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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physics teacher educator’s practice for understanding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y in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is self-study,
I, as a teacher educator, discussed my teaching practice for 14 senior students in a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In the view of personal epistemology, we discussed the meaning of data from
preservice teachers such as the answers on questionnaires, their journals, videos of their lesson
demonstrations, and my reflective journals with three critical colleagues. As a teacher educator, ’I’
expected them to change their orientations for good teaching to a student-centered lesson an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eoretical knowledge for being professional teachers. I found that
they had difficulty in bridg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ir practice; however, their personal
epistemology about teaching was affected not only by my feedback but also by that of their peers.
I found that the learner’s individual epistemology needed to be clarified and that the process of
discussion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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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 과정에 있는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교사교육자의
실행의 이해이다. 이 셀프스터디에서 교사교육자로서 연구자인 ‘나’는 14명의 물리교육과 4학년 학생에
대한 교수과정을 논의하였다. 개인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조사한 설문의 응답, 그들의 일지, 그리고 수업
시연 영상 및 나의 반성적 저널을 3명의 비판적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의 좋은 물리 수업에 대한 관점이 학생중심 관점으로 바뀌기를,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알기를 기대하였다. ‘나’는
예비교사들이 이론적 지식과 실행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수법에 관한 개인적 인식론이 ‘나’와
동료들의 피드백으로 영향을 받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인식론을 명확하게 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셀프스터디, 교사교육자, 예비교사, 개인적 인식론

I. 서 론
교사교육자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비교사
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3]. 또한 교육의 대상이 에비교사에게 한정
되지 않고, 대학원생, 현장교사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이
되며, 상이한 배경의 동료 교수들과 원활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며, 전공 학문 분야의 지식
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 전문성도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교육자가 되는
것은 다중적인 여러 역할과 정체성 사이에서 ‘경계 넘기’가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4].
특히 교사교육자는 연구자였다가 바로 임용된 경우처럼
교수 실행을 위한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경력이나 기
회가 부족한 상태로 대학에 오는 경우가 많으며, 임용 후
에도 초 · 중등 교사 연수에 비해 교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의 기회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교사교육자
에게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체계적 지원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교수 · 학습 상황에서 부딪히는 어려 어려움을 해결
해야 하는 험난하고 외로운 여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5]. 교
사교육자가 부딪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좋은 교사교육자가
되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는데, 이것이 셀프스터디이다 [6].
셀프스터디는 자기 자신, 자신의 실행, 자신의 생각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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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수-학습 실행의 개선을 추구하는 연구방법이다 [7].
기존의 연구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셀프스터디는
자신의 생각이나 실행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8], 타인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셀프스터디는 자기 자신의 실행을 대상으로
깊이 있고 비판적인 성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
을 지향한다는 특징때문에 [9], 교사교육자의 신념과 실행을
탐구하고 교사교육 분야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절하며 [10],
다양한 교수 실행을 지원하고 성과물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11]. 교수 실행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 뿐 아니라 교사의 신념, 태도, 정체성 등과
같은 개인의 내밀하고 근원적인 부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12], 이러한 요소들을 심도 깊게 고려한 교수실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셀프스터디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교사교육자들에 의한 셀프
스터디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6, 9, 13, 14]. 최근 10
년간 수행된 과학교육 분야의 셀프스터디 관련 논문을 분
석한 Jo et al. [7]의 분석에 따르면, 셀프스터디를 시도한
‘연구의 목적’은 주로 교수실행을 개선하거나, 개선된 수
업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업자료, 면담자료,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와 학생의 각종 일지, 회의내용, 수업 동영상,
학생이나 동료의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다
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또한,
셀프스터디는 교수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수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며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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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업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18].
본 연구는 교사교육자가 셀프스터디를 통해 예비교사와
자신의 인식 및 실행개선을 시도하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
이다. 즉, 예비물리교사들을 위한 교과교육 강의에서 교사
교육자의 실행 개선을 시도했던 첫 번째 셀프스터디 연구
[19]의 후속 연구로서 이어지는 연장선 위에 있다. 첫번째
셀프스터디 연구에서 교수자인 ‘나’와 비판적 동료는 교사
교육자의 교수실행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강의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과교육 강의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갈등과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어 수행된 셀프스터디이다.
즉, 교수자는 선행 연구에서 부각된 이슈를 바탕으로 학습
자와 교수자의 ‘자기 이해’와 이에 대한 소통을 강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예비물리교사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 교과교육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교육
자로서의 자기이해와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
한 교사교육자로서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셀프스터디를
수행하여, 자기이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사교육자는 학습자의 개인적 인식
론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과정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셀프스터디의 목적은 교사교육자의 실행에
대한 이해이지만, 수업이란 교수와 학습이 분리된 별개의
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교육자의 실행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와 상호작용하는 학습자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초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앎의 본성에
관한 개인의 이론과 신념인 개인적 인식론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 [20]는 관점아래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을 초
점으로 학습자를 분석하였다. 지식과 앎에 대한 예비물리교
사들의 입장은 그들의 전문성 계발에 영향을 주며, 개인적
인식론은 한 개인의 심리적 발달 과정을 반영하며 [21,22]
맥락과 분야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3,24],
학습자의 개인적 인식론이 어떤 양상을 띄는지 살펴보는 것
이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의 개인적 인식론이 실행에서 나타나는 주
요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물리교사의 수업 시연과
정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물리교사가 수업 시연
과정에서 그들이 강의 이전에 배웠던 이론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교사교육자로서 ‘나’
는 교육이론이 예비교사들에게 교사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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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교수 실행을 반성적으로 사고
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셀프스터디를 수행하는 교사교육자는 학습자들의
수업 시연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가진
이론적 지식이 그들의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셀프스터디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자인 ‘나’와 반성적 고찰의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
는 비판적 동료인 ‘우리’가 참여하였으며, 나의 강의에 참
여한 예비교사인 ‘그들’의 실행을 같이 성찰하고 분석하여
이것이 교사교육자의 자기이해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예비물리교사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인식론
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둘째, 예비교사들의 개인적 인식론에 대한 이해와 고찰은
교사 교육자로서 나의 자기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동기와 배경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교사교육의 실천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교사
들의 변화에 있어 교사교육자에게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였
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예비교사
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나의 실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 [19]에서 초기에는 예비
교사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연구 수행 후 그들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에게 자기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각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에게는
수업 시연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동료 예비교사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 자기반성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행의
개선이 교사교육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강의는 4학년 1학기 교육실습을 나가기
직전에 개설되는 3학점 전공 선택 과목으로, 수강생들은
모두 물리교육론,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물리논리 및 논
술교육 강의를 이미 수강한 예비교사들이었다. 연구자는 이
강의에서 예비교사들이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수업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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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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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업모형에
따라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수업 시연을 개인별로 6
차례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수업 시연 결과에 대해 예비
교사 동료들과 교사교육자인 ‘나’에게 피드백을 받고 자기
반성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
구성은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 [19]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운 것으로, 예비교사들의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연구에서 ‘나’는 교사교육자로
서 강의를 개설한 목적과 인식에 있어 예비교사들이 해당
강의를 신청하는 목적과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
식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는 예비교사들의 수업 시연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예비교사들의 자기반성을 통한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는 점 등에서 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참고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교사교육자로서 예비교사 개개인별 특성을
이해하고, 예비교사들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교사교육자인 ‘나’는 예비교사
들의 개별적 특성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고 예비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본 연구는 셀프스터디의 수행자인 1인의 교사교육자와 3
인의 비판적 동료, 그리고 교사교육자의 강의에 참여한 지
방소재 국립대학교 예비물리교사 4학년 학생 14명이 참여
하였다. 예비물리교사들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물리교육
과목을 8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었다. 강의는 교육실습
을 나가기 전 10주와 과 후 2주를 포함하여 12주 동안 36회
약 48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셀프스터디의 주 수행자인 ‘나’는 사범대학 교수로 교과
교육을 강의한지 11년째였고, 나와 비슷한 시기에 교원양성
대학에 임용된 세 명의 공동연구원이 비판적 동료로서 연구
에 참여하였다. 선행 연구 [19]에서 ‘나’는 교사교육자로서
예비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교과교육 수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예비교사들과 공유
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강의가 예비교사들의 교사
전문성 향상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강의 실행에 있어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고,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고찰하는
연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나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대학원 연구실에서 함께 연
구한 기간이 3 – 5년씩 있는 비판적 동료들과 함께 하였으
며, 그들과는 셀프스터디 연구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7,19].

있게 강의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강의를 시작할 때 예비
교사들의 교사정체성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분석하였으며, 예비교사들에게는 동료들과 교수자의 피드
백에 따라 본인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실행 전략을 바탕으로 강의에서 나타나는
교사교육자의 예비교사에 대한 이해와 자기 반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비판적 동료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고찰하였다.
비판적 동료와의 협력적 고찰을 통해 세부적인 강의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강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예비
교사의 변화의 특징과 자기 반성 과정을 개인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찰하였다. 비판적 동료와의 회
의에서 ‘나’는 나의 실행과 자기반성의 과정을 비판적 동
료들과 공유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강의에서 나타나는
예비교사들의 변화를 수시로 분석하고, ‘나’의 수업 계획과
준비와 강의 실행, 그리고 신념, 자기이해, 교사교육자로서
고민과 갈등을 일지로 작성하였다. ‘나’의 실행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해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한 고찰과 변화
를 반추하여 예비교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강의에 앞서 예비교사들에게 강의 개선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 설문조사 등을 하게 되며, 수업의 자료들이 연구를
위해 수집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 IRB 승인을 거쳤다. 설문조사는
강의 시작 전, 교육실습 직전, 그리고 강의 종료 후 3차례
실시하였다. 총 20개의 설문 문항은 크게 ‘교사 (예비교사)
로서 정체성’에 관한 문항과 ‘대학의 물리/물리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과학 교사가
되고 싶은 정도를 표시한다면?”이라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개방형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9]. 이 외에
강의 중 이뤄진 수업 활동 기록물,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강의록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대상별
연구 진행과 각각의 주요 연구 결과물은 Table 1과 같았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물리교사들은 각자 6차례 수업 시
연을 하고, 예비교사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Figure 1과 같이 모든 수업 시연 자료는 동영상으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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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research output.
Before lesson
Preservice teachers -Pre-survey

Teacher educator

Critical colleagues

During lesson
After lesson
-Lesson demonstration video
-Post-survey
-Lesson demonstration feedback
-Lecture assessment
-Reflective journal

-Resources for improving classes
-Lesson video
-Prior research analysis
-Reflective journal
-Reflective journal analysis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eacher education
of the lecture
research analysis
-Sharing and discussing teacher
-Discussing lecture improvement
educator’s reflection

촬영하여,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게시판에 댓글로 피드백을 제
공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비교사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시연에서 주요 수정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 중 5차례는 3분 분량의 짧은 시연
이였으며, 마지막 1차례는 15분 분량의 수업 시연이었다.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밝힌 좋은 물리 수업에 대한 지향점
을 바탕으로 각 예비교사들의 수업 시연에 대해 피드백을
달리 제공하였으며, 피드백의 내용에 기초한 나의 반성적
일지를 매 강의때마다 작성하였다. 그리고 학기 초에 찍은
예비교사의 수업 시연 장면과 후반부에 찍은 수업 시연 장면
을 비교하여 그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예비교사들의 자기반성일지와 함께 분석하였다. 매 강의는
강의실 뒤편에 설치한 비디오카메라로 수업을 촬영하였다.
또한 강의 중 이뤄진 예비교사들의 수업 시연, 동료 평가,
그리고 자기반성 및 강의 중 이뤄진 설문 등은 온라인 게시
판을 활용하여 자료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참여자인 나는 2018년 1
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50개의 반성적 일지를 작성하
였고, 비판적 동료들과 13차례 회의를 하였다. 해당 일지와
회의록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반성적 일지는 매 강의가 끝난 후에 작성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작성되기도 하였
다. 반성적 일지의 내용은 특별한 양식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그 날 강의에서 있었던 내
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당일 강의가 교수자의 의도대로
이뤄졌는지, 특별한 발견점은 없었는지 등 비판적동료들과
함께 논의할 사항을 서술하는 것을 포함한 뒤, 해당 사항에
대한 교수자로서의 반성,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을 포함시켰
다. 그리고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 중
실시한 설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강의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예비교사들도 매 수업이 끝
난 뒤, 자신이 정한 수업의 목표와 그에 따른 반성과 갈등을

-Coding and analysis of data
-Reflection on the lecture
-Additional analysis of research data
-Discussing implications

Fig. 1. (Color online) Sharing lesson videos and posting
feedback using internet bulletin boards.
적은 일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된
나와 예비교사의 반성적 일지는 나의 자기이해의 핵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업 시연을 위해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동료 및 교수자
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향점과 개선점을 본인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수행자인 교수는 강
의의 방향을 선행 연구와 예비교사들의 지향점을 근거로
구체화하고, 강의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하였다. 비판적 동료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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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eacher educator’s reflective journal.
함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강의 중 이뤄지는 일련의 반성
적 고찰에 대해 즉시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천의
개선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연구의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수
업 시연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론적 지식과 실행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
업을 계획하였다. 내가 선택한 수업모형은 구성주의의 인
지갈등 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모형들로, 그것이 예비교
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궁극적으로 연구자로서 교사
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 [19]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육학의 이론은 ‘이론’
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어, 수업의 지향점을
포함한 이론적 지식과 실행적 지식에 대한 교사교육자와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을 주요한 초점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나와 비판적 동료들은 나의 반성적

일지를 중심으로 나와 예비교사의 실행, 나의 자기이해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예비물리교사들의 수업 시연 동영상,
그들의 자기 반성 일지, 강의록 및 강의 동영상, 그리고 비
판적 동료들과의 희의록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삼각검증과 비판적 동
료와의 협력적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의 엄격성을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 등의 기회를 통해 본
연구진 외 다른 교사교육 전문가들과도 분석을 공유하고,
분석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논문의 구성 방향 설
정과 작성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26,27].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 교사교육자의 셀프스터디이지만, 심도 있는 성찰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 확보와 독자의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교사교육자인 내가
1차로 수행하였으며, 개방 코딩을 사용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주요한 범주는 Table 2와 같
았다. 이를 비판적 동료들과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나의 분석 내용은 일지에 기록되어
매 강의가 끝난 후 비판적 동료와 공유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종합적으로 예비교사들의 변화 분석을 위해 활용한 각종
연구 기록물 외에 ‘나’의 반성적 수업 일지, 비판적 동료들
과의 회의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료 전체의 의미와 시사
점을 고찰하였다. 비판적 동료들과의 공유된 의견, 그리고
비판적 동료들이 제시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바탕으로
다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또 다시 비판적 동료들과
논의하는 순환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타당하게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예비교사와 교수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의 인식조사를
위해 사용된 범주틀을 교수자의 인식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수자의 반성일지와 면담에서 나타난 자료
들도 개방적이고 귀납적인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범주화한 동일한 틀에 대해 교수자가
응답한 내용을 귀납적으로 패턴화하여 자료를 대응시켰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의 종합적 분석과 고찰을
비판적동료들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의 서술은 나의 반성적 고찰의 전개를 중심으로 재구
조화하여 서술하되, 크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부각된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나와 예비물리교사에
대한 이해’는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한 이해와 기존 나의
강의에서 나타난 예비물리교사들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대상이 된 강의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를
하기 전, 내가 생각하는 나와 에비물리교사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개인적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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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 coding results by category.
category
Orientation of the lesson

Effectiveness of lesson model

Changes of preservice teachers

Self-reflections of teacher educator

에서는 나의 실행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교육자로서의 나의 특징에 주목하
였다. 이를 위해 나의 강의록 및 일지, 예비교사들의 일지와
과제물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의 특징과 그에 대한 나의 자세’ 에서는 교사교육자
가 강의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인식론을
분석하고 나의 실행의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어떤 변화를 하였으며, 이것이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이와 같
은 구분은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과정을 구분하여 나눈 것으로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랐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셀프스터디의 주요한 서술 방법
중 하나로써, 교사교육자인 ‘나’를 중심으로 비판적 동료인
‘우리’, 예비교사인 ‘그들’로 주요 인물을 명명하고, 독자
들이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셀프스터디의 특징으로 교사교육자로
서의 ‘나’에 초점을 두어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즉, ‘나’
의 성찰과 실행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실행과 변화가 얽혀
있으므로 ‘나’의 이야기에서 예비교사들의 실행은 중요한
고찰 대상이지만, 셀프스터디의 주체인 교수자의 실행개선
에 대한 논의를 초점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동료들은 나의 실행과 변화, 그
리고 교사교육자로서 나를 이해하는 정서적 지지, 협력적

Key codes
-student-centered lesson type
-lecture-led type
-unspecified orientation type
-mixed type
-only theoretical knowledge
-available in school classes
-available in the future
-availability for solving teacher appointment exam
-reflecting feedback from instructors
-reflecting feedback from peer
-reflecting self-reflection journal
-continuously pursuing change
-reflection on the effect of my practice
-reflections on the difference between my orienta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preservice teacher
-thinking about my identity
-expanding my new understanding of preservice teachers

성찰을 통해 인식의 확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동료들의 이야기도 본 연구 결과에 함께 제시하였다. 각
논의에서 나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으로, 나와
비판적 동료들의 논의는 “우리는” 혹은 “비판적 동료 A”
로, 예비물리교사들을 지칭할 때에는 “예비물리교사들은”
혹은 “예비물리교사 a는”과 같이 주어를 구분하였다.

1. 탐색 : ‘나와 예비물리교사’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교사교육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나는 대학교에서 교수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함
께 수행하고 있다. 나는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
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앞선 연구 [19]에서 나는 연구자,
강의자, 그리고 대학 행정관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고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에서 나타나는 예비교사와의 나의
물리교육의 지향점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다음은 해당 논
문의 일부로, 교사교육자로의 나의 모습에서 연구자로서의
지향과 강의자로서의 지향, 그리고 대학 행정 관리자로서의
지향에 있어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사교육자로서 대학에서 근무하는 나는
다중적인 정체성들, 즉, 연구자로서의 나, 강의자로서의 나,
대학의 행정관리자로서의 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강의 시간에 일어난 교수와 학생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중적
인 나의 정체성들은 한 사건에 서로 다른 반응들을 유발시켜
‘나’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중략)… 연구자와 학습자의
수업에 임하는 목적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학습자와 강의
자 사이에 나타나는 강의내용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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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차이는 단순히 교수의 설명으로 설득되거나 해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에 대한 각 주체들의 신념,
교사임용시험에 대한 가치 부여, 지식의 본성에 대한 믿음,
교수의 권위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19].
여러 정체성에 대한 중첩으로 나타나는 고민은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진행중에 있었다. 나는 학과 교수
로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사임용시험에서 경쟁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연구자로서는 그들이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하였으며, 강의자로서는 이와 같은 나의 지
향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수업을 계
획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의 정체성이 강
의에서 종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교사교육자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지칭하였으며, 선행 연구 [19]와 달리 나의 다중적
역할에 논의보다는 나의 실천과 교사교육자로서의 균형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1) ‘나’의 강의는 성공적인가?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성장 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은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였다. 당시 수도권 소재의 한 교육대학교에서 시간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박사를 졸업을 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역학
교육론, 현대과학과 생활 등 물리교육전공 및 공통과학 전
공과목의 시간강의를 맡았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교
육대학원 등에 대학원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
년부터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물리교육론,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물리 논리 및 논술 교육, 과학철학 및 과학교육 등
교과교육 과목뿐 아니라 일반물리학, 현대물리교육 등 내용
학 과목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중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처음 맡았던 서울대학교의 강의는 나의 석박사 과정
지도교수의 수업을 많이 참조하였던 것으로 보였으며, 강의
평가도 점점 좋아져, 그 당시에는 큰 고민이 없었다.
하지만 대학교수로 부임 후, 실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나 경험이 없고 현장교사로서 경험이 없었던 나에게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강의는 큰 숙제였다. 돌이
켜보면 나는 내 경험을 상기하여 수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의 내용을 선별하였다. 그런데 현재 속한 대학교에 부
임하고 전임교원으로서 여러 강의를 맡아 학생들과 오래
관계를 지속하면서, 전과는 상황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게 되었고 그런 점은 교사교육자로서 나에게 큰 숙제가 되
었다. 과제를 발표시키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예전 방법이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토론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나에게는 늘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답들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답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찰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예비교사
들이 본인 스스로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이런 점은 나로 하여금 예비물리교사들에게 답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적 논의를 하는 강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실제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수”라는 수식어는 늘 나를 불
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예비교사들이, 대학에 와서도,
지나치게 정답 찾기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강의의 방향을
예비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
다. 예비물리교사들은 “확고하게 정립한 보편타당한”이론
과 해법을 설명해 주는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
편, 예비교사들의 강의평가도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였는데,
일부 학생들은 답이 없어 불편해하였으며, 또 어떤 예비교
사들은 답이 없는 문제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있
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나로 하여금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수 년간의 강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지향점을 이해 못하는 예비교사에게는 이 강의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실제 이와 같은 강의 방식
을 일부 예비물리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강의평가 점수는 대학 평균 이상이었다는 점, 그리
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 예비교사와의 면담에서 “교수님,
‘답을 주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는 아닐거에요.
제 주변에는 오히려 교수님의 강의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
들도 많아요.”라는 반응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서 다루는 문제는 나의 강의 지향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교사교육자의 실행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는 외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기보
다는 교사교육자가 지향하는 교과교육강의가 단순히 어떤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고자 하지만, 그리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2) 강의를 하면서 늘 나에게 묻는 질문 : 나는 과연
누구인가?
교사교육자로서 실행에 있어 고민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셀프스터디와의 만남은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정체성 인식
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셀프스터디를 통해, 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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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강의자로서의

보면서, 나의 강의가 지향점이나 내용에 있어 예비교사들과

역할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과연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깨달았으며, 그것이 나에게는 교사교육의 지향점이 무엇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왜 내 강의를 듣는지, 무엇을 필

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로 매 학기

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강의 하나를 정해놓고 짧은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기회를

고 생각하였다. 나는 현장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며 셀프스터디 연구의 방향을

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비판적

으며, 강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문하지 않았다. 이는

동료들과 강의의 개선 방향과 교사교육자로서의 나에 대한

과거에 내가 그런 고민이 많지 않은 것과 밀접하다고 보인

고찰을 함께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물리교육 강

다. 하지만 대학교수로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의에 대한 나와 예비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셀프스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채점을 하면서, “예비물리교사들은

디를 수행하여, 교사교육자로서 연구와 수업 실행의 개선

내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들, 예를 들어 구성주의적 수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나는 예비물리교사들

방법이나 교수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선행 경험 및 지식

의 교직 지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

의 필요성 등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받아들이고

으며, 예비물리교사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비

있는가? ”에 대하여 되묻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내 강의를

물리교사로서 그들의 특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려고

수강하는 예비물리교사들의 선행지식, 학습 태세에 대하여

했었다. 왜냐하면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교과교육학에 대한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주변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물리교사들에게 해당 지식을

동료들과 강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며, 강의에서 예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상하지 못한 예비물리교사들의 반응, 예를 들어, 임용고사

내가 가르치는 교과교육의 내용이 예비교사들에게는 당연

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주기를 원할 때와 같은

히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를

경우에 대해 교사교육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히 기대하였다. 이는 내가 학부시절, 물리교육을 처음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배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나는 과연 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

물리교육 강의에서 나는 물리학과 다른 새로운 학문 영역을

며, 그것이 나의 성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주의깊게

알게 되었고, 학부 시절, 나에게는 해당 강의가 교사로서의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나의 지향과 예비교사의 지향이

진로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으며, 물리교육을

어떻게 다르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

이 해결하고 싶었다.

다. 이와 같은 나의 과거의 경험은, 지금의 예비교사들도
나처럼 이것이 왜 필요하고 무엇에 쓸모가 있는지를 고민하
는 것 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려는데 노력을

3) 나의 기대 : 예비교사들을 변화의 주체로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물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의 변화에 있어 교사교육자로서 나

그들을 안내하고 조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예비

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특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거의 없었다.

는 나의 실행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내가 기대한대로는 아니었다. 정확

즉, 교사교육에 대한 나의 지향점을 예비물리교사들에게

히 표현하면, 나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기존의 내 인식을 바꾸어야 했다. 나는

가르친 이론을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지

예비물리교사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았었으나, 그들을 변

만, 이 때, 나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학교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물리교사들에게 반성의

하지만 예비교사들의 강의평가에서 나오는 일부 학생들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비물리교사에 대한 이해가

해 예비물리교사들에게는 수업 시연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단편적인 것은 아닐지 혹은 예비물리교사들의 요구를 내가

확대하고, 동료 예비교사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 자기반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강

성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개선하기로

의에 들어가서 예비물리교사들에게 어느 부분을 수업해야

하였다. 다음은 2016년과 2018년의 셀프스터디의 방향에

할지 물으면 그들이 강의계획서를 무작정 따라 읽는 것을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쓴 일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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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셀프스터디에서는 나와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
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설득하
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다.
과연 갈등을 제공한 그 학생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를 통해 나는 무
엇을 고민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
에게 정체성 설문을 통해 느낀 점은 학생들이 물리
내용 지식에 대한 요구는 분명한 반면, 물리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지식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과연 물리교육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
끼는 것인가?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7)

예비물리교사들을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4학년 1학기 교육
실습을 나가기 직전의 시점은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변화
의 주체가 되기 위해 주어지는, 늦었지만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심정으로 본 강의의 실행 전략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었다. 수업 시연 과제를 수행하기 전
교사정체성과 관련한 사전 설문 실시를 포함하여 “본인이
되고 싶은 물리교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등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분석,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요
령 안내와 같은 준비 활동을 1주간 가졌다. 이를 통해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피드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교육실습을 나기기 직전에는
15분동안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타인의 수업 시연 중에 다른 예비교사들은 모두 학생
의 입장에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예비교사들이 한
학기동안의 수업 시연의 기회를 통해 자기 스스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교수자로서
나는 나의 강의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4) 예비물리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강의 진행
나는 물리교육의 주요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해당 수업
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현장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강의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나는 예비
물리교사들이 나의 강의를 통해 수업모형이 단순히 이론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 필요한 도구라는 것
을 알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예비물리교사들은 그것을
이론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에서 예비물리교사들에게
교사정체성과 관련한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예비물리교사로서 나의 현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과거,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을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물리교사로서 갖춰야할 전문성, 그리고 좋은 물리 수업의
모습에 대해 포괄적으로 묻고, 이를 토대로 강의의 방향을
정하고 예비교사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다.
강의 사전 설문 결과, 해당 과목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교
사가 ‘되고 싶다’(79%, N = 11) 와 ‘매우 되고 싶다’(21%,
N = 3) 에 응답하였다. 그들은 물리 교사 진로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때 결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79%, N = 11),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뒤에 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21%, N = 3). 그리고 그 중 반 정도는 교사
이외의 진로를 고려하지 않았다 (43%, N = 6). 예비물리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N = 8)이었으며, 과학교사가 되기 위하여 현재 대
부분은 임용고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
N = 13). 이들은 사범대에서 교사가 되는 준비를 하면
서 어려웠던 점으로 물리학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점 (50%, N = 7), 물리교육을 공부했지만
그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경험이 없었던 점 (21%, N =
3) 등을 들었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학생 (14%, N = 2) 과
기타 응답 (14%, N = 2) 이 있었다. 사전 설문 결과에서
대부분의 예비물리교사들이 물리학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것이 그들이 교사로서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나는 이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수업 시연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
여 다른 예비물리교사들의 수업 시연도 볼 수 있고, 다른
동료들의 평가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는 예비교사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
강의에 반영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설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향하는 수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예비교사
들은 본인이 동료들과 나에게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다음 수업 시연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매 수업 시연마다 확인하도록 하여, 각 개인별 지향점
과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다음은 한 예비교사가 강의
중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이며, 이를 매 강의마다 공유하고,
예비교사에 따라 피드백을 줄 때에도 참고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가 강의 중 작성한 일지 중 강의 초반에 작성한
자신이 되고 싶은 물리교사의 모습, 그리고 매 수업 시연 후
작성한 자기반성일지의 예시이다. 해당 예시에서와 같이
예비교사들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수업 시연 절차는 Table 3과
같이 각 개인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수업 시연 후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실행의 목표를 재설정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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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되고 싶은 물리교사 : 저도 이해하기 쉬운
물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물리를 학습하는 고통,
통증을 덜어주며 다양한 과학현상, 실험등을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물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현상과 실험을 보여주기
위해 가끔씩 유튜브를 보기도 하며 물리교육에 관
련된 과목의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예비교사 l이 되고 싶은 물리교사의 모습,
2018. 3. 7.)
(POE 수업모형을 적용하여보니) 대체적으로 예측
단계에서 질문하고 이유를 답하도록 하는 점이 좋았
으며 관찰 단계에서 직접 실험을 학생들이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우선 좀
더 자신감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진행하는데 있어
서 말을 더듬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
업에 사용할 대본을 준비하고 많이 수업을 해보면서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 l이 수업
시연후 작성한 일지, 2018. 3. 14.)

2.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개인적 인식론
나는 교사교육자로서 예비물리교사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업 시연을 하고, 이것이 그들이 수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갖추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하고 있었다. 본 절은 내가 강의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며, 그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분석한 내
용이다. 나는 그들이 지난 배운 전공 지식을 수업실행에서
활용하기를 기대하였으며, 그 과정 역시 예비교사들이 주
도적으로 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오히려 나는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점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나의 반성적 성찰이 조급함을 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판적 동료들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나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나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있다.

1) 강의에서 내가 예비교사들에게 기대한 것: 학습된
이론적 지식을 본인의 실행에 적용할 수 있기를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자신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
고, 이에 따라 수업의 방향을 정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나는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수업모형을 수차례
연습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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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음은 내가 예비물리교사들이 구성
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학생 중심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지의 일부이다.
오늘은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학생의 이해의 필
요성, 그리고 학생은 수업에서 어떤 인지적, 행동적
활동을 하는지를 알 필요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
략)...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비교적 간과하게 되
는 학생 활동과 학생의 태도에 대해 집중할 필요를
이야기하였다. …(중략)…. 다만 예비교사들의 태
도와 입장에 대해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점에 대해 내가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로
인해 수업의 진행이 다소 늘어지는 느낌이다. 결국
나는 그들을 나의 입장으로 설득하기 위해 계속 애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나의 강의의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고 스스
로 바꾸어나가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본 수업에서는 지난 수
업과 달리 짧은 수업 시연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과제
를 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13)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며 피드
백을 주었으며, 이와 같은 지식은 그들이 스스로 전문성 있
는 교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나는 나의 피드백이 매우 분명하고 단순한 주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 나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나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나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과정안에서 학생
활동을 별도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예비교
사들에게 의견을 묻고 난 뒤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수업에서 나의 설명의 많은 부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시연의 지향점을 얘기하기보다
는 그들이 보여준 결정적 실수들을 지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물리적 오류가 있는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왜 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또한 그들이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수업 중 고쳐야 하는 일종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에서 학생활동을 별도로 강조하여
적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교사가 학생 활동
을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수업에 반영되어야
함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설명을 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학생활동에 대한 이해가 수업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의견을 주로
나타냈다. 이 점에서 학생들이 내가 주장하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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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sson demonstration procedure.
order
Sharing orientation of lesson
Lesson demonstration and feedback
Reflection on the lesson

Teacher educator
-Reviewing the last lesson and
presenting the goals of this lesson
-Individual and overall feedback
-Self-reflection on the lesson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학생 활동을 교수학습지도
안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수업의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만 생각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
업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여전히
교사중심의 수업 진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16)

2) 예비물리교사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 내가 주도하는 강의
애초 강의를 시작하면서는 예비교사들의 지향점, 교사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았고, 그들이 변화의 주체로 될 수 있도록 조력
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했으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피
드백이 기능적 측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셀프스터디를
통해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존에 배웠던 이론적 지식
과 연결지어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업 시연을 통해, 그들이 기존 강의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과 연관시키고자 했던 나의
본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은
내가 수업 중에 제공한 피드백 중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둔
부분의 예이다.

Preservice teachers
-Setting and sharing the goals
the goals
-Peer feedback
-Reviewing feedback and resetting goals

발생학습 모형이지만 교사가 (수업 단계에서 중요
한) 초점을 전혀 잡지 못했다. …(중략)… 오늘의
수업만을 본다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수업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실패인 듯하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4. 19)
POE수업은 비교적 쉬운 수업모형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중략)… 시범 실험 모두 성공적으로
관찰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중략)… 물론 실험의
한계였을 수도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4. 18)

3) 예비교사들에게 나의 ‘이론적 렌즈’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비교사들에게 실망하는 부분 중 하나는 중등학교
물리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내가 지적한 부분만 수정해
오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하며 반문하기도 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보다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거나, 수업 잘하는 것도 타고난
것은 아닌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 학생들의 의견이 대비될 때 그것을 명시적으로 칠
판에 적어 수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부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
의 참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22)

비록 가시적이거나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이

비판적 동료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야기하였다.
이런 실망은 나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들게 하였다. 과

그 결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변화의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변화에 대하여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내가 예비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쓴 일지의 내용의 일부이며, 그들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대한 실망감을 볼 수 있다.
오늘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발생학습 수업 시연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였다. …(중략)… 학교 현장에 본
수업모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
다. 나는 이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모형들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16)

연 “나의 실행 방안이 맞는 것인가? 혹시 잘못된 전략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인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예전의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변화로 보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나의 수업이 예비교사
의 변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과정은
복잡하고 개별적이다. 매우 독특하다. (2018. 6. 4
동료들에게 보낸 전자 우편 중)

Self-study on The Practice of Teacher Educator Focusing on The Personal Epistemology · · · – Jaehyeok Choi et al.

이후 나는 이와 같은 실망감을 잠시 두고, 나를 비판적으
로 살펴보고자 했다. 다음 일지에서도 보는 것처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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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를 시작하면서 : 예비교사들의 개인적 인식론
특징 분석하기

과연 예비물리교사들이 이해할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혹은 지나치게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비물리교사들의 개인적 인
식론은 어떠한지, 나의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 싶었다. 다음은 내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이론 중심적인
피드백의 내용의 일부이다.
로슨의 순환학습을 적용한 수업 잘 보았습니다. 이전
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증가하고 자연스러워진
모습입니다. 특히 탐색과 연관지어 수업을 이끌어가
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중략)... 1. 서술적 순환학
습은 현상에 대한 서술과 관련된 개념의 도입입니다.
설명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가 싶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까
지 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경험귀추적 순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인과적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 중요합니다. 학생들 주도적으로
인과적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가설연역적 순환학습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정량적 검증이라면 가설연역적 순환학습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4. 실험에서 과연 가능
한가라는 생각이 든 실험이 있었습니다. 5. 탐색에
서는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개념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탐색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강조되어야겠습니다. 6.
적용을 어덯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
제 순환학습은 적용이 다음 탐색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4. 5)

3.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의 특징과 그에 대한
나의 자세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에게 그들이 대학 3년동안 배운 이
론적 지식을 수업 실행에 적용하기를 기대하였지만, 나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급해하는 나를 보았
다. 이는 내가 지나치게 이론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예
비물리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인식론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으로 연
결시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을 수 있겠다. 다만
에비교사들이 나의 강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 예비교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자 하였으며, 본 절은 예비물리교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나의 반성적 고찰에 관한 것이며,

예비교사들에게 개방적 서술형 설문을 실시하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좋은 물리 수업이란 학생이 물리 개념을 이해
하는 수업(40%),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 수업(27%)와 학생
이 주도하는 수업 (20%) 라고 응답하여, 좋은 물리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의 주요 요소로는 물리학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리교육학이나 교육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를 시작
하면서 예비교사들에게 학생의 물리 개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물리학 개념을 잘 알고, 쉽게 설명한다면, 가능하다고 응답
하였고, 이에 대해 교수자가 학생들마다 방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수업을 진행하는 구성주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비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물리교육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걸 왜 배웠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예비교사들이 구체적이지 못함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은
그에 대한 교사교육자의 일지 내용의 일부이다.
예비교사들이 물리내용지식에 대한 요구는 분명한
반면, 물리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지식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과연 물리교육
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의 반성적 일지, 2018. 3. 7.)

예비물리교사들은 이 강의에서 수업 시연의 기회가 많다
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그들은 수업 시연과 관련해
서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나에게 냉철하고 분석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기를 원하였다.
수업 시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자 수업 시연을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교사 m).
교수님께서 수업 시연 동영상을 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며 고칠 점을 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교사 f)

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강의에서 예비물리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그에 따라 강의에서
수업 시연의 기회를 여러 번 가지는 이유와 다른 동료들의
수업 시연을 통해 본인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좋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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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강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
으며, 관련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 교육현
장에서 현장교사에게 과정중심 평가가 강조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일련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
고 있는 물리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하
려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내가
강조하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구성에 있어 도움을 줄
수도 혹은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예비물리교사의 개인적 인식론에 관해 더 알아보
기 : 교사교육자의 지향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물리교사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나처럼 이론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에 연결시키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수업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강조하는지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
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피드백 내용에서 내가 강조하는 학생중심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있을법한 반응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이 좋았습
니다. 학생들이 오개념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다고
말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실험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
해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잘 이끈 것 같다. 또 실제 수업처럼 전 시간 내용
을 이야기해줘서 좋았다. 말투가 편안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사인 것 같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다시 시범을 보여주시는 모
습이 좋았습니다.
학생들과 많은 소통이 있는 수업이어서 좋습니다.
(수업 시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동료 피드백 중)

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수업의 지향점, 혹은 수
업에 대한 본인의 인식 등 개인적 인식론이 교수자와 동료
들의 피드백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들의 개인적 인식론, 특히 교수 실행에 있어 이론적 지식의
역할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생각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3) 예비물리교사들의 실행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나는 예비물리교사들이 강의 후반부에 작성한 설문에서
예비교사들 스스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본인의 기대만큼 수업 시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이 일반교
육학 및 교과교육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실행에 적
용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와 동료학생들의 피드백에서 응원과 격려, 그리
고 방향성을 모색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의 변화와
반성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해보면서 나의 모습을 직접 보다보니 고쳐야 할 점
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피드백은 내가 하는
피드백은 내 영상이라 꼼꼼히 봐서 잘 체크하려고
노력했는데 동료에게 받는 피드백은 단계를 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을 잘 들어주었어요. 등의
막연한 것들이 주라서 세세하게 도움을 받기는 힘들
었다. 하지만 한 줄짜리라도 댓글을 받는 것 자체가
같이 보고 응원해 주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힘이 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비교사 k)
같은 수업모형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모형을 다른 주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k,
강의 후 평가 설문 중)
교수님께서 탐색에서는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개념
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와 닿았다. 시나리오가 책상에 있어서 읽고 하느라
눈을 아래로 깔고 해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
했던 것 같다. (예비교사 d, 자신의 반성의 일지 중)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는 과정은 전체적인 내용면에
서 받은 게 좋았고, 확실히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좋았다.
(예비교사 j, 강의 평가 설문에서)

일부 예비물리교사들은 여전히 수업모형은 이론에 불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그들
의 개인적 인식론이 변하지 않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예비물리교사들이 나의 생각과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으나, 교수방법을 가르치는 나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하였으
며, 나에게는 여전한 큰 숙제라고 보았다. 다음은 학생들이
강의 후에 작성한 한 강의 평가의 일부이다.
과학 교수모형은 정말 이상적이고 실제로 이를 실
연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업 시연인데, 과교론의 수업모형이 참 이상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비교사 a, 강의 평가
설문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물리 수업의 모습이 무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 수업모형으로 수
업을 해보았고 이 수업은 실제 수업에 반영하기 어
렵겠구나 라고 느낀 것도 있고, 그래도 동아리 수업
에서 쓰면 좋겠다는 수업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교사 c, 강의 평가 설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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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물리교사들의 사후 설문 결과를 보면, 본인의 좋은
수업에 대한 지향점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변하
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본인의
지향점이 변화했다고 하기 보다는 수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비물리교사
들이 적은 설문의 내용의 일부이다. 단적으로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표현한 예비교사는 11명 (78%) 이었으며,
일부 수정이 있었다고 표현한 경우가 3명(22%)이었다. 본
강의를 통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관련한 설문 내용의 일부이다.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추가
할 필요성을 느꼈다. 흥미 있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도 중요한 것 같다. (예비교사 j)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정확히
전달하는 수업이 (여전히) 좋은 물리 수업인 것 같습
니다. (예비교사 k)

697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예비교사교육을 담당하
는 대학교수로서 나의 역할과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를 생각해보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대학교수로서 그들이
수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으나,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본 연구를
통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예비물리교사들을 가르쳐야 할까? 졸업생들이 찾
아와 자신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교과교육 지식을 학교 현
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 대한 나의 역할과 기대를 돌이켜보면서,
예비물리교사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나의 정체성과 지
향점,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진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구성주의 수
업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나의 역할과 실천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흥미와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교사 l)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이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혼자 실험을 아무리
잘하고 잘 도와줘도 학생과 소통을 못한다면 재미있
는 수업이 될 수 없다고 느꼈다. (예비교사 e)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교사의 과목내
용지식의 정확성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교사 g)

4. 논의와 교사교육자의 고민
본 연구에서 나는 교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예비물리교
사들의 수업전문성 계발을 위해 수업 시연과 피드백 제공,
그리고 반성적 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실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예비물리교사들의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에 관한 개인적 인식론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나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새로운 실행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내가 연구하는 교육 연구들이 학교 현장과 실행에 보다 밀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사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예비물리교사들이 나와 다른 가치관과 개인적 인식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그것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예비물리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험에 의해 그들
나름의 고민의 결과 형성된 그들의 가치관을 한꺼번에 바꿀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사교육자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4학년 예
비교사 14명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
교육자인 나를 중심으로 반성과 실행, 자기이해와 변화의
과정을 살펴본 셀프스터디이다. 강의를 설계하고 운영하면
서 나, 비판적 동료, 예비교사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기이
해를 바탕으로 한 ‘나’의 반성과 실행 과정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교육자인 ‘나’의 실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나는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실행에 대한 반성을 포
함한 셀프스터디의 과정을 통해 내가 실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속에서 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즉, 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나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교사교육자로서 어떤 전문성이 더 필요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내가 배웠던 교과교육 수업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으며, 교육적 문제에 있어 다양한 가
능성을 탐색하고 논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가
르치는 물리교육이론이 단순히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비교사와 나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그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보았다. 이
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
요하며, 그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나의 사전 경험, 이전에 진행하였던 셀프스터디 결과 등을
토대로 예비교사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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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설계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도록,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나
를 보았다. 이런 나의 모습은 교사교육자로서 다소 조급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비교사들이 내가 기대한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나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나는 실행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
가 예비교사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고찰과 성숙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 점이 셀프스터디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지점
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라는 점을 인지한 사실
나에게는 큰 소득이자 교사교육자로서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변화하길 기대하였으나, 그
변화의 수준, 증거, 변화 목적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유 및 합의 과정이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이 없을 때
에 변화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사교육자는 수업모
형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생 참여가 강조되는 수업을 구현
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셀프스터디의 결과를
토대로 교수자인 ‘나’는 강의참여의 목표와 지향에 대한 개
방적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여전히 교수자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증거나
확신을 찾기 어려웠고 이에 실망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교수자에게는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과 실행적 지식을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드백을 단편적으로 해당 상황에 적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와 같이 교사교육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에 직면하였고, 예비교사들의 개념 설명 오류, 수업
준비 부족 등과 같은 부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도대로 예비교사들이 구성주의
수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여 실망하지만,
예비교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희망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예비교사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
서 교사교육자인 나의 노력이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면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교사육자로서 지나치
게 조급함을 가지고 예비교사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교사교육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며, 지향점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교사교육자가 그들의 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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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의 주체로 변화의 가능성을 높
여 졸업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는 4년간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
다고 보인다.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강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수업
전반부에는 수업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만 수업
후반부에는 수업모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것의 의미를 수
업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모형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비교사들도 있었다. 예비교사
들은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
자 및 동료들의 피드백에 각자 독특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자기이해와 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나는 교사교육자로서 어떤 사명감
과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셋째, 교수자는 강의를 마치면서 교사교육자로서의 정
체성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현재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수업과 연관되어
나타난 예비물리교사들의 개인적 인식론을 살펴본 결과,
교수자는 그것이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이론적 지식이 실
행적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가
지고 있는 인식론으로 보았을 때, 이론적 지식과 실행적
지식의 연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
행적 지식의 이해와 변화는 어렵다고 교수자는 인식하였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성찰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술
대회에서 한 교사교육자가 우리에게 “왜 예비교사들이 교
사교육자인 나의 생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서 교수자는 이를 ‘강요’
라고 표현하였으며, 그것이 ‘적절’한지, 혹은’성공적인지’
를 논의하였다. 특히, 강요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들에게
충분한 준비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도 아니면서, 교수자의 가치관을, 혹은 물리교육
교재에서 다루는 그 가치와 지향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즉, 기존 교수자의 강의가 매우 일방적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며, 현재, 교사교육의 방향
이, 나의 강의의 진행이 그러했다는 점에 대한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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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사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교수자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예비교사의 변화와 그에
대하여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라는 가치의
문제에서 시작해, “과연 교사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실제, 본 연구를 시
작하면서, 교수자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고
제기한 문제와 성공적인가? 라고 논의하는 부분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논의에서는 그 적절성과 성공의 의
미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확대하여 교사교육과 교과교육
전반의 방향성으로 확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셀프스터디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르지 않고,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과연 교과교육 강의가 예
비교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물리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 · 학습 과정을 성찰
할 때 변화의 대상으로 학습자뿐 아니라 교수자도 포함되어
성찰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
의 변화로 국한되어 서술되며 교사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교사
교육을 목표로 한 교수 · 학습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
로의 지향과 이슈를 설득하는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었으며,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행을
개선하거나 변화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교수자 자신의
변화도 동반되었다. 즉, 교수 ·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변
화만 주목하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분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의 변화를 목표로 한 교수 · 학습 과
정을 분석, 성찰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변화와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변화로부터 이끌어
내지는 교수자의 변화를 같이 성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다른 교사교육자와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나의 실행과 반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여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동료 교사교육자와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학회와 국제 학회에서
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6, 27]. 학회에서 한 회원은
“예비교사들의 변화가 어떻게 한 학기 수업가지고 되겠는
가? 너무 큰 욕심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그에
대하여 “만약 그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교과교육교수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
하면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친다.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사범대 교수로서 책무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
다.”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그 질문의 의도는 나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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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점에 너무 큰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일종의 격려이기도 하였다.
국제학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오고 갔다.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관 지
어보면, 여전히 예비교사들의 변화는 나에게 큰 과제이다.
나는 본 셀프스터디를 통해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늘 나의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강의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예비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조급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닌
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예비물리교사들의 변화는 교수자의
지식이나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교수자의 ‘실행
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비물
리교사들의 개인적 인식론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
다. 예비물리교사들은 수업을 구성주의적으로 설계하거나
물리적으로 옳은 개념 설명을 구현하고 수업모형을 완벽히
이해하는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즉, 그들은 수업의
지향점이나 수업모형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이론적이고 추
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반면, 교수자가 그들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수업
내내 일관되게 강조되었던 부분을 주목하였고, 따라하였다.
예를 들면 예비교사들이 동료평가 시 보여준 학생간 피드백
이나 수업에서의 주안점을 보면 교수자가 그들에게 주었던
피드백의 모습을 닮아간다. 즉, 교과교육과 같은 실행 기반
학문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이론 강의 보다는 그의 실행
을 따라함으로서 학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듀이의 ‘행함으로서 앎’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교사교육은 교사의 신념, 인식, 태도
등이 변화하면 그들의 실행도 동시에 변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에서 출발하여, 많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신념,
가치 등의 변화가 교사 실행의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은 여러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교수 실행의 변화로 이어주는 문제는 결코 단순
하지 않으며 [28], 교사의 신념이나 태도 등은 대체로 현장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으로는 단기간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실행을
통한 변화만이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실행을 추진해나가도록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행이 먼저
강조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사하게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교사 교육 또한 실행기반 학습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9]. 즉, 교사교육자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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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인식을 먼저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6] A. P. Samaras, Self-study teacher research: Im-

실행과 모범을 기반으로 교수 ·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proving your practice through collaborative inquiry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

(Sage, L. A., 2010).

서 예비교사들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기존의 이론 중심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교육자의 실행과 모범을

[7] K. Jo, H. Kim, J. Choi, and Y. J. Joung, J. Korean
Assoc. Sci. Educ. 36, 457 (2016).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8] M. L. Hamilton and S. Pinnegar, in Reconceptual-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자 자신 또한 이론뿐 아니라 실행에

izing teaching practice : self-study in teacher ed-

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ucation edited by M. L. Hamilton (Falmer Press,

그들이 예비교사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London ; Bristol, PA, 1998), pp. 235.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와 관련하여 나는 어떤 자세를 취

[9] J. J. Loughran,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

해야 하는 것인지에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즉, 그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edited by M. L. H. J. J. Loughran, V. K. LaBoskey,

변화와 관련하여 나를 비롯한 교사교육자는 어떤 입장을

& T. Russell (Springer, Dordrecht, 2004), pp. 7.

견지해야 하는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대학에서 이뤄지는

[10] T. Dinkelman, J. Teach. Educ. 54, 6 (2003).

강의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

[11] S. Pinnegar and M. L. Hamilton, Self-study of

는지, 그와 관련하여 나를 비롯한 교사교육자에게는 어떤

practice as a genre of qualitative research: The-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추가 고찰이 필요할

ory, methodology, and practice (Springer Science &

것이다.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

Business Media, 2009), Vol. 8.

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된 교사교육자로서

[12] L. Cuban, How teachers taught: Constancy and

나의 반성과 실행에 대한 고찰에서 나타난 일련의 양상과

change in American classrooms, 1890-1990 (Teach-

고민이 추후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ers College Press, New York, 1993).

본 연구가 교사교육자들의 전문성 계발과 예비교사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 H. Hwang,

The J. Korean Teach. Edu. 30, 5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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