는 교사들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할당한 비율(22.1%)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수업 전문성에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46.5%) 수업 자체에 대해 논의(14.2%)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차와 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비중 차이는 각자의 학교가 속한 지역 사회

와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필

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2)

   교사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교사A가 교사B보다 더 많이 발화한 것을 볼 수 있다(1차 협의

회 시 409회 대 229회; 2차 협의회 시 390회 대 180회). 발화 횟수의 차이는 특히 수업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1차 협의회 시 204회 대 44회; 2차 협의

회 시 217회 대 48회), 이는 교사A가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라는 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교직에 더 오래 종사하면서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

정을 신규 교사와 공유함으로써 수업 개발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교사B는 본인 학교의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내부자로서의 관점을 더 활발하게 제시하였다. 이

는 교사B가 신규 교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경력 및 경험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

을 띠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3) 

2) 앞서 ‘연구 참여자’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본 연구에는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두 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두 명의 교사들은 상대 교사의 교수 환경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했
고, 이와 같은 상대의 교수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발
화 횟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일정 정도 확보된 이후인 2
차 협의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교사 개인적 요인’이나 ‘수업 전문성에 관한 상호작용’의 발화 빈
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연구의 본래 계획대로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참여
시켜 실시될 수 있었다면 ‘교사 협의회’ 모델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발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결과는 추후에 일선 학교에서 협력적 성찰 도구로서 교사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실질적 시
사점을 제시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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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사 협의 내용의 하위범주별 발화 횟수와 비율

항목
1차 협의회 2차 협의회

총계
교사A 교사B 총계 교사A 교사B 총계

사회문화

적 요인

지역 문화 요소
50

(12.2)*

17 

(7.4)

67

(10.5)

3 

(0.8)

0

(0.0)

3

(0.5)

70

(5.8)
교육 정책 및

사교육 요소

16 

(3.9)

24

(10.5)

40

 (6.3)

8 

(2.1)

35

(19.4)

43

(7.5)

83

(6.9)

학교 문화 요소
83

(20.3)

69

(30.1)

152

(23.8)

62

(15.9)

10

(5.6)

72

(12.6)

224

(18.5)
학습자의 가정

환경 요소

5 

(1.2)

12 

(5.2)

17 

(2.7)

0 

(0.0)

0

(0.0)

0

(0.0)

17

(1.4)
개별 학습자

요소

8 

(2.0)

39

(17.0)

47 

(7.4)

1 

(0.3)

7

(3.9)

8

(1.4)

55

(4.6)

소계
162

(39.6)

161

(70.3)

323

(50.6)

74

(19.0)

52

(28.9)

126

(22.1)

449

(37.2)

교사

개인적

요인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인 경험

186

(45.5)

40

(17.5)

226

(35.4)

196

(50.3)

43

(23.9)

239

(41.9)

465

(38.5)
상대의 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

18 

(4.4)

4 

(1.7)

22

 (3.4)

21

(5.4)

5

(2.8)

26

(4.6)

48

(4.0)

소계
204

(49.9)

44

(19.2)

248

(38.9)

217

(55.6)

48

(26.7)

265

(46.5)

513

(42.5)

수업

전문성에

관한

상호작용

수업 자체에

대한 피드백

31 

(7.6)

13 

(5.7)

44 

(6.9)

31

(7.9)

26

(14.4)

57

(10.0)

101

(8.4)
기타 피드백 및

반응

8 

(2.0)

9 

(3.9)

17 

(2.7)

14

(3.6)

10

(5.6)

24

(4.2)

41

(3.4)

소계
39 

(9.5)

22

(9.6)

61 

(9.6)

45

(11.5)

36

(20.0)

81

(14.2)

142

(11.8)

기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제언

4 

(1.0)

2 

(0.9)

6 

(0.9)

54

(13.8)

44

(24.4)

98

(17.2)

104

(8.6)

총계
409

(100.0)

229

(100.0)

638

(100.0)

390

(100.0)

180

(100.0)

570

(100.0)

1208

(100.0)

*()속의 숫자는 교사별 또는 협의회 별 총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다음 절부터는 협의회에서 나타난 각 항목의 주요 특징과 두드러진 점을 논의하도록 하겠

다.   

A. 사회문화적 요인의 공유

   
   첫째, 참여 교사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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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한 인식이 영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활발히 토론했다. [발췌문 1]과 [발

췌문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육에 대해 해당 지역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교사로서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S시가 가진 특성뿐 아니라 S시 내 경제 및 교육 수준의

차이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속한 지역의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을 공유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발췌문 1]
“교사가 살아나려면 자기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지역인 거 같아요. S
시는.”
“S시는 정말 딱 교사들한테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 정말 스크래치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한계가 없는 거죠. 아예 아

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고 ...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에

서 좀 희망을 봤다니까요.” (교사A;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2]
“경기도 좋아요. 일단 열여섯 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뭔

가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임용시험도 경기도가 매번 먼저 바꾸잖아

요.” (교사B; 1차 협의회 중)

   ‘교육 정책 및 사교육 요소’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사인 교사A는 동료 교사에게 수능의 영

향이 큰 자신의 교수 환경을 설명했다. [발췌문 3]에서 교사A는 수능이라는 국가적인 평가 체

제가 학습자의 영어 교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수 방법에까지 미치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B는 중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으로 자유 학기

제를 들면서 이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실행되고 있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발췌문 4]). 또한 선

행학습금지법을 언급하면서 평가 방법이 고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의 영어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사들의 이러한 의견은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정책 방

향이 교사의 수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하향식 교육 과정의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적절한

교수 모델과 매체를 제공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Kim(2011)의 연구 결과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적 성찰을 통한 영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사례연구 131

[발췌문 3]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학생들 인식이 잘못돼서 영어가 쉬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원서랑 신문이랑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이런 것들을 다양하

게 수능(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교사A;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4]
“자유 학기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씩 수업이 있는데 ... 아이들의 꿈

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주제를 하나 정해 두 시간짜리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짜는 거예요.” (교사B; 1차 협의회 중)
“욕심 상으로는 현재 완료를 배웠으면 과거완료를 가르치고 싶거든요. 못 가르

쳐요. 학교에서는 ... 교육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되게 답답해요 ... 특히
이 법(선행학습금지법) 때문에 제일 엄격하게 보는 게 평가. 중간고사, 기말
고사에 절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거를 못 내고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다음으로 교사 협의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학교 문화 요소’에 관련한 논의에는 중학교

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학교의 행정 처리 방식 및 교사들 간의 관계 등

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는 교사의 수

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이 속한 학교 문화를 상

대 교사와 공유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는 앞선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중심의 교수-학습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

하고 있었지만([발췌문 5]), 중학교의 주된 목표는 고등학교와 다르다는 내부자로서의 관점이 제

시되었다([발췌문 6]). 또한 교사들은 교과 내 다른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정도가 자신의 수

업을 준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발췌문 7)]. 이는 교사 및 교사 공동

체를 지원하는 학교의 문화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교사 전문성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Little, 2003). 즉, 교사가 속

한 학교문화가 민주적이거나 교과 내 교사들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수업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피드백을 교환하고 다양한 교수 방법을 함께 모

색해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발췌문 5]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 (수업 외에) 활동을 ... 못하게 하거든요.”
“학교 자체가 공부만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 전

체가 ... 그 분위기를 수긍하고 있으니까” (교사A; 1차 협의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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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6]
“아무래도 중학교다 보니까 실질적 목표가 수능이 절대 아니에요 ... 그러니
까 제1의 목표는 학생들의 꿈과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교사B;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7]
“(신규 교사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려서 부담을

안 느껴요 ... 제가 그냥 빈 말로 (동료 신규 교사에게) ‘피드백 기대 할게요’
했는데, 정말 한 가득 써 가지고 와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구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별 학습자 특성과 가정환경 요소

는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 개인별 특성에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과 정

의적 특성 등이 언급되었고, 가정환경 요소에는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관 등이 포함되었다. 주로

가정의 분위기와 경제력이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 교사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사의 수업 설계가 달라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교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했던 이유를 자신이 맡은 학급 및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발췌문 8]에서 교사B는 모둠 학습을 통해 자신

이 의도했던 바와 그룹원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내부자로서의 관점을 제공하였다. 또

한 [발췌문 9]에서는 교사B가 왜 교사A의 피드백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발췌문에는 좋은 수업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것이라는

교사B의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발췌문 8]
“조별 모둠을 하면 네 명이 구성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 한 명은 꼭 리더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중간에서 따라오고 ... 이런 식으로 구성

을 해놔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수업 활동이) 진행이 안돼요.” (교사B;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9]
“(교사A의) 학생들은 지식이 있어서 (원서를 변형한 수업이) 가능한데, 우리 학

생들은 ... 주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애들이 과반이 넘는데 ... 그러니
까 이 훌륭한 수업(교사A의 수업)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 놓고 학습자 수준

이 너무 다르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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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사 개인적 경험의 공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교사 협의회에서 많이 발견된 내용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해 온 노력이나 실제적으로 겪어온 경험을 상대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문화이론에 의하면 교사 협의회와 같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ZPD를 확장함으로써 인지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즉, 교

사들은 대화적 중재(dialogic mediation)를 통해 자신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성

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

오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노하우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상대 교사가 쉽게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실천을

동반한 지식을 공유했을 때 상대 교사가 그러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수업과 관련한 교사 경험으로는 교사 자신이 시도해본 다양한 교수법

과 평가법, 경험했던 교육과정 요소, 참여해본 교사 연수 경험, 학생 지도법, 교육관 등이 나타

났다. [발췌문 10]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A는 교과서 및 교수 매체를 재구성하는 자신의 경험

을 많이 공유했다. 학생의 흥미 유발을 위해 교과서 외의 지문들을 현 영어과 교육과정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과 이를 평가에 연결시키는 방법, 학생 중심의 수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일어났

다. 또한 여러 교수법과 평가법을 시도하면서 성공적이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하며 시행착

오를 거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상대 교사가 이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발췌문 11]). [발췌문 12]에서

교사B는 영어 시간 외의 일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을 늘려줄 수 있는 자신

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발췌문 10]
“Reading 지문이 Reading으로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 Reading 지문인
데 writing으로 바꾼다던가 ... 저는 listening을 reading으로 바꾼다던가 하

거나 여기에 외부 지문을 섞어 넣어요.” (교사A;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11]
“(듣기 지문을) 두 번 들려주고 ... 재미있게 그림 그려보라고 한번 내봤더니

...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림

은 아니다 ... 그러니까 매년 실험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교사A; 1차 협의

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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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12]
“아침에 조례시간에 반장이 칠판에다가 (영어단어를) 한 스무 개 정도 써

놔요. ...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계속 그걸 보면서 다녀요. 그게 우리

반 특징이에요. ...  종례 시간에 들어가면 ...  뜻이랑 영어 단어랑 랜덤으로

지워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사용한 질문은 크게 상대 교사의 수업에 대한 배경정보를 요구하는 질

문과 상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요청하는 질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상대의 교수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거나([발췌

문 13]), 상대의 교수 방법을 자신의 교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의문점들을 질문

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발췌문 14]). 예를 들어 [발췌문 13]에서 교사B는 교과

서와 교수매체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A의 교수법에 대해 이를 평가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질문하였다. 또한 [발췌문 14]에서는 교사A의 학생 중심 수업을 참관한 후 이를 자신의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사A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단

계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권유했다. 실용적인 교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교사 협의회가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췌문 13]
교사B: 궁금한 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paraphrasing하라고 논

술형으로 (시험을) 내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교사A: 평가 기준에 ... 지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개수나 문장을 준다

던가. 그 다음에 의미가 같아야 하는데 ... 의미가 먼저냐 문법이 먼저

냐 하면 저는 일단 의미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봐요 ... 
그리고 만점에서 (점수를) 소거하는 거죠 ... 나름대로 (외부지문을 시험

문제로) 바꾸는 거 재밌어요. 선생님도 한번 바꿔보세요 ... 저희는 학생

들에게 (시험지에 낼 외부지문의) 문항 수만 알려줘요.
교사B: 그렇게 해야겠다.
교사A: 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하나나 두 개를 딱 정해요 그렇게 영어과에

서 협의해서... (1차 협의회 중)

[발췌문 14]
교사A: 선생님도 이제 교사가 강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제 수업이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강의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교사B: 어… 저는 그렇게 다 못하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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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해 와서 (학생들한테 시키고)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사A: 제가 (학생들을)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제가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게끔) 시킨 거예요. 저학년일 때부터 ... 매 시

간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씩, 두 시간씩….  (2차 협의회 중)

C. 수업 전문성 향상: 수업 자체에 대한 피드백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서로의 학교와 학생에 대한 배

경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진 1차 협의회 이후에 보다 활발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1차 협의회에

서는 협의회 후반부에서 수업에 대한 논의가 언급된 반면, 2차 협의회에서는 초반에서부터 수

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교사의 성찰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 교사의 교수 상황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

이 상대 교사의 수업에 대해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수업 자체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에 대한 협력적 성찰의 효과는 피드백을 받는 교사와 피드백을 주는 교사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우선 교사A는 교사B의 첫 수업을 관찰하고 1차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B에게 학습자들의 수준에 비해 교사B의 수업 목표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B

는 교사A의 피드백을 실제로 2차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스스로 그 결과에 만족했는데, 

이것은 교사 협의회 논의 내용([발췌문 15])과 교사B의 성찰일지([발췌문 16]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발췌문 17]는 교사A가 동료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

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로 이르게 된 예이다. 교사A는 교사B의 ‘잘 설계된 교사

주도의 수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업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것이 반드시 좋은 점을 아닌 것 같다는 성찰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본인이 수업에 어떤 식으

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발췌문 15]
“저는 저번 수업에서 욕심을 좀 내서 four skill을 다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

했는데 그러한 수업이 통일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

번에는 ... 학습목표를 문법에 두고 four skill을 다 사용하는 것 보다는 ... 
압축해서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고

친 점이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 그 전 수업보다는 하나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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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포커스 된 느낌이었어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발췌문 16]
지난 번 수업 이후에 받았던 feedback을 반영하여, 이번 수업은 integrated 
skill을 목표로 한 수업이 아닌 한 가지 학습 목표에 집중하여 수업을 구성하

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skill을 훈련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보다 통일성

있고 학습효과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차 수

업에 대한 교사B의 성찰일지)

[발췌문 17]
“그날(1차 수업 촬영 시)은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제가 할 게 없어서

저의 역할이 없었어요. 제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다음번에
는 제가 (학생들에게 할) 질문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교사A; 1차 협의회

중)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상대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사가 자

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수업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운영해온

교사A는 교수자 주도의 교사B의 수업을 보고 수업 설계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발췌문 18]). 교사B 또한 교사A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1차 협의회 후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B의 성찰일지([발췌문 19])를

보면 전문 서적을 등을 통해 평소 학습자 중심 수업이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협

의회 자리에서 교사A로부터 경험담을 듣고 이를 자신의 수업에 비공식적으로 반영해보고 난

후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적 여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교사B의 고민이 2차 협의회에 반영되었고

([발췌문 20]) 이에 대해 교사A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볼 수 있었다. 즉 상대 교사의

수업 관찰을 통해서 좋은 교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의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

로 자신의 교수 상황에 맞게 변경·적용하는 것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점까지 깨닫게 된 것이다. 

[발췌문 18]
"(교사B의 수업으로부터) 수업 디자인은 볼 게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수업

디자인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 저희 학교는 수업디자인이 그렇게 중

요하지 않아서" (교사A; 2차 협의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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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19]
A고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고 나서 가장 바뀐 시각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이었고 ... 이를 시도해보았지만, B중학교의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

르렀다. 결국 좋은 교수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학교와 해당 학생들의 여건, 
실력, 조건 등에 따라 효과가 달리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대한 학
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이끌기 위해 수업을 디자인하되, 교사가 학습방향

을 이끌고 적절히 주요 학습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지난

번의 feedback을 반영하여 학습지에 보다 많은 힌트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차 수업에 대한 교사B의
성찰일지)

[발췌문 20]
"제가 (교사A의 수업을 보며) 가장 깨달았던 점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거든

요. 임용 준비할 때, student-centered가 그렇게 좋다고 배웠는데 
student-centered learning을 나도 해야지 해서 사실 해봤어요 ... 그런데 어

느 정도 (학습자의)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구요 ...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

는 개념이 ... 어떤 것은 와 닿아서 내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지 하지만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하지?’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교사B; 2차 협의회 중) 

   이처럼 상호작용에서 상대의 피드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수용된 피드백도 자신의 학급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려

는 자세가 관찰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협력적 성찰에 있어서 대화의 양상 및 피드

백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인데 McEwan(1997)는 내러티브의 기능을 강압적 내러티브(coercive 

narrative)와 해방적 내러티브(emancipator narrative)로 구분하여 내러티브가 개인의 관점을 고수시

킴과 동시에 확장시키는 다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Wallace(1991) 또한 교사 외부에

서 오는 수용 지식(received knowledge)과 교사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오는 경험 지식(experimental 

knowledge)을 활용하여 교사는 자신의 교수활동을 전개하고 개선시켜나간다고 본다. 따라서 상

호작용의 상보적 기능을 발판삼아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한 내용을 수업에 재투입하

고 이를 다시 성찰하는 '성찰의 순환(reflective cycle)'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Wallace, 1991) 것을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교사들의 협력적 성찰 과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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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사 협의회를 통한 협력적 성찰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교사 협의회가 가지는 교사 간 협력적 성찰의 기능

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교사들은 자신의 학교가 속한 지역, 

국가 정책, 학교 문화, 학습자에 해당하는 외부적 환경이 수업에 끼치는 영향을 공유했으며, 이

중 학교의 특수한 교육관, 교육 목표, 교사들 간 협력의 정도 등을 아우르는 학교 문화가 각자

의 수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교직에

관한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기능이다. 여기에는

교사의 경력, 교육에 대한 개인의 신념 등 개인적 요인이 보다 많이 작용하였으며 경력 교사는

신입 교사로부터 최신식 교수법을 배우고 신입 교사는 경력 교사로부터 수업 현장에 대한 실질

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서로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성찰은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의 장을 마련

한다.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교사의 주체적인 모습을 통해, 교사 협의회를 통한 협력적 성찰이 수업 전문성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S시라는 특정 지역 학교에 재직 중인 두 명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명의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현실적인 여건 상 협력적 성찰 과정이 2

회 밖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은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이 교사 전문성 향상 도구로 활용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된 것과 같은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을 다른 교

수 상황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본래 계획되었던 것처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끼리 협력적 성찰 프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 초반에 상대 교사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교사들의 논의가 신장하고자 하는 전문성 영역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참여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교사 전문성 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교사 특성을 고

려하여 참여 교사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연구에서 논의한 바대로, ‘교사의 전문성’이

라는 것은 다면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교사들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전문성 영역이 다

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처럼 ‘교수법 관련 전문성’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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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처럼 고경력 교사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교사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고경력 교사가 신규 교사에게 실제 수업에 적용해본 교수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고 신규 교

사는 고경력 교사에게 새로운 방법(예를 들어,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영어 교과내용 자체, 즉 ‘영어

와 문화에 대한 지식’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들의 경력은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같은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교사들로 프로그램 참여 교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세 명 이상의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

백의 전문성,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수석교사

등과 같이 이미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사가 중재자로서 교사들이 주고받는 피드백의

적절성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참관과 협의회를 총 몇 회 실시할 것인지, 각 협의회마다 얼마 정도의 시

간을 할애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참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교사들 간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할 수 있는 준

비 과정을 갖는 것이 협의회 과정에서 교사 전문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협의회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행하

여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더 나은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그림 3]과 같은 제안 모형을 기준으로 각 학교와 교실 수업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림 3]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 모델 제안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협력적 성찰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교사 본인의 개인적인 성찰과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

을 반영하는 협력적 성찰의 방식을 통해 수업에 대한 다면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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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실천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교수

지식의 양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교수 방법을 자신이 처한 환경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

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협력적 성찰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의 주된 주체들인 교사들이 자발적인 성찰을 통해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좋은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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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어과 교사의 수업 성찰을 위한 체크리스트 (교사 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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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과 교사의 수업 성찰을 위한 체크리스트 (동료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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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영어과 교사의 수업 성찰을 위한 체크리스트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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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업 분석 일지 (교사 본인, 협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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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성찰 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