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식 사회를 대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새로운 방향
임철일*

1. 서론
어떤 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사범대학의 핵섬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
지만， 현재의 사범대학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이나 체제는 대체로 국가 수준에서

지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예컨대， 2009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

소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목은 교

직소양 4학점을 포함한 교직이론이 18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이 포함된 교육실
습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이상의 이수 기준을 맞추게 되면
국가는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며， 사범대학은 주로 지금까지

이러한 국가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관심이 제한되어 있었다. 개별 교과목의 교육내용
과 교육방법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교수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맡겨져 있으며(송광용，

2005; 허숙， 2000) , 학교현장 및 교육 실습과의 연계와 같은 교원 양성 체제 구성 요소
들 간의 유기적인 통합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미자，

2004).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준수를 넘어선 교원양성체제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에 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교원

양성체제란

교원을 배출하는 기관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평가 방

법， 조직， 인사， 행·재정， 시설， 기관에 대한 투입， 과정， 산출 등 복잡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신현석，

2009).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특히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교원양성체제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
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다루었다. 정보화 혹은 지식 경제로도 불리는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점에
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가 교육 분야에 이미 끼친

영향과 향후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
속 되고 있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07; Reigeluth & ]oseph, 2002). 예컨

대， 국내의 경우에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난 1990년대 후반부부터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3) ,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

용 차원에서 벗어나， 사이버가정학습， 이라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활용 등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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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전 세계의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이러한 변화 대응 노력에 비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이론적， 실제적 대응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장언효， 이성흠，

2002).

교육정보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변화하려는 사범대학의 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이대형 외 7 인，

2004).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가 교육에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끼친 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변화와 함께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에 대한 재규정과 함께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과감한 적용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가 교원양성체제의 교육 목표와 교
육 내용 및 교육 방법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와 교육적 대응과 관련된 선행 논의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비교원들에게 새롭게 강조되는 역량으로서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과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음으로 위의 두 가지 역량을 가르치려고 할 때 현재의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역량 즉， ‘문제해결력’과 ‘IT활용 수업역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적용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향후의 연구 및 실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II.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와 교원양성의 논라
1.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와 교육적 대응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은 대체로 교육현

장의 정보화와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먼저， 21α)()년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and Cornmunication

Technology) 를 교

육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지속되어 오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 실행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의 구축에 이어서 2001 년부터

는 본격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ICT

활용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에 현직 교사들

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의 활용 방법을 연수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권혁일，

2004).

넷 수능 강의， 사이버 가정 학습 등과 같은

교육정보화는 2004년에 접어들면서 인터
이러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2α)6년 이

후에는 유러닝 (U-leaming)， 디지털 교과서 CDigital

textbook) ,

그리고 최근에는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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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의 교육 정보화와 함께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가 학교교육에 미친 커다란
영향 중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조에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전통적으로 평생
교육이나 성인 교육 분야에서 논의된 개념이다. 평생교육 분야의 Knowles(1975) 는 자
기주도학습을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

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검토하고， 최적의 학습 전략을 선택， 시행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개념은 정보화 사회 혹은 지식

기

반 사회의 도래에 맞추어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
에 대한 습득을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
으로 강조된 바， 학교교육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 과정에 임하는 자발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인교육의 특정으로만 자기주도학습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
의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중심학습이나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와 실
제가 시도되고 있다(강인애，

2003).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에 대하여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이처럼 교육정보화와 자
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질 때 교원양성을 위한 사법대학의 대응은 어떠하였

는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의 표명이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범
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이 자발적으로 교육정보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

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변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이대형 외 7 인，

2004). 이 점

은 현재 국내의 교원 양성 체제가 기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변수 중의 하나가 교육
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고 볼 때 예측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
원 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기대하는 수준은 ‘교원자격검정령’의 시행규칙에

있는 전공

과목과 교직과목의 학점의 이수라고 볼 수 있다 때0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규칙
에 따르면， 기존에 비하여 교직과목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사범대학을 포함하며(기존
에는 사범계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 정원의

일부분을 운영하는 교직과정에만 적용

되었음)， 교과교육영역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되고，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 실무’와 같은
교직 소양이 신설되며，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한 교육실습의 강화되었다. 이러한 발전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이 여전히 최소한의 소극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기

때

문에 사범대학에서의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대응을 촉진하지는 못하였다는 데에 문제
가 있다. 기존의 교직 과정 중 ‘교육방볍 및 교육공학’ 강좌를 통하여 ICT 활용 교육
을 위한 기초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거나， 각 전공별 개인 교수의 특성에 따라 ‘교과교

육론’ 혹은 ‘교과교수법’ 강좌를 통하여 소개가 이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김영민 외

10 인，

2004). 요컨대，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ICT를 교과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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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역량에 대한 교육적 대응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가 정보 지식 사회로의

끼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학교 전체에
즉， 사회의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대한 새로운 기대로부터 도출되기도 한다.

변화가 일반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교원양성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산업 사회와는 달리 정보 사회 혹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특성에 대하여 인문대학이든 공과대학이

든 상관없이 답을 하여야 한다(박민정， 2(08). 세계의 경제 구조가 산업화에서 벗어나
서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되면서， 주어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산
업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 지식을 재구조화

하거나 다른 지식과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현장의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

몇 몇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학원의 융합 전공， 학부의 자유전공학부 등은 모두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의

이미지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식기반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

면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배출하여야 한다. 요컨대，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를 지난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이는 사범대학의 예비교원
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요구이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가 지

향하여야 하는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있는 예비 교원 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교원 양성 체제의 구성요소와 문제
앞에서

초중등학교의

고， 사범대학의

교육 정보화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

대응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먼저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범대학의

대응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가를

교원 양성 체제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후 정보 지식 사회가 보다 강조
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력에 대해 사범대학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였
는지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 정보화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혹은 문제해결

력의 획득을 위한 교원양성체제의 큰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다음 장에 구체적인 모형
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1)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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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체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조직， 인사， 행·재정， 시설， 기관에

대한 투입요인， 과정요인， 산출 등 대단히 복잡한 요인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진동
섭，

2(04).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ICT를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에 초점을 맞추었다.ICT를 수업에 적절히 통합하는 능력은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수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설
계와 운영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원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의 핵심이 수
업 능력이라고 할 때， 특별히 교육정보화라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ICT를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능력의 획득은 사범대학이 운영하는 교원 양성 체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일반 교직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위한 ICT 활

용 준비 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기 ICT의 도입 단겨l 에
있어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장언효와 이성흠 (2002) 은 ‘정

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교과목의 부족’과 ‘교육실습 과목의 형식적

운

영’둥을 지적하면서 ICT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
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영민 외 (2004) 는 사범대학 과학과

ICT 활용 교육과정 운영전략

개발 및 적용 연구에서 과학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167~ 대학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과학교육 관련 학과의 ICT 활용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과
학교육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펼요한 ICT활용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예비 교원들을 배출하는 사범대

학이 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교원의 ICT 활용 교육이 주로 컴퓨터 기술 위주의 ICT 소양 교육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좌를 통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
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비 교원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실제적으로 예비

교

원들 간의 토론과 협동을 통해 ICT 활용 기술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선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거
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Dutt- Doner

& Powers , 2000; ISTE, 1999;

Jones & Meyers ,

1993). 이에， 사범대학 과학교육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필요한 ICT 활용 교육과정 중
화학교육을 분산형 교육과정 모형으로 채택하여 강좌의 전체 15주 교육과정에서 3주
의 수업분량 (9시간)을

ICT 활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시볍 운영 후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체적인 수엽의 예시와 함께 자신들이 실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범대학에서
의

효과적인 교육적

활용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없었으며， ICT률 교육현장에

수 있는 교육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Willis

ICT

적용할

& Mehlinger, 1996).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이 제대로 ICT를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교사를 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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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q (Brush，
비 교원 교육 프로그램이

1998). 그러나 미국의 경우 ICT 활용을 위한 예

PT3(Preparing Tomorrow' s Teachers to Use Technology

Program) 프로젝트(Ministry of Education, 2004)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999년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서 441 개의 교사 양성 대학 및 기
관에 275 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래의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른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는 예비 교사들이 교
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형과 모형에 대

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Brush

et al. , 2003). [그림 1] 은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

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비교사에게 현장 교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4
예비교사에게

안내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육현장

실제 학교현장에서 효과적 인

현장교사와

기술 활용을 위한 예비 교사

예비교사의 교수

교육

중에

기술 활용을

보조하기 위해

에서 수행을 평가

,

하기 위한 협력

교육 현장에서
대학원생의 보조

교수진은 대학원생이 현장에서 예비교
사와 현장교사， 교육방법

교수진과 협

력하여 일하는 것을 도움

[그림

1] Arisona State University의 기술 활용 교육을 위한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의 학기 단위 현장 실습 과정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하게 대학에서 교수 한 명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과목을 수강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의

지원과 장기간의

실습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예비 교사는 교육공학 교수와 교과 교육 기반의 교육 방

법 교수진들에 의하여 개발된 교수 모형을 학교의 수업 실제에 최소 2회 이상 적용하
고， 이를 비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학 대학원 학생의 지원이 계속된다.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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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되는 시점에 교육공학 교수진， 대학원생， 교과 교육 방법 교수， 예비 교사들이

모여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강평회를 갖는다. 이런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특정
의 수업 모형을 예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모델령’ (modeling) 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당사자들과 ‘협동 활동’을 한 점이 효과적인 요소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예
비 교사들이 교육에 있어서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예비 교사를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Go여lad(l994) 의

‘동시적 개선’ (sim버taneous

renewa1)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는 학교의 개선과 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개선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는 학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동시에
양 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혹은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학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직 교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좋은 학교 만들기

와 예비 교사 훈련을 위한 교사 양성 대학의 변화， 예컨대 교수들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의 도입이 함께 펼요한 것이다. 대학의 교수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비교사들도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무를 가
능성이 많기 때문이다(Thompson

et a1., 2(03). 따라서 이 ‘TechCo’ 프로그램에서는 노트

북을 활용하는 예비 교사들을 위한 교육， 대학의 교과교육 교수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학교 현직 교사와의 협동 활동， 예비교사와 시범 학교간의 교육과정 개발 등이 포
함된다. 즉， 사범대학의 예비 교사 훈련 프로그램 및 관련 교수들의 교육과 함께 현장 초

중등학교의 교사들이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
여

예비교사들의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태도와 역량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사범대학 교수들의 교과목의 변화와 예비 교사에 대한 현직 교사 및 대학원생 멘토링

(mentoring)

모형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교사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에는 사범대학의 교수 및 관련 교과목의 변화， 현직 교사의 참여， 교육공
학 대학원생의 지원， 교육 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비교적 장기간의 프로그램이 효과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예비교사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가， 행정가， 예비교사，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공동체 (community) 즉， ‘협동적 학습

자 공동체’ (Collaborative Communities of Learners) 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 (Seels

et a l., 2(03) 가 있으며， ‘교육 접근 및 전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 (TIffiEAD 프로
젝트)의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 (Strudler

et a1., 2(03) 에서는 기술이 교육의 과정에 실제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국
내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는 사범대학의 각 구성 요소간의 협력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과 사범 대학 간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제대
로 이루지지 않아서 교육 실습 운영이 부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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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과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 학교현장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

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구성주의적 학습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볍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강인애，

2(03)

또한， 산업 사회의 노동자 양성에 벗어나서 현장의 복잡

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전문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도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의과대학의 문제기반학습의 도입， 공과대학의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실천， 그리고 대학원의 융합 전공 및 학부의 자유전공학부의 도입 등이 몇 가
지 사례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교원 양성올 위한 사범대학의 대응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하다. 몇몇

과목에서 개별 교수들의 노력으로 문제기반학습(장경원， 2(08) 이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양 과목의

운영(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미영， 2(09) 이

보고되기는 하지만，

사범대학 전체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이나 문제해결력을 위한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방법의 변화 노력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정보 지식 사회를 대비하는 중등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교원들이 지녀야 하는 전문

성 중의 하나는 바로 교원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실천하
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전통적인 직접적 교수법을 통해서는 쉽게 획득될 수 없다.

직접 교수법은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이 주어진 연습 문제에

Hummel , 2009).

대하여

대답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CH띠tt， Monett,

&

이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일반적인 인지적 학습 목표(예컨대，

주어진 문제를 분명한 절차를 통하여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달성할 수 있
으며，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의미

있는 학습에 이를 수도 있다. 현실에

교수법은 중등학교 현장을 비롯하여
방법 이 다(나동진，

일반 대학에서도 여전히

있어도 직접

지배적인 형태의

교육

1998).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직접 교수법이 자기주도학습 혹은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있어서 구성주의적 관점의 학습 이론 및 학습 환경 설계 이론 (Jonassen， 2004) 의 대답
은 분명하다. 비구조화 된 혹은 비정형적인 Ci11 -defined) 복잡한 문제를 팀별로 해결하

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이나 혹은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범대학의

예비 교원들이 향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가트치려면 바로 사범대학에서 그와 같은 경

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범대학의 전체 교육과정 운영이 자

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직접 교수
법과 함께 문제기반학습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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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식 사회를 대벼하는 교원 양성 체제의 방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정보 지식 사회의 도래에 따른 현재 교원 양성 체제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 지식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사범대학
은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따르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있다. 즉， 지침의

개편 방향을 따르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신설 및

왔다고 볼 수

이수 학점의 조정

및 확대 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등학교 현장의 교육정보화 및
자기주도학습의 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회의 변화에 대학이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후로는 학교 현장의 교육정보화 및 자기주도학습 강화 요구 및 지식 정보
사회가 기대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범대학의
교원 양성 체제의 두 가지 변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IT를 교육 장

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역량의 강화를 위한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창
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대학 수업 체제이다.

L IT

활용 수업역량을 위한 체제

사범대학의 교원 양성 체제에 있어서 IT를 활용하는 수업 역량은 기존의 교사의 전

문성으로 수엽 역량에다 lT 활용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정보화
라는 지식 정보 사회의 변화 과정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IT

활용 수업역량 개발을 위한 체제가 어떤 요소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대학 강좌
에서 구현된 구체적 과정과 결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1) IT

활용 수업역량을 위한 체제의 주요 요소

(1) ICT

활용 교육을 위한 기존 교수 자원의 활용

국내에

있어서

ICT

활용 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DUNET,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
기능， 그리고 각종 교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기존 교수 자원은 학교 현장 교사의 시범 수업 장면을 포함한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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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의

http://www.edunet.net의 교육정보화 연수자료). 이 자료는 특별히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기존의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수업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2, 3학년 때의 참관

수업을 통하여 관찰하거나 4학년 교생 실습 과정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하

였을 때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ICT 활용 수업에 대한 강조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웹

상에 올려놓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라한 자원들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현장의 모습과 학생

들과 교사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들의 수업 준
비 활동을 안내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2)

분석 및 성찰 기회의 제공

ICT

활용 수업이 기본적으로는 수엽의 일종이라고 할 때，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는 수업장학 및 마이크로 티칭(변영계， 김경현，

여전히

ICT

2(05)

활용 교육에서도 요구된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위해서는 이론적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수업을 직접 실행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마이크로 티칭은 매우 필요한 방

법 중의 하나이다.

예비교사가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
신의 수업 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Brush

et al. , 2(03).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의 교사에 의한 수엽이나 선배 예비교사들
의 수업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웹 상에 있는 기존의 자료를 활

용하게 된다. 즉， 현장 교사의 수업과 선배 예비교사의 수업

행위를 관찰하면서 효과

적인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게 되는 경
험을 가지게 된다. 이 후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녹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시
행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분석과 실습 도중에 실시한 수업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학교 현장과의 연계

예비교사의

ICT

활용은 궁극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 획득에 초점

을 맞춘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행위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습에 의하
여 보완되고 완성되어진다. 학교 현장은 여러 측면에서 대학의 준비 과정에서
수 없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았다. 충분하지 못한 시설

경험할

학생들의 예기치 않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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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몇 가지 예에 속한다. 따라서 예비 교사블은 대학에서의 실습 준비를 토대로 실

제 학교 현장에서 시범 수업을 하게 되며， 이 때 특히 현장 교사의 풍부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Thompson et al. , 2003).

지속적 지원 체제의 개발

(4)

예비교사들이 ICT 활용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작 단계에서부터 최종적
인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단계별로 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Strudler et a I., 2003).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
전에 준비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활동과 실습 후 전체적으로 성찰하는 활동 등이
서로 연계된 상태로 나타나야 한다.
실습 전의 활동은 관련된 모형， 자료 등의 수집과 분석 및 자신의 준비 활동에

초

점을 맞추게 된다(김영민 외， 2004).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ICT 활용 교육의 가능
성과 난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성찰함으

로써 실습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실제 실습 활동은 사전에 준비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동료 예비교사와 현장 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음에 설명하게 될 웹 기반 지원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의 λ} 소
통 및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웹 기반 지원 시스템의 토론방 등을 통하여

자신 및 동료 예비 교사들의 수업

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습이 종료되고 다시 대학에 돌아온 후 자신들의 전체적인

실습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ICT 활용 교육 방법의 특성 등을 논의하게 되며， 예비교사들은 ICT 활용
교육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5)

웹 기반 지원시스템의 개발

이상의 모든 개발의 원칙은 웹 기반 지원 시스템의 개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예
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향상은 한 번의 활동이나 안내를 통하여 획득될 수 없다

앞

의 원칙에서도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많은 자원의

제

공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웹 기반의 지원시스템은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ICT 활용 수업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SeeIs et a I., 2003). 예비 교사들은 웹 환경을 통하여 준비된 각종
자료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며， 자신의 수업 활동을 성찰하고 동료 예비교사들 간에 서

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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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2009. 12)

활용 수업역량을 위한 체제의 구체화

앞의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그림 2] 와 같은 예비교사의

IT

활용 수업 역량을 위한

체제가 구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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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ε5 훌 21 2: 및

짜거청활 보고서
용파

γ;ι

J‘l?!올 끓통졸21 .2.

수없훨웠시~템

교수잠， 않씨t 뼈tlJli썼얀홉~t옳옳및 상흉작용 패행
[그림

2] 예비교사으IIT 활용을 위한 체제의 개요

[그림 2] 에서 예비교사의

IT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실습 전 단계와 실

습 중 단계， 실습 후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
3] 과 같은 예비교사의

ICT

활용을 위한 웹 기반 지원 시스템을 개발되었다. 웹 기반

지원 시스템은 크게 프로그램의 원리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프로그램 안내’와 기
초 이론 교육， 수업 사례 분석， 수업 설계안， 수업 시연， 현장 수업 실행， 성찰 및 토론
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절차’， 동료 간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티’， ICT 활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수업지원’ 페이지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공지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 Notice ’ 및 관련 자료의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올리기 위한 ’Q&A' 등이 있다.

탑재를 위한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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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지원 시스댐의 구성

실습 전 단계는 기초 이론 교육 단계와 수업사례 분석 단계， 수업설계안 개발 및
수업 시연 단계로 구분된다. 기초 이론 교육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전 온라
인과 오프라언을 통해 전공교과 내용 및 수업 설계에 대한 기초 이론과

ICT 활용 수

업에 대한 기초 이론， ICT 활용 수업 전략 및 모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게 된다.

단계에서 교과 교육 교수들은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공학 교수들은 수업

설계 측면에서

ICT 활용 지식을 제공하게 되며，

활용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ICT

이

웹

기반 지원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 활동
을 관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

참조).

〈표 1> 예비교사의 ICT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의 특징
단

세부

겨|

단계

~、크l

기초

주체멸
내용

·프로그램에

예비교사

대한 전반적 ·온/오프라

교과교육
교수
교과내용

역할

교육공학
교수
·수업설계

현장 교사

웹기반 지원
시스템

·온라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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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공교과 내용 및
수업설계에
이론

:líl.~

인을 통한

Eg
를

이론의

중심으로

A
닙 Z
「

대한

ICT

기초이론 습득

.ICT

즉면에

활용

지식

활용 수업에 대한

서

위한 컨텐츠

제공

ICT

활용지

·학습자의

식 제공

학습활동 관리
기능 제공

제공

기초 이론 습득

.ICT

활용 수업 전략 및

모형에 대한 이론 습득

.ICT

활용 수업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려|어|

우수 사례를

대한 분석

동영상으로 제공

및 평가

ICT

피드백

우수 사례
동영삼 제공

·보고서 제출 및

수업사례 ·사례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
는ι즈~6i션

활동(보고서 제출)

활용

제출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 도구

-예비교사의 보고서
공유， 피드백 및

제공

At=i

상호작용

전

·전공교과 내용，
수업설계 및

‘수업설계안 ·설계만 및 수업
작성

ICT

활용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

ICT

수업설계안 개발 및
수입설계
안
개발，
수업시연

및

제출

·수업설계안과

시언에 대한

수업 시연

피드백， 평가

동영상 탑재

·수업시언

및 피드백을

‘동료 간

위한 상호작용
도구 제공

피드백

제출
·교수진， 동료 간 피드백

평가를 통한 수정

및

보완

·보완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수업 시연

(동영상 녹화 및 웹에

탑재)
교수진， 동료 간 피드백
평가 및 자기 성잘
수입설계
안
개발

실
AE크

현장

g

수업

·교육실습 줌
수업을 직접
수업

실시

ICT

활용

·현장 수업

실시

후 자기 성찰

실시

수업설계만

·교수진， 현장교사，
동료의 피드백

-ιTι::.~{야
g~프}

·현장

예비교사의

수업에

수업관찰 후 피드백

대한

제공

~~
닙{

바탕으로 개선된
L_

·수업

동영상 및

관련 자료
게시

참여자 간

관찰을

λ
。}오
2~ 도
E국그듣
ζ그를

-/T、::.~

통해

위한 도구

도。여。사。

피드백

제공

수업자료，

·성찰 및 피드백을

•}••

·동영상을 통하여

__

L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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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시

및 결과 제줄

제줄

제공

개인별

평가

포트폴리
~、~

오

·학습자의 제출 보고서
및 피드백

성찰 및
자기평가

개민별 포트폴리오로
저장하여

1
」
E
、

내용을

·예비교사의

(웹기반

동료간
피드백

ICT

활용 수업을

시스템

지원하기

을 통해

공간 제공

·개인열 포트폴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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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인열

통한 평가 및

포트폴리오

피드액

제공

평가의

근거로 사용
우

성찰보고
서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예비교사의 성찰
및

자기

평가

기초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ICT

활용 수업에 대한 우수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

공하고， 제공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활동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예비교사들이 제
출한 보고서를 공유하여， 상호간의 피드백 및 교과교육 교수와 교육공학 교수의 피드
백을 제공받게 된다. 이 때 웹기반 지원 시스템은

ICT

활용 우수 사례 동영상을 제공

하고，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 지원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실습 전 마지막 단계인 수업설계안 개발 및 수업시연 단계에서는 전공교과 내용，

수업 설계 및

ICT 활용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ICT 활용 수업설계안을 개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수업설계안은 교수진과 동료 간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수
정·보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안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수업 시연을 하고， 시연 장

변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웹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과교육 및

교육공학 교수들의 역할은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수업설계안 및 수업 시연에 대해 평

가 및 피드백을 하는 것이며

웹기반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평가 및 피드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안과 동영상을 탑재하고，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 지원 도구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 중 단계는 수업설계안 개발， 현장 수엽， 수업성찰 피드백의 세 가지 하위 단계
로 나뉘며， 각 단계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습 중 단계에서는 교육실습 중

IT

활용 수업을 직접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자기 성찰과 수업 장면에 대

한 교수진， 현장교사， 동료 간 피드백이 제공되며， 성찰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수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현

장수업 실시를 위한 수업설계안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된 수업설계안을 토대로 현장수

업을 실시 한 후 수업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상호 간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라고 이 단계에서 현장교사들은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직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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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및 피드백을， 교과교육 및 교육공학 교수들은 동영상을 통하여 예비교사의 수업 관

찰 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기반 지원 시스템은 수업 동영상
및 관련 자료의 게시와 참여자간 상호작용과 예비교사의

IT 활용 수업을 지원하기 위

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실습 후 종합 평가 단계는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예비교사의

성찰 및 자기평가 단계로 학습자의 제출 보고서 및 피드백 내용을 개인별 포트폴리오
로 저장하여 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성찰

및 자기 평가를， 교과교육 및 교육공학 교수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통한 평가 및 피
드백의 제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웹기반 지원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포트
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지윈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대학 수엽 체제

대학에서 문제해결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문제해결력을 별도로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대학 강좌에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제해결력의 전이 가능성을 보다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통합형 모형의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창의성을

고려한

문제해결력

모형으로

Solving)( 이상수， 이유나，

평가받고

있는

2007; Treffinger et a1.,

‘창의적

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21α)()) 모형을 활용하는 통합형 수엽

체제의 원리와 상세 설계 지침을 소개하였다.

(1) 일반적 인 설계 원리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에 따라서

대학의 특정 강좌가 설계되고 운영될 수가 있다. 이른바 통합형 대학

수업 모형을 위하여 관련된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일
반적 원리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전통적 교수 · 학습 환경인 교실과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제공하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열어나게 된다. 이상수와 이유나 (2007) 의 연구에서
는 발산적 사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이， 수렴적 사고를 위해서는 면대변 환경이 적
절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적절한 도구를 활

용함으로써 발산적 사고뿐만 아나라， 수렴적 사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도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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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면대면 교실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팀 구성원간의 협의와 교수자의 모니터링
이 포함된다.

둘째， 학습자들의 협동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라. 창의적 사고

를 위해서는 협동 학습이 효과적이다. 최인수 (1998) 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는 창의
적 성취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동료는 창의적 성취를 하는데 새로운 자
극이

될 수 있다. 정은이 (2003) 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사전달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라， 대학에서의
(최인수，

1998).

창의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실제적인 과제를

창의성 교육은 해당 학문의

영역과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성을 영역 특수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창의성

이 다른 영역에서의 장의적 성취와 상관성이

없으며，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본다(한기

순， 200이. 따라서 대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제를 중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라. 이상수와 이유
나 (2007) 는 발산적 사고를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이종연과 동료들
(2007) 은 장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발산적 사고 뿐 만

아니라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전체 문제해결 과정 단계를 관리할 수 았는
환경의 설계를 포함하였다.
다섯째，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및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라.
학습자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은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및 사고 기법에

대한 소개와 학습자 활동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과 기법을 소개하는 이려닝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습자들

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튜터의 활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섯째， 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라.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몰두， 만족감， 흥미와 같
은 내적 동기는 많은 학자들에

있다(Amabile，

1996).

의해 창의적 산출을 돕는 기제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따라서 학습자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성찰일지를 작성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해결 활동에 대하여 반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내적 학습 동기
가 촉진될 수 있다.

(2)

상세 설계 지침

앞에서

확인한 일반적인 여섯 가지의 설계

상세 설계 지침을
였다.

원리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그림 4] 와 같은 이론적 구성 요소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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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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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식 및 수업 전개 단계에 따른 이론적 구성요소의 도출

교질수업

찮잃굵p :흉컵영갔훌뀔였짧
LI. 딩프로젝트주제소개

·딩 프로젝트문제방항안내

온라인학습활동

jω)활)、j‘따헥ζ
컨탠츠(모들 3 학융)

’지작성

·온라안 CPS 지원시스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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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효과성진단질시

싫꿇￡

r-파--、

\、뭘간닫견1.)

[그림

5]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기반 통합형 대학 수업 모형

첫 번째 이론적 구성 요소는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구분과 관련된다. 이 구성
요소는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이 온라인 시스템 기반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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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 수업 및 온라인 학습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게 되는 측면들을 포

함한다. 두 번째 이론적 구성 요소는 수엽의 전개 단계와 관련된다. 창의적 문제해결의
본격적 활동(실행단계)을 가운데에 두고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및 사후 평가하는 활동
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 예비 실행 단계， 실
행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상세 지침을 도출하게 되었다. 마지

막 구성 요소는 창의적 문제해결 (CPS) 의 단계와 관련된다.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은 크
게 세 가지 단계 즉 ‘도전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행위블 위한 준비’로 구성된다.

확인된 세 가지 이론적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상세 설계 지침이 개발되었다. [그림

5] 는 상세 설계 지침을 시각화 한 것이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준비 단계에서는 교실 수업을 통하여 창의성의 개관 및 팀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가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는 창의성에 관한 기초 교육이 이러닝 컨텐츠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이러닝 컨텐츠는 크게 창의성의 일반 개념，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안내， 창

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위한 도구와 기법의 소개로 구성된다. 학습자들은 이러닝 컨텐
츠를 학습한 후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두 번째 예비실행단계에서는 팀별 활동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지원 시스템 소개 및
학습자 등록 그리고 팀 프로젝트 문제의 제시가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팀 활동을 위한
팀 효과성 진단이 실시된다.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며，

*

써갱
꿇

總總
懶

팀장을 선발하고， 팀 효과성 진단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팀별 활동의 방향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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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PS 단계별 교실 수업 및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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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실행단계에서는 교수자와 조교의 지원 및 안내에 따라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을 통한 팀 프로젝트가 수행된다([그림 히 참조). 교실 수업에서는 팀별 토의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단계에 따
라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활동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도전의 이해’ 단계의 ‘기회의 구성’에서는

Braínstorming, Hits, PMI를 통한 발산적 사

고와 수렴적 사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의 ‘자료의 탐색’에서는

Hits, PMI가 활용된다. ‘문제의

골격

이루어진다. 먼저，

Attribute listing ,

구성’에서는 Braínstorming , Hits , Evaluation

matrix가 활용된다. 두 번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Braínstorming , Hits , PMI가

활용된다. 세 번째 ‘행위를 위한 준비’ 단계의 ‘해결책의 개발’ 및 ‘수용토대의 구축’에
서는

Braínstorming, Hits, PMI가 활용된다. 전체 실행 단계에서는 텀별 조교를 배정

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 및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팀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 발표와 최종 산출물 발표 및 토의가 있게 되
며， 팀 구성원들 간의 참여 수준에 대한 동료 평가가 실시된다.

IV.

결론과 향후 과제

어떤 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다루는 교원 양성 체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는 교원 양성 체제에도 큰 변화
를 요구한다. 국가 차원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는 중등학교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교육의

정보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실행하
는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정보지식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을 학생들이 갖추게끔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중등학교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
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문제기반학습의 적용은 그 중의 한 가지 예이다.

한편，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 과정은 새로운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양산에서

기존 지식을 재구조화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현장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줄 아는 창의적
문제해결 전문가의 양성을 기대하고 었다. 이는 대학이 어떤 사람을 교육할 것인가에
큰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인문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에 상관없이 창의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을 갖춘 대학졸업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
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의 정보 지식 사회의 변화 요구

정보 지식 사회를 대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새로운 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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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실행할 줄

아는 수업 역량을 갖추면서 동시에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예비 교원의 양성을 사범대학의 주요 목표 및 운영 방식의 축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
였다. 하나는 IT를 교육 장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

제이며， 다른 하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대학 수업 체제이다. 이 두 가지
체제는 모두 다 구체적인 설계 원리와 지침을 바탕으로 웹 기반의 지원 시스템을 활
용하면서 사범대학의 강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과 개선 방향이 확인
되었다(임철일， 2006; 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미영， 2어9).

본 글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제시된 지침의 준수 즉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의 이수를 벗어나서 사범대학과 같은 교원양성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변

화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함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보 지식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위 교과목의 자율적

인 운영 차원을 벗어나는 보다 혁신적이면서 체계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대학 차원의 구체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 교직
과목과 전공과목 교수진 운영 방식의 협동적 연계， 사범대학과 학교 현장 및 교사와의
협조， 그리고 개별 교과목과 교수의 강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물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

제 적용 및 개선 방향 도출 및 재적용의 순환적 단계를 거치면서 최적의 상태를 확보
하려는 설계 기반 연구 (Design-based research) 의 이론적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 번의 기획과 적용을 통하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의

현

장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의 교원양성체제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

본 논문은
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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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 지식 사회를 대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새로운 방향

임철일

본 연구는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가 교원양성체제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

법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 과
정에서 초중둥 학교 현장의
맞추어져

있음에

변화는 크게 교육 정보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강조에

비하여，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는 국가 주도의

교원자격검정령의

큰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교육 정

보화 및 자기주도학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
다.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 장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역량 강화
를 위한 체제의 설계이며， 다른 하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대학 수업

체

제의 개발이다. 두 가지 방향과 관련된 실제적인 체제의 설계， 개발 및 운영 전략을
소개하면서， 향후 교원양성체제가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 및 학교 현장의 변화에
극적으로 대응할 펼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I주요어】

정보 지식 사회， 교원양성체제，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업 역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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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direction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for the
challe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Lim. Cheolil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to the goa1 s and methods for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changed their efforts
to adjust the societa1 change, emphasizing students ’ self-directed learn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teaching and learning. However, the schools of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had not changed actively to answer the 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except fo lI owing the regulation of Teacher
License Qua1ification by govemment. This study suggested two exploratory system
which could make the pre-service teacher eduction positively react to the demands
of IT utilization in learning and teaching 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One
was for assisting the pre-service teachers to use effectively the IT tooIs and
softwares , and the other was to support the systematic experience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activities.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to develop the
suggested system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lety.
[Keywords>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Creative Problem Solving, Instruction a1 Compet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