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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과교육의 교사지식 체계화 연구*

강 신 복

(체육교육과)

I . 서 언

교수 연구모형에서 교사지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이전에 수행된 연구의 주된

흐름을 고찰해 보면， 50-60년대에는 교사의 특성 변인이 학생의 성취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상황-결과(context-product) 연구가 주류를 형성

하였다. 그후 70-80년 중반까지 교사 수엽의 과정과 학생 학습의 결과 변인

(process-product)의 연구가 교수 연구를 거의 독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교수기술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체계적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본가정으로 시작되었고， 체계적인 교

수-학습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다. 수업의 향상은 학생의 성취도

를 높이는 교사의 기능 향상을 의미했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수업기능의 향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행동 중 어떤 행동이 학생의 학

습성취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경험 분석적 ”교수효율성 연

구"(teaching effectiveness research)7}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이러한 교수효율성 연구는 수업을 과학적 탐구대상으로 보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원리나 법칙을 개발하였으며 그 동안 비체계적이며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교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교사교육에 적용하여 수엽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은 체계적 관

찰 같은 기능주의적 연구방법을 지양하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개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 교수 효율성 연구는 ‘웅용 과학적 교수관’(an applied science view of

teaching)에 기반을 둔 것으로 교육내용과 관련이 없는 ‘교육 방법’적 지식과 기능

만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간주하여 교수에서 ‘교과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 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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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수 효율성 연구는 교사의 관찰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교사

의 ‘지식’을 이해하는 데 노력하였다. 교수 과정에서 ‘아는것’ (knowing)은 ‘하는

것’ (acting )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챙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의해 ‘지식’측면이 연구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 몇 십년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주장 만큼， 교

사의 전문능력의 개선에 그다지 실제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Carr & Kenmmis, 1986; Schon, 1983).

80년 중반이후 교사의 인지과정 (cognitive process)연구는 숙련 교사(expert)와 초

임교사(novice)의 인지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인지과정과 지식의 치一이가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교사의 전문지식

연구의 단초를 형성하였다. 특히 교사지식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던

Shulman(l986)은 대부분의 교사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수엽의 과정-결과 유

형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여 연구 결과는 과정-결과의 연구 유형과 유사하다고 비판

하였다. 그리고 교사 인지과정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과내

용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그러한 이해 (comprehension)와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

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7가지로 분류하고 전문교과

영역의 교사가 지녀야 할 필수적 지식으로 교과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 교육

과정지식 (curriculum knowledge) , 수업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제

시한 후， 이 중에서 수업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hulman의 연구는 수업 내에서 교사의 ‘지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

‘교사지식 연구모형’이라고 불리는 연구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교사지식 (teaching knowledge) 또는 교수학습(learning to teach)의 연구는 교육연

구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비로소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여 연구하

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교사지식에 대한 관심은 교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what

teachers need to know)과 그들이 훈련될 수 있는 방법 (how they can be trained)

등 교사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으며， 실제 교사가 알고 있는 것 (what teacher

knows)과 그 지 식은 어 떻 게 습득되는가(how that knowledge is acquired)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되어 왔다(Carter， 1987).

따라서， 교사지식에 관한 연구는 생산적이지만은 않았다 (Feiman-Namser, 1983;

Zeicher , 1987). 또한 교사교육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 개인적 특

성이 교사교육 상황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

하다(Zeicher， 1986).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교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의 습득방

법에 관한 본질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지식의 연구가 일반 교육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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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부터 체육교육의 연구에 도입하게 되었다. 체육교수 연구가들에 의해 교

과내용 지식과 수업지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인지과학이나

해석적 연구의 신 개념의 도입과 방법론적인 도구를 통하여 체육교사지식의 특성과

본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이론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교사교

육의 실천에 관한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또한 체육 교사지식 연구는 실천과

관련된 지식습득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의 교수능력과 교과내용에 대한 숙달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은 교사 이전의 개인적 전기 및 특성 그리고 직전교사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이나

교육적 경험들과 교사로서의 부단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습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교사의 수업지식은 교수활동을 조

직하고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적인 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rter， 1990).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교사지식 또는 교수학습

(learning to teach)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일반 교육학에서

의 교사지식의 개념과 연구동향을 개관한다. 주로 전문교과영역에서 중요시하는 교

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

에서는 체육수엽의 효율성연구의 한계를 극복 또는 보완하려는 연구로 주목받고 있

는 체육교사의 지식개념을 정의하고 연구동향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체육교사

지식과 교사교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교사교육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시사점

을 알아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각 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사지식의 의미를 규명하고 기존의 기능주의적 체육교수관의 대안으로 실

천적 체육교수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글을 마무리 한다.

II. 교사지식의 개념과 연구동향

1. 교사지식의 개념

교사지식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몇가지 독특하지만 중복되는 연구

방법이， 가정과 강조점 그리고 이론적 틀이 다른 몇 가지 연구방법을 발전시켰고

교사지식에 관한 공통적인 주제들을 공유하게 하였다. C없er(990)는 세가지 방법

으로 교사지식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즉，(1) 사고과정 연구: 의사결정과 숙련

교사와 비숙련 교사의 비교， (2) 교사의 실제지식에 관한 연구: 교사가 수업실행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과 복잡한 수엽상황에 대처능력， (3) 수업지식: 교사의 교과

지식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이다. Carter의 교사지식 연구의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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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과정연구는 심리학적인 언어와 통제된 실험실 상황， 그리고 표준화된

과제 그리고 자료수집 절차를 이용하여 교수에 대해 사고하는 교사의 인지과정과

수행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실제적 지식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개인적 지식과 수업환경에 대한 생태학

적인 분석환경이 참여자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개인지식

의 연구는 현상학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사의 집중적인 관찰과 면담 그리고

참여한 교사의 표현을 반영하는 언어로 결과를 제시하는 질적 또는 해석적 연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특성(ideosyncratic) , 교사가 수업상황을 이

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교사의 판단과 의도 그리고 신념에 초점을 둔다. 생태학적

연구는 특정한 과제가 교사의 사고와 행동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주로 질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한다. 즉 참여자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과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수업환경의 구조를 공식적으로 분석적으로 기술함으로

써 교사의 지식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지식에 관한 연구는 사고과정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사례를 재구성하며 교사 지식의 중요한 특성으로 교과 내용과 그것을 설명하는 틀

을 파악하였다.

C삶er(1990)의 연구는 교사의 전문지식 연구 내에서도 가장 독특한 이론적 토대

와 연구방법을 제공한 Shulman의 교사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육내

용의 효과적인 ‘전달(transmission)’ 방법을 중요시하는 웅용과학적 교수관과는 달리

교육내용이 ‘질적 전환(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Shulman(1987)은 대안적 교수

관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사교육 개혁의 준거로서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7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CD교과내용지식，CZ)교수방법 지식，®수업지식，@교육

과정 지식，®학생에 관한 지식，®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 ， CfJ교육목적과 철학적

배경에 관한 지식 등이다.

특히 Shulman(1987)은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교수방법적 지식을 강

조해 온 기존의 교사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위의 일곱 가지 지식들 중에서 ‘교과내

용지식’과 특정한 교수상황에서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방법 지식의 합성으로 나타나

는 ‘수업지식’이 교사전문성의 요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Shulman(1987)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각 교과교육학 분야(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체육 등)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관

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rossman(1990)은 Shulman(1987) 이 제안한 일곱 가지 지 식으로 구성된 교사지

식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톡특한 접근방식으로 교과내용지식， 교수방



체육교과교육의 교사지식 체계화 연구 209

볍지식， 수업지식， 상황지식 등으로 분류한 ‘교사지식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그렴

1 참조). 이와 같은 Grossman의 이론적 모형은 각 교과교육 연구자들에 의하여 교

사지식의 분석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Grossman의 연구 모형은 첫째， 다른 모

형에 비하여 교사의 지식을 정의하는 견해가 명쾌하고 둘째 교과교육연구에 적합

한 모형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었다(안양옥， 1994).

Grossman(1990) 은 교사지식을 교과내용지식， 교수방법지식， 수업지식， 상황지식

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 가지 지식 및 그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교과내용지식

종합적 | 실체적 !
I .:" ~ 내 용

구 조 l 구 조 l

교수방법지식

학습자의 I ~ ....., _, _, I ..:-1 ~ _,....- I
| 수업관리 | 학습지도 | 기 타

학 습 I ' ~ ~-， I ，~ ,- I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목적과 신념

학생이해지식 l 교육과정지식 1 수엽전략지식

상 황 지 식

학 생

사 회 지 역 학 교

〈그림 1) 교과지식의 연구모형 (Grossman. 1990)

口 교과내용지식: 교사 개인이 교과와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정보， 기술， 경험， 개염

의 축적과 구조를 의미하며， 내용， 실체적 구조， 그리고 종합적 구조 등의 세 가

지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 내용: 교과영역내의 사실과 개념에 관한 지식과 이들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지식

@ 실체적 구조: 모학문내의 다양한 패러다임에 의해 형성된 교과내용의 지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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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구조: 모학문내의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됨으로

써 형성된 교과내용의 지식구조

口 교수방법지식: 수업전략 및 운영， 학생의 이해 등과 같이 교과내용과 관계없는

측면의 지식을 의미하며， 학습자와 학습， 학습지도의 원리， 수업관리， 교육의 목

적에 대한 신념 등의 네 가지 하위 요소가 포함 된다.

@ 학습자와 학습: 학습이론 및 발달이론 등과 같은 지식과 기술

@ 학습지도의 원리: 실제학습시간， 소집단지도 등과 같은 교수의 일반적 원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 수업관리: 수업관리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 교육의 목적에 대한 신념: 가치정향과 같은 역사적 · 철학적 배경에 관한 지식

口 수업지식: 교사 개인이 특정한 수업상황 속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방법지식의 합성으로서，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목적과 신념，

학생이해지식， 교육과정지식， 수업전략지식 등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D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목적과 신념: 특정 학년 수준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지식

@ 학생이해지식: 세분화된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판단능력

@ 교육과정지식: 특정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데 이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및 내용구성(범위와 계열성)에 관한 지식

@ 수업전략지식: 특정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口 상황지식: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 외적 · 상황적 요인에 관한 지식을 의미

하며 학생，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등의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 학생: 특정한 학생에 관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개인적 배경， 가족， 관심 등이

포함된다.

@ 학교: 학교상황의 이해에 관한 지식으로서， 학교수준에서 학습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과 학교문화， 행정적 지침 등이 포함된다.

@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요구에 관한 지식

@ 사회: 사회의 요구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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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지식의 연구

교사가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르칠 교과에 대

한 지식은 특히 중요시될 것이다. 교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 그러나 모든 교사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교수내용(teaching materials)을 가르치

는 일에 직면하게 된다. 중등학교 수엽에서， 영어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한번도 읽어

보지 않은 문학작품을 가르치고 생불교사는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가르치게 된다.

가정과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와 같이， 교사가 완전히 그들의 전공분야가 아

년 교과를 가르치도록 요구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수업에서， 교

사는 다른 여러 교과목틀을 교사 자신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연구해온 극소수의 교

과목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교과에 대한 교사지식이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

서 필히 중요하단 말인가?

직관적으로 교과내용 지식이 잘 가르치는 데에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이 분야

의 초기 연구는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과 학생성취의 측정을간의 상관관계를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그 초기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의 특별한 측면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시기상조였다.

최근에 관련된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특별한 내

용에 관한 교사지식과 교사계획 및 교실 수엽의 실제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

춰，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교과

내용지식에 관한 연구와 수업지식의 연구결과를 조망하고， 이 두 지식의 통합적 측

면에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과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의 연구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을 설명한다. 교사는 교과지식의 본질

예를 들어， 과학을 아는 것과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셜명

한다. 게다가 교사는 설명적 개념을 그들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교과내용을 조직하

여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을 설명한다.

연구들은 교사의 교과에 대한 배경지식이 지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었다. 미시간 주립대학 교사교육 연구센타는 예비교사가 교사교육

기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지닌 수학 및 작문의 교과지식 수준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상황에서 그들의 교과내용지식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용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교과내용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를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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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대규모 표본조사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교과내용영역

에서 일반적인 교수과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소규모 표본을 중

심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Ball (l988)은 수학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교사는 수학 지식의 본질을 자의적으로， 규칙위주로 제시한다

고 주장한다. 이런 교사들은 논리적으로 추론된 개념보다는 임의적인 규칙들로 개

념을 설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수학 지식의 본질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

은 고급 수학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들을 찾도록 유도하고， 특별한 방법들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발

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수업에서 이러한 교사는 정답보다는 수학

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수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낮은 교사는 임의적이며 규

칙적인 연산방식의 집합으로서 수학을 설명한다. 그런 교사의 수업에서 수학을 아

는 것은 정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Ccσter， 1990).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정한 설명적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교과를 설명한다.

Wilson과 Wineburg(l988)는 초임 사회과 교사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현저하게 다른

설명적 개념을 사용했고， 교사 자신의 교과배경지식에 의존해서 다르게 내용을 구

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회과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재학시 전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구성체제 및 설명적 개념에 의존하였다.

Gomez(l988)는 전문교과과정의 입문 과정에 등록한 90명 의 학생들에게 작문학습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작문에 소질이 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에 관한 정보와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작문의 여러 측면을 알아

보기 위하여， 몇 개 문항의 필답고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작문학습에 관한 배

경지식과 작문의 여러측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결과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작문실력과 작문과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키

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과내용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Gomez는 작문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글쓰는 목차와 좋

은 글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Gomez는 학생의 글에 대

한 교사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교사들이 표본의 선별된 학생의 작문과제에 대한 피

상적인 특정에만 관심을 보일 뿐， 글쓰는 전과정의 다양한 특성을 개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과 내용을 알리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 지식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한

다. 어떤 영역에 대한 과정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개념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가들은 과정적 지식은 지

녔으나 개념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을 많이 발견하였다(Ball， 1988; Leinhardt &

Smith, 1985). 종종 특수한 기술과 관련된 과정적 지식은 교사에게는 암묵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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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에 대한 좀 더 명백한 지식이 없이 교사는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

할 수 없다. 초임 영어교사는 영어 문법에 대하여 직관적인 감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그녀 자신의 글쓰기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망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실

패하였다. “나는 항상 문법에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Grossman,

1987).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

과를 아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학교 자연수업 연구에서 교과내용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식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교사가 익숙치 못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되는 전략중의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학교 과학수업 연구에서 Smith와 Neale(I985)의 연구에서 엿볼 수 있

듯이 교사들의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수준이 수업을 실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밝혀 내었다. 유사한 연구가 초임 영어교사에서도 수행되었는데 그들이 영어

문법을 잘 모를 때 그것을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1987) . 반대로 자신

틀이 잘 알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하여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Carlsen(I988)은 중등학교 과학교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들은 또한 배운 교과내용지식을 교육방법과 전략을 통하여 통제한다. Carlsen

은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들은 대부분 획일적 수업 방법을 많이

쓰고 있었다. 또， 그들이 수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학생중심적인 그룹 학습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수

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도 많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교사들이 익숙치 못한 교과 내용을 다룰 때는 교사가 수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교과 내용지식은 또한 교사의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 Carlsen은 교사들이 그 내

용을 잘 모를 경우 낮은 수준의 질문만을 던졌으며， 교과 내용을 더 잘 알 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였다. 유사한 연구결과가 숙련된 과학교사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Grossman, 1990). 이 연구에서 생물과 물리 두 분야의 주제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분야 밖에 있는 영역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하였을 때 회

상 질문을 더 많이 만들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 연구 영역에서는 수준 높은 질문

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이러한 논의는 교과내용 지식이 다분히 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과내용을 가르치게 될 때 그 내용을 때때로 처음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의 처음 배우는 것이예요. 나는 이것을 거의 대학 때도 배우지 못했어요" 교사들

은 새로운 내용을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교과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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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내용 지식을 습득한다. 매우 숙련된 교사들은 심층적인 지식을 다년간의 교

수경험에 의하여 축적하고 있었다(Wilson， 1988) . 교사들이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배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전 지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었다(Grossmam， 1990;

Shulman, 1989). 교사들은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을 가르치면서 지식을 획득하게 되

지만， 새로운 지식이 그 영역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을 획

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수에 있어서 사전에 지니고 있던 교과 내용지식의 역할을 잘 엿

보여준다. 학부학생이나 또는 예비교사들은 사실과 개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과

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새로운 지식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생성되는

지를 발견한다. 교사자신의 지식과 그들이 가르칠 교과 내용은 밀접한 상관성을 가

지며， 교과에 대한 지식은 교사에게 내용 영역의 안내지도(mapping)를 제공하여 그

들이 주 목적지를 이해하고 다른 목적지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결국 가고자 하는

주된 목적지와 대안적인 길을 안내해 준다. 이러한 관련성이 더 근접하지 못할 경

우 교사들은 인류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길

에 의존하여 그것을 다른 내용 영역으로 안내한다. 즉， 목적지는 역사가 아니고 비

교문화가 된다. 적절한 안내 지도가 없는 교사들은 목적지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의 시간을 흥미없는 갓길에 소비하거나， 돌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연구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비교에

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간의 일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

지만 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업전반에 관한 폭넓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

서 교사는 교과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초월하여 교육방법에 관한 특별한 분야에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는 익숙치 않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안내자로서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

사는 수업도중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어

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쉽게 또는 어렵게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인가를 알

고 있어야 한다.

2) 수업지식의 연구

교사에게 교과지식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지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업을 하

는 데 있어서 충분치 않다. 교과내용 그 자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는 다른 차원

의 교과지식 이 필요한 것이다(Shulman， 1986 ; Wilson, 1988), 교사는 학생들이 교

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하기 때문

이다. 교과지식은 교과자체의 전문적인 지식 외에 학생에 관한 지식， 학습과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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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 학교상황과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들로 보완되어 야 한다. Shulman(I986)은

교사가 지녀야 할 이러한 특수한 지식들의 총체를 “수엽지식 "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라고 하였다.

수업지식의 개념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심리상태)에 알맞게 교과를 구조화하여 제

시해야 한다고 Dewey가 말한 바와 관련이 있다. 교사는 한편으로는 학문의 세계에

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세계에서 중재자로서 도와주어야 한다. 초임교사는

교과내용을 숙지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교과내용을 쉽게 이

해하지 못하는지에 관해서는 식견이 부족하다(Grossman， 1988). 학생들이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과를 재고해 볼 필요

가 있다. 수업지식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내용지식을 다양한 수준의 학생과 상

황에 맞게 변형시켜 전달하는 교사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교과내용과 수

업방법간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는 것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 가르치지 않는 사

람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전문분야의 학문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학

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었다. 수업지식의

근간은 해당교과내용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다.

수업지식 모형은 중등초엄교사들의 지식영역의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나오게 되

었다. 이 수엽지식 모형은 다시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구성요소를 세분할 수 있다.

즉， CD특정교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생각，(2)학생이해에 관한 지식과 신념，®교육

과정 지식，@교수전략에 관한 지식과 학습주제에 관한 설명이다(Grossman， 1988).

어떤 특정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에 관한 생각은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학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의 소신과 교과 내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교사의 이러한 생각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교재를

이용하며， 또 무엇을 더 강조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친다. 체육수업을 할 때， 교사는 스포츠와 운동을 가르치는 목적에 관하여

생각을 하며， 또 스포츠 활동참여와 건강과의 관련성도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

과에는 각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과 교과내의 주제들 사이의 관련성，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생각을 하기 위한 대안적인 틀이 있다.

경력교사들의 수업지식에 대한 연구는 중등교사들이 특정 교과 교수를 개념화하는

데 이용한 조직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Grant， 1987; Gudmundsdottir, 1991).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등교사들이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개념이 교수방법적 형태로

조직된다. 반대로 이러한 모델들은 교수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의 이해를 위한 지식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특정 영역의 이해，

교과 학습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선입관과 학생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특히 어려

움을 나타내는 개념， 내용， 기술의 이해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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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관련되는 불리현상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초엄 중등교사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교육실습기간 동안， 교

사들이 학생에게 어려운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초임 수학 교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나는 학생들에 의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한

다. 지난 여름에는 모든 것이 쉬웠고， 쉬운 것처럼 보인 반면， 지금은 내가 문제점

을 발견할 때 , 어 려움을 느끼며 고민한다"(Haymore， 1987).

초등학교의 산수 교수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아동 이해에 대해 특별히 초점을 두

었다(Carpenter et al., 1988). 이 연구자들은 경력 교사의 수업지식 연구에서 이론

중심적 문제유형별 분류와 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법을 이용했다. 이 연구는 교사

들의 지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특정 내용 영역에서 학습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한가지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점은 수업 경험을 통해 발

전된 교사의 지식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분류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과정 지식은 특정 교과 교수에 유용한 교육과정 자료나 지침서， 특정 교과를

위한 위계적 교육과정의 지식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방법 지식은 교사가 내

용을 가르치기 위해 얻는 교과-특정 교수 레파토리를 말한다. 만약 수업지식이 가

르치는 데 중요하다면， 교사들은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많은 연구자들

이 교과-특정 방법의 과정과 수업지식의 획득 사이의 논리적 관련을 주장해 왔다

(McDiarmid, 1990; Grossman, 1988). 이러한 연구는 초임교사가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학생들의 잘못된 개념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내용의

교수방법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은 또한 수업 경험으로부터 수업지식을 얻기도 한다. 교사가 내용의 상대

적인 어려움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돕는 데 학생의 질문 만큼 좋은 것이 없다. 교과

서는 교사들에게 잠재된 학생 어려움에 관련된 내용의 선정과 어떤 지침서를 제공

하면서 수업지식의 다른 원천을 제공한다‘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과정은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간단명료한 것이 아니라 복

잡한 과정이다. 수업지식에 관한 주제별 연구경향과 더불어 수업지식의 개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업지식은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교사이전의 사전경험과 수업지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다. Feiman

Nemser(1983)는 사전교육의 영향이 교사 수업지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세가지로 요약 설명하였다.

φ 진화이론을 토대로 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자발적인 교육경향성

(spontaneous pedagogical tendencies)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이다. 이 관점에 의하

면， 인간은 서로 잘못을 고쳐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서로 알려주는 내재된

선천적 습관(ingrained habit)때문에 살아 남았고， 이런 경향이 수세기에 걸쳐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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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 현재의 학교와 가족의 형식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님

과 교사에게 들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는 것을 배운다.

@ 정신분석 적 설명 (psychoanalytic explanation)으로 교사의 사회화는 어 린이와

어른들(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을)의 관계에서처럼， 교사가 갖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교사가 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린시절에 중요한 다른 사람

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초기관

계는 인생을 통해 뒤에 일어나는 관계들의 원형이 되며， 학생을이 되고자 하는 교

사상은 어린시절의 습성이 그들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교사들의 수업활동을 관찰하며 보낸 오랜시간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교사의 사회화는 대개 학생들이 교사들과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보낸 시간동안 교수모델Cteaching model)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직전교사교육과 수업지식 형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예비교사 교

육의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은 문제’로써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Zeichner，

1985), 교육기간동안 예비교사들에게 어떻게 지식과 기술을 전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 의하면， 대학강좌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블에게 가르쳐진 교수방법과 교과

내용지식은 초임교사 때 조차도 교사들의 교수행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CGrant,1987). 또한， 이러한 예비교사 때 배운 훈련의 주된 영향은 대학에서 가르쳐

진 공식적 지식과 기술 등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즉， 예비교사 교육의 진정한 영향은 교사교육 프로그

램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교사， 학습자，

지식 , 교육과정 , 전문가들에 대한 이미지 에 있다고 한다(Doyle， 1979). 그러나 이와

같이 교사교육에 있어서 형식적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증거에도 불구하

고， 예비교사 교육의 영향에 대해 발견된 사실을 일반화하는 데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예비교사 교육의 두번째 측면은 현장경험이다. 그러나 현장경험이 교사의 지식형

성 에 미 치는 영 향을 밝힌 지식 의 기초는 약하고 막연하다(Zeichner & Tabachnick,

1985). 오늘날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대한 현장경혐의 특별한 효과를 제시하는 많

은 개인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실지 역할에 대한 많은 분

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 경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경혐들이 실제로

교사의 지식형성에 미치는 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앙

케이트와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실험 중에 실지로 일어난 것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한계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예비교사 교육의 형식적 프로그램은 교사의 수업지식 형성에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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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오히려 프로그램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연

구결과는 없지만，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경험 연구는 이러한 경험들이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의 수업경험과 수업지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 학교경험이 교사

의 수엽지식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업 중 상호작용 수준과 제도

적 수준 그리 고 문화적 수준의 3가지 수준별로 분석 을 할 수 있다.

수업 중의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과 수엽의 생태학적 환경이

교사의 수업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특성

은 수업시 사용할 일반적 교수접근이나 언어사용 방법 교수유형이나 빈도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지 만(Doyle， 1979), 아직까지 어 떻 게 교사와 학생의 개 인적 특성 이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과정을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라고 수엽의 생태학적 영향 또한， 교사의 지식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Doyle(l979)은 교사에게 있어 학생들의 영향은 수업의 생태학적 영향이라는 더 큰

문제의 단지 하나의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수엽의 생태학적 체계를 교

수환경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사건들이 서로 얽혀있는 망이라고 정의하였

다. 생태학적 환경에서 본 수업에 대한 관점은 ‘가르치기를 배우는 것은 수업조직과

환경적인 요구에 일치하는 행동들을 배우는 것’이다. 현재의 수업조직에 부과된 환

경의 요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교사행동 범위의 한계를 설정해 주며， 성공

적인 교사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배워야만 한다. 또

한， 행동하는데 분명한 수업조건들은 교사의 행동에 구속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

니라 어떤 변에서는 행동하는데 분명한 압력을 준다. 현재 수업의 특징들이 교사발

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분석은 수업상황 하나만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태

학적 조건들은 그 자체가 수업수준을 넘어서 정책결정과 정치적 판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무지로서의 학교의 특정이 수업지식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주된 초점이 된다.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영향을 주는 학교차원

의 사회 적 영향에 대한 두가지 측면은 (1)동료교사의 영향과 (2) 평가자(관리자)들

의 영 향이다(Lortie， 1975). 초임교사들은 경 험 이 풍부한 동료교사들에 게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동료교사 사이의 접촉이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임교사들의 수업

지식 개발에 동료 교사의 영향은 비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적으로 학교에는 몇가지 다양한 교사문화가 존재하며 교사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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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동료교사의 갈등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조건하에서 교사의 활동

이 주어지변， 동료교사의 영향은 교사가 직면한 학교의 구조적인 특성과 수엽의 생

태학적인 조건의 일반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동료의 막중한 사

회적 역할수행보다 평가자의 태도에 의한 영향이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이 교사의 수엽지식 개발에 부수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관점을 확증시켜 주지

는 않으며， 교사들은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과 충고를 거의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관리자의 제재에 의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Zeichner & Tabachnick,

1985). 또한， 교사의 수업지식이 개발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도 개인적인 차

원에서의 행정가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직업의 구조적 규칙을 통해서라는 것이 합

당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적인 면에서， 교사의 수업지식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지고， 제도적 구

조와 과정을 통해 조정된 딜레마， 기회， 제재 등에 대해 교사들이 활동적이고 창조

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한다(Lortie， 1975).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볼 때 학생， 교실환경， 동료교사， 학교의 구조적 특성 등이

모두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문화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교사의 수업지식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기

는 하지만 문화적 요소들과 교사들의 수업지식 개발을 연결하는 고리는 아직 확고

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교과내용 지식이 교사들에게 세부적인 지리안내를 한다면， 수엽지식은 특정

영역의 지도와 유사하며， 이는 초보자의 여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야다. 이 지도는

더 축소된 영역을 포함하지만 특정 측면을 확대해 준다. 지도는 특정 지리의 위치

에 따른 장애물에 있어서 난이도를 나타내준다. 세부적인 지도처럼， 수업지식은 단

지 특정영역에서만 유용하다. 일반화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관련성 연구

교과내용지식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Dunkin & Biddle(l974)의 교수연구 모형내

의 사전-결과 연구유형을 기초로 하였으며， 교사의 수업시수， 교사의 평점， 교사의

표준화검사점수 등을 이용하여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학업성취와의 통계적 상관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갈은 연구결과는 교과내용지식과 표준화검사간

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교사지식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를 밝

히지는 못하였다. 즉， 교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가정은 호소력

은 있어 보이지만， 이와같은 연구방법으로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교사 지식과 학생의 학업성취를 명확하게 개념화하지



220 師 大 論 廳 (51)

못한 데 있었다(Ball， 1988). 이로 인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려는 연구형태가 대두되었는데， 교과내용지식이 수

업계획과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의 Shulman과 그 제자들(Grossman， 1990;

Gudmunsdottir & Shulman, 1987; Marks, 1990), 미시간 주립대학의 Sharon,

Feiman-Nemser와 그 동료연구진(Ball & Mcdi없mid， 1988; Feiman-Nemser, 1983)

등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은 수엽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영향을 미

친다. 즉， 초임교사들은 가르칠 교과내용에 대하여 그다지 이해가 깊지 않았으며，

잘 모르는 교과내용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교과내용의 성격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다. Wilson과 Wineberg(1988)는， 사회과 교사의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실

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학의 지식과 그 지식의

결핍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에 한계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일례로， 정치학 전공언 한 남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역사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 정치학의 지식구조를 적용하였다. 그가 가르치는 역사수엽은 그 내용이 정치학

과 경제학에 관련된 주제만을 다루는 정치학과 경제학 수업이 되었다.

둘째，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체계가 초임교사들의 수업중의 여러

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례로，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은 초

임 수학교사들은 개념적 이해와 구조적 지식을 보다 강조하였다(Ball， 1990). 그러나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수학교사들은 수학이 규칙이나 방정식을 외우며， 절

차만을 중요시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 개념이나 연산

방법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만드는 교사들은 없었다.

셋째， 교과내용지식이 수업계획과 수업실행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법대 학생이나 초임교사들은 적절한 교과이해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

다(Ball， 1990; McDiarmid & Wilson, 1991). 예로서， Ball0 990)은 사범대학 학생들

이 수학적 개념과 원칙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Ball(990)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지 않고 자연대학을 졸업하여 수학교사

가 된 초임교사들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피츠버그 대학의 Leinhardt와 그녀의 동료연구진(985)들은 수학교과 숙련교사의 교

과내용지식을 연구한 결과， 숙련교사는 초임교사에 비해 정련된 위계적 구조를 소

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Neal. Smith 및 Wier(1987)의 연구에서도 수학교과

의 교사에 대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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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체육교사의 지식 연구

1. 처|육교사지식의 개념

일반교육학 학자들이 교사지식을 논의할 때 체육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명

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교과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체

육교과교육의 주변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았다. 그렇다면 체육교육의 전공연구자로

서 체육교사지식의 개념 및 정의는 일반교육학에서의 개념과 정의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체육교과의 특수성을 말할 때 흔히 미술과 음악 교과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미술

과 음악에서의 이론과 실기와 체육의 실기과목(운동종목의 실행)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체육의 실기는 미술과 음악의 실기와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미술과 음악의 결과는 예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

나 체육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수행은 예술적 차원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체육교사의 지식은 단순히 기능차원의 운동수행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지식은 아니다. 체육교육은 맡은 사람이 운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운동기능과

수행의 지식을 동시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주지교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식과는 내용， 실체，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었다.

체육교사의 지식은 자신의 교수능력을 분석하고 실제 교수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스포츠교육학의 몇몇 연구자들이， ‘교사와 학생은 단

순히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지식과 기능을 단순히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

다’라고 주장하였다(Rovegno， 1991). 교사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조화하여 자신의 교수행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할 때 체

육교사의 지식은 향상훨 것이며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육교사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rossman의 모형을 필요로

하며， 그 “교과내용지식”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교과내용지식의

구조는 이론적 지식 위주인 주지교과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즉， 체육교파내용지식은 내용， 실체， 종합적 구조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운동기능과 이론적 지식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Lawson & Placek,

1981; 강신복과 최의창， 1991; 안양옥， 1994).

첫째， 운동기능은 Grossman 모형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체육교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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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육내용언 조직적인 신체활동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운동규칙 등을 말한다.

둘째， 이론적 지식은 신체활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학문

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지식을 말하며， Grossman모형 의 실체적 구조와 종합

적 구조를 흔합한 것에 해당한다.

앞에서 제시한 Grossman 의 모형을 체육교과의 성격에 맞도록 수정하여 체육교과

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관계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내용지식

운동기능 II 이론적 지식

교수방법지식

학습자의 I ~~， _, _, I ~，~ _,_ I
l 수엽관리 l 학습지도 1 기 타

학 습 I ' ~ ~-. I ，~ ,- I

'T‘ 업 지 식

(특정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수업목표지식

학생이해지식 수업전략지식 교육과정지식

t

상 황 지 식

학 생

사 회 지 역 학 교

〈그림 2> 체육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관계모형

2. 체육교사지식의 연구

Shulman(1987)은 교사의 기본 지식을 제시한 7가지의 범주중 교과내용의 전문성

과는 관계없이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학습자와 그들의 특성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교육의 지도내용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nt) , 교육의 목적， 목표， 가치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educational ends , purposes and values) , 일반적인 교육학적 지식

(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4가지는 체육 교사교육자들이 지닌 체육에 대한

특수한 관심사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발달에 관한 내용은 운

동발달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고， 학교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내용들은 종종 학교

문화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교육학적인 일반지식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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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과의 특수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교육학내에서의 체육의 주변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교과 영역에 관련된 교사 지식의 3가지 범주-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 수업지식

는 체육 교사교육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체육교과에서의 교과내용지식과 교육과정지식은 동시

에 비교하여 설명， 연구하고 었다.

1) 교과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

Shulman(1986)에 따르면， 교사란 내용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자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교과영역의 교사들은 교과의 구조와 개

념조직의 원리， 그리고 연구의 원리를 이해하여 교과에서 중요한 개념과 기술은 무

엇인가， 그리고 지식을 생성해 내는 사람들에 의하여 새로운 개념은 어떻게 더해지

고 설명력이 부족한 개념은 어떻게 탈락되어 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

다.

타교과영역의 연구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체육교육학 연구자들은 그동안 교과내용

이 수업에 있어서 갖는 핵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내용의 중요성을 간과하

여 왔다(Griffey， 1991; Silverman, 1991), 즉 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방법지

식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교과내용

지식이 수업실행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연구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수의 체육교수 연구가

들은 교과내용지식이 체육교사가 수행하는 수업계획과 실제 수업실행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안양옥， 1995).

체육 교육분야에서는 내용 영역에 관한 지식은 움직임에 관한 지식과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해석된다. 직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선정과 지식의 구조

화에 관한 두 입장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첫번째 입장은 프로그램이 움직임 현

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awson， 1991). 다

른 한 가지의 입장은， 실제 현장에서 스포츠， 무용， 운동을 가르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는 체육에 관한 지식을 선정 ·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t:HLocke， 1977;

Siedentop, 1993).

이러한 기본 가정 내에서도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 통합되어야 하

는지와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몇

몇 학자들은 운동 수행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행동주의적 기초(운동생리학， 운동역

학， 스포츠심리학 등)가 강조되고 철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체육철학， 스포츠

사회학 등)이 경시되는 것을 비난하였다. 사회문화적인 분야를 체육 교사교육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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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를 교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체육 분

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호소하였다

(Bain,1990).

체육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운동과학과 교육학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분야의 지식을 테스트한 결과，

학부 4년생과 숙련 교사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안양옥，1995) .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교과내용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

는 것에 대한 몇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실시된 테스트와 대학의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공분야와 교육학 분야에 대한 강의가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 Lawson(1985)은 연구자와 실천가의 지식의 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천가는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직업적인 이념， 그리고 경험

적인 지식이 흔합된 실천지식 (working knowledge)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이 주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동료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은 실제적인 지식

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실천가는 정보의 소비자

만이 아니라 지식의 생성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용지식이 교수되어지고 습득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 내용 지

식들을 사용함으로써 “재발견”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육교육 분야 내에서의 또다른 논쟁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동수행 강

좌(실기강좌)의 형태와 수에 관한 것아다(Lawson 1990). 체육이 음악이나 미술분야

에 필적할 정도로 실기중심의 과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실기의 역할이 확연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Arnold(979)는 체육교과 내용숙달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실

기강좌를 움직 임 에 “관한” 교육 뿐만 아니 라 움직 임 “안”에 서 의 교육으로 표현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전공자들과 예비교사들은 그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실기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실기 강좌는 내용강좌라기 보다는 교수

법 강좌라고 주장한다. 즉 이 강좌는 교수 준비과정에 있는 학생의 개인기능 수준

의 향상보다는 활동을 ‘어떻게’ 가르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일부 학자들은 두 가

지 형태의 강좌가 모두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중 어느 그룹도 얼마나 많은 수

의 강좌를 이수해야 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예비교사들의 운

동수행이 어느정도의 전문성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기 강좌에 대한 이와 같은 공감대의 부족은 체육의 교과 내용에 반

영된 교육과정 지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Manross 등(994)은 10명 의 초 · 중등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Grossman

(990)의 수엽지식 연구모형에 의거하여 체육교사의 체육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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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체육 수업지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과내용의 전문지식수준은 수업목표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높은 교사가 학습동기화의 어려움을 지적

한 반면， 전문성 수준이 낮은 교사는 과제숙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셋째，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높은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수업의 계획과 조직이 보다 숙달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였을 뿐 아니라 상황의 변

화에 따른 대처기술도 뛰어났다.

넷째， 교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높은 교사뜰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수

업전략이 훨씬 다양했으며 학습자의 능력을 보다 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업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hulman(987)은 수업지식을 “교사가 가진 내용지식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형

태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배경에 적웅시킬 수 있는

자질”이라고 정의 하였다. 수업 지식은 교사사회화 연구에서 논의되는 공유된 기술

문화(shared-technical culture)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Lawson， 1991; Lortie ,

1975). 몇몇 형태의 연구가 이러한 기술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 행해졌다. 교사 효율

성 연구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되는 교사 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행해졌다. 그

러나 Shulman(987)은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년수준이나 교과내용에 관계없이 학

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교사행동에 대한 일반적 관련성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결과는 수업지식에 관련되기 보다는 학생 통제와 더 깊은 관련을 맺는다" (p.lO)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요한 지식의 원천은 “실천적 지혜 " (wisdom of practice)이 다.

체육학 내에서도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수업기술을 밝히는 연구가 운동기술 습

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교사 효율성 연구 예비교사들의 인지능력에 관한

조사연구， 우수교사의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행해졌다. 다양한 통제와 교수기술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였다(Siedentop， 1993). 또한 수업지식에 관한 두 가지 측면:

학습과제의 설계와 움직임의 관찰분석이 연구의 관심이 되었다.

수업지식의 한 측면은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학습 과제를 설계해 낼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일에 있어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진 많은 운동학습 연구는 교사에게 제한

적인 유용성을 가진다. 체육 교수에 대한 초기 연구는 내용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종종 지도 교과 내용을 인식하는 데조차 실패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제공될

과제의 특성에 관심을 두었고 그 과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

러나， 최근 연구는 학습 과제의 본질과 이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기

시작했다. 비록 학습 과제의 본질에 관한 자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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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

수업 계획은 효율적인 과제설계 및 실행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랩에서 중요한 관

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사는 수업계획을 설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업계

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수업과정보다는 활동의 선정 및 조직에 관심을 보인다. 수

업계획은 일반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렁에도 불

구하고， 연구에서는 체육 교사들은 거의 계획하지 않고 그들이 계획한 것은 학습

결과보다 활동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한다 (Placek， 1984)‘ 교사가 이용하는 수업모델

은 관리측면을 강조하고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수업모텔은 학생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Stroot & Morton(989)은 7명 의 효과적인 초등 체육 교사들의 연구에

서 모든 문서상의 계획들이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

임교사보다 경력교사들이 문서상의 계획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다고 밝혔다. 실험

연구에서는 경력교사들은 초임 교사들보다 기술 습득을 위해 더 다양한 수업 전략

을 이용한다고 밝혔다(Housner & Griffey, 1985). 그리고 초임 교사들의 계획 실행

은 그들 교수 행동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교사들이 체육

수업 계획이나 수행시 전문성을 개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러한 연

구에서 분명하지 않은 점은 수엽 계획의 실행이 학습 과제의 설계를 가르치기 위해

효과적인 절치-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수업 계획의 한 측면인 움직임 분석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움직임 분

석을 위한 몇몇 일반적인 체계가 소개되었다. 일반적인 분석 체계를 이용한 교사교

육은 학습 과제를 설계하고 움직임 수행을 관찰하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가정한다.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 분석체계를 통하여 교사들은 수업에 선정된 기술의 인식 및

진단에서 적절한 향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 분석체계와 특정 기술의 분석

중 어느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를 밝히지 못했다.

Rovegno(1992)는 직전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내에서 수업지식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직전 체육교사들은 교과내용의 일반

적 개념으로부터 좀 더 깊은 수준의 개념으로 이해도를 높여감에 따라 교과내용을

좀 더 점진적인 순서로 조직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직

전교사들은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Tan 외 5인 (1994)은 경력체육교사와초임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지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초임교사들은 학습자의 학습상의 어려움이 학생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나 신체적 조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의 부모

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음에 비해 경력교사들은 학생의 학습곤란이 수엽의 구



체육교과교육의 교사지식 체계화 연구 227

조나 조직의 결함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사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일차적 해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새로운 교과내용지식에 접하게 될 때， 초임교사들은 경력교사틀에 비해 그

것을 받아들이는 데 더 많이 주저할 뿐 아니라 수업내용을 제시할 때 교사로서의

권위나 일반적인 규범에 더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수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초암교사는 경력교사들에 비해 학생의 능력수준이

나 사전지식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업내용을 조직하고 실

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력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이나 능력을 고려하는 데 비해 초

임교사는 주관적 판단이나 운동기구의 이용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평가

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N. 체육 교사지식 연구의 시사점

1. 처|육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

체육교사의 ‘전문능력’은 교사로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교육적이고 결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실제적 능력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문능력은 한편으로는 수업능력으로

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처리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교육능력을 말한다.

현재 교사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전직 교사교

육)과 ‘현장경험’(현직 교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교과목

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것으

로 현장에 나가서는 실제 수업을 행하고 연수에 참가함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능력

을 다듬고 있다. 즉 교사의 전문능력이란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학문적 지식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해서 교육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

용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이론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 교육현장

과 교육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관점 (the rationalist view)에 따르면 교사전문능력은 교육사회

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지식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이

것을 특정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시키는 ‘적용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가 수업

을 행하고 수업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지식은

각 학문영역에서 인정받은 이론이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용해야 하는 지식은 각

학문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체계에서 추출된 다음에，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제에

적용하게 될 때， 교사의 전문능력은 향상되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실제 활동에



228 師 大 論 護 (51)

적용하는 이론， 원칙， 개념은 일반적으로 실제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

문에 합리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자(또는 대학교수)와 교사 간에 ‘일의 분화’가 가정

되어 있다. 학자는 교육이론을 만드는 생산과정에만 관여하며 교사는 그것을 적용

하는 소비과정에만 관여한다.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능력 습득은 교육학 각 분야 학자의 지식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교사가 알아야 하는 전문지식과 지녀야 되는 전문기능은 이론을 생

산하는 학자에 의해서 규정되며 그 습득방식도 학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Schon(987)은 전문인이 일하는 실제의 세계는 학자나 이들이 개발한 이

론이 이해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의 세계는 복잡

하며， 흔란스럽고 심지어는 모순스러운 일로 가득하다. 이러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문제들은 과학적 연구로부터 도출한 기능적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신， 전문인

은 이 문제들을 자신의 경험과 체험적 지식을 발판으로 반성적이고 순간적으로 해

결해 나간다. 이러한 비판과 이해를 바탕으로 Schon( 1987)은 실제의 보다 올바른

이해와 실제적 지식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이 관점을 ‘반성적 실천주의적 관점’(reflection-in-action)이라고 부

른다. 반성적 실천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론과 실제는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

은 괴리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지식은 연구실에서 가만히 들어앉아

조용히 생각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전문지식은 전문인이 현재 처한 실제와의

‘반성적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 말은 전문인은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일을 ‘하

는 도중에 또는 바로 뒤 에 ’(reflection- in or-on action)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함

으로써 자신에게 유용한 전문지식을 개발해 낸다는 것이다.

실천에 근거한 지식관을 가진 실천주의적 관점은 따라서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

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현직교사(또는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정

한다. 교육현장 실제에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몸으로 맞부딪치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 자신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가 지식의 생산자가 됨과 동시

에 또한 그 소비자가 된다. 자신의 실천을 성찰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바로 그 실천

의 개선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주의적 관점에서는 교사가 필요한 전문능력개발의 근원을 교수나 학자와 같

이 교사의 ‘외부’가 아니라 교사 자신 즉 교사의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교사를 이

론적 지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론적 지식의 통달과 그 적용기능을 전문능

력의 구성요소로 간주했을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언제나 자신의 외부로부터

찾음으로써 전문능력개발의 종속화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지

식의 자리에 실천적 지식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교사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식은 다시

교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Elliott， 1991), 물론 실천주의적 관점에서도 학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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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이론적 지식은 중요시 된다. 하지만 학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적 지식은 교사

가 탐구하는 실제적 문제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

다. 이론적 지식은 실제적 문제의 ‘해결’에 도웅을 주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는 교육

적 이상의 실현에 관계된 실제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적 탐구

가 이론적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탐구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되기 때

문이다.

합리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하여 실행되고 있는 현행 교사교육의 실제적 노력에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사교육 방법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

시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이론과 교사전문능력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

는 대안적인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전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을 지배하는 합리주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실천주의

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사지식이 직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자.

2. 직전 교사 교육

직전교사교육이 체육교사의 교과내용지식 및 수업지식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자의 학생을 보존하는 관점과 교수-학습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교육자는 자신을 그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통달한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자신의 지식을 정확하게 수용할 때， 교사로서의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을 장래의 실천적 교사

로서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로서 양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

서 교사교육자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학생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전교사교육 과정을 체육교사지식의 개발을 전례로 할 때 다음

세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교사교육 프로그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의 교육과정연구자들은 학생의 사전지식을 배제하고 전문교과의 복

잡한 개념과 기능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

과내용의 주제， 개념， 원리 등을 일상적으로 주입받았고，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얻

은 지식과는 무관한 교과내용지식 및 수업지식의 주제들을 스스로 탐색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체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전공이론과 전공실기는 체육교사 지식의 형



230 師 大 論 講 (51)

성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수업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공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통달은 교사의 교수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전공과

목에 대한 지식습득은 예비교사 시절의 경험과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관심， 노력

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Bain， 1990). 전공과목은 교사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수엽지식의 모태가 되는 과목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각급 교사양성 기관은

전공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전공실기 과목이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과내용지식을 전문적 수준으로 습득

하도록 하려면 ‘의미의 이해’ 위주로 실기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교

사가 실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능’발휘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예

비교사들에게 운동종목이나 게임에 대한 낱낱의 기술들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것

에만 초점을 두고 가르친다면 예비교사들은 마치 운동기술만이 운동종목을 가르치

는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고 현직교사가 되어 학생들은 가르칠 때에도 기능

중심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체육 실기 수업은 ‘기능습득’

과 함께 ‘의미의 이해’를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안양옥，1995) .

둘째， 수업목표， 학생이해， 수엽전략， 교육과정 등의 네가지 수업지식 요소들을 통

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동종목을 가르칠 때， 종목별

로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목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상

태， 여러 가지 수업방법，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내용을 조직， 배

열하여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상세하게 지도하는 것이다. 물론， 시간적 제약상，

모든 종목을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으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목들을 선정

하여 이와 같은 통합적 방식을 수업 내에 채택하는 것이 예비교사들의 수업지식을

보다 섬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수업방식을 ‘의미의 이해’

중심의 실기 수업 및 교생실습과 연계시켜 실시한다면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과내

용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수업지식을 갖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교사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들은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론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이 ‘이론’들을

직접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수업상황에 적용시킬 것으로 막연히 기대되었

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제’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은 그 괴리가 너무

심하고 또 이론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에 적용시키는가에 관한 방법도 잘 모

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이론’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직전 교사교육은 그러한 능력의

개발에 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의미

의 이해’ 중심의 통합적 직전 교사교육은 그러한 적용 능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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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교사교육은 스스로 ‘실제적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개

발하는 것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론의 숙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론적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방법이 선호되고 교사들의 경험으로부터 실제적

지식을 ‘끌어내는’ 탐구식 교육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

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의 원천을 간과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의 반성적 성찰

능력이 중요시되지 않는 교사교육이 계속되고 이론의 습득만이 교육개선의 주요 통

로로 이해된다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은 가져오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현직 교사 교육

자격증 갱신이나 승진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은 주로 ‘전달’연수의 형태를 띠고 있

어 교사들의 교수능력 향상， 즉 전문지식 함양에 있어 그다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전달연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직연수는 일괄

적이고 집단적이어서 교사의 개인적 필요성이나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연수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적 연수가 많아 계속적인 능력 향상에 전

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연수가 위쪽으로부터 전달되고， 교사들은

앉아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교사들이 가

지고 있는 자기개발 능력은 거의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체육교사들은 현장개선을 위한 일선 교사 모임， 대학원 모임， 체육 전문조

직체에서의 활동， 전문서적 탐독， 스터디 그룹 그리고 기타 그밖의 다른 기회를 통

해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현장 체육교사의 지식을 활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체육교사가

체육교과내의 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수업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측면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강신복 · 최의창，1993) .

첫째， 체육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현직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교과는 이미 강조하듯이 지식과 기능의 독

특한 어우러짐으로 형성된다. 체육교과 내에서는 지식이나 기능 어느 한 쪽도 서로

구분되어 다루어질 수 없다. 모든 체육적 지식속에는 기능적 측면이 모든 체육적

기능 속에는 인지적 측면이 붙박혀 있다. 신체적 활동을 단순한 기능적 몸놀림으로

만 간주해서는 부족하다. ‘운동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운동에 필요한 신

체적 움직임만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 운동아 가지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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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미적， 철학적， 교육적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측면들도 동시에 의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운동을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었다. 이를 위

해서 체육교사는 ‘체육학’과 ‘교육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둘째， 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계속적인 자기성찰이 필요하

다. 체육교사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전문적’ 체육교사가 되는 것은 보

통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준

비는 대학교육을 받는 것으로 종료된다는 인식이 체육교사들과 체육 교사 교육자들

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육교사는 직업적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이 배우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자신이 가르

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내용을 보다 의미있게 가르치는 수업지식에 대

한 스스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즉 교사는 운동종목이나 게임의 수업시에 기능

습득은 물론 그것들에 담긴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

로 그 의미를 체험하거나 체득하여야 한다. 운동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못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기능으로서의 운동일 뿐이다. 자신

이 그 의미를 이해하였을 때，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셋째， 체육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하나의 ‘탐구대상’으로 삼고 연구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키는 현직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탐구하는 체육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반성적 사고능력을 기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일(즉， 수업)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방법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

사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탐구적 태도를 취하고 수업행위를 보다 향상시키려

는 체육교사는 “교사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연구란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

는 것을 말하며， 연구로부터 얻은 통찰력은 그 현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운동장과 교실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키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은 체육교사가 교사연

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여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전문적 성

장을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 의지없이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직 교사교육은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직 교사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대학이 할 일은 현재와 같

이 연수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제가 아니라 지원자(안내자)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는 것이다. 즉， 교육청이나 대학에서는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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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수업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떠한 구체적 도움

을 줄 수 있는가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그러한 개인적 집단적 노력이

그들의 교직생활 전과정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주되도록 제도적인 뒷받

침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반드

시 향상된 교사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교사지식의 개념과 연구를 개관

하고 교사지식연구의 시사점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교사

지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일반교육학 수준에서의 교사지식과

관련된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의 개념과 연구경향을 알아보았다. 제3장은 체육교

과에서의 교사지식은 어떠하며 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이

러한 체육교사지식의 연구가 직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초기의 교사지식에 관한 연구는 교사지식의 특성을 밝히려는 데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의 습득과정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려는

경향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교사지식이 무엇인

가를 연구하여 왔다. 그 중에서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교과내용지식과 수엽

지식은 무엇이며，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를 밝

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사지식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두가지 전제조건이 었다.

첫째， 교사지식과 그 지식의 습득 방법에 대한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의 교사지식의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교사의 지식은 교

사자신의 것이어야 된다는 명제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교사의 지식은 새로운 정보

및 교과내용 그리고 수업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내면화， 재해석， 발견， 인식

의 과정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가 이것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지식의 개념이 현

재 단순하게 존재하는 사실과 이론의 집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의 통찰

력과 회상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적인 경험과 교수과정의 탄력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교사지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소인

교과내용의 구조에서 일반주지교과의 지식체계와는 다르다. 운동의 이론적인 측면

을 다루는 영역에서부터 다양한 하위영역과 운동기능의 습득과 이해라는 독특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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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내용지식이 요구된다.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교과내용지식은 체육의 하위학문 영

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운동기능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천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식은 이론과 실제， 앓과 삶을 분리하는 이중적 구조를 만

들어 낸다. 더욱더 연구자와 실천가를 이론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실천주익적 관점에서의 교사지식의 근원은 체육 이론과 운동을 실천하면서

얻어내는 지식에 있다. 또한， 교사 자신이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적 지식은 자신의 교육 실천에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탐

구하며， 이를 통해 실제적 지식을 얻는 교육실천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지식이 개발되고 세련화 된다.

실천주의적 관점을 구현하고 현장개선 연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습의

교사상이 요구된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교사의

수업활동은 교사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연구되어야 한다(강신복 · 최의창， 1994b).

교사는 전문가로서 탐구를 통하여，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교사전문지식을 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보유는 교과내용지식과 수업지식에 관한 충분

한 이해와 실천에 의해서 실현된다. 교사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교사연구자의

개념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며， 현장개선연구를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이는 직전

교사교육 및 현직교사교육에 의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미래에 교사지식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본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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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er Knowledg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Kang , Sinbo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refonn of the education at schools is done to maximize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are dependent upon teachers’ competencies in teaching.

One of the crucial competencies of the teacher would be the teacher' s ability

to teach the subject with effectiveness. Recently, teacher educat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pay attention to teacher knowledge as foundations of

the educational refonn.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knowledge base for teachers in physical education and to give directions for

teachers'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Shulman(l987) identifies three categories of teacher knowledge that are

specific to the subject area : content knowledge, curricular knowledge ,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ontent knowledge refers to subject matter

knowledge : teachers' knowledge of particular content within a subject. Within

physical education, knowledge of the content field is usually interpreted as

knowledge about movement and the ability to perfonn movement. Curricular

knowledge refers to the knowledge that teachers ne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educational programs. There are two major

mechanisms for controlling the curriculum : textbooks and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s. Pedagogical-content knowledge is defined as the capacity of

a teacher to transfonn the content knowledge he or she possesses into fonns

that are pedagogically powe냥ul and get adaptive to the variations in ability and

background presented by the students<Shulman, 1987).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n teacher knowled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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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education are examined in the first chapter. The overall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in relation to the three categories of teacher

knowledge in education is presented in the second chapter. An indepth review

of the research investigated in teacher knowledge of physical education is

examined in the third chapter. Finally, th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the program in schools are discussed in the last chap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