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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elf-study on specifying the role of a teacher educator who was a junior faculty in a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I was unfamiliar with the curriculum
for physics preservice teachers owing to having no prior relevant experience. I prepared my first
physics lecture at the university based on my experience as a physics researcher. Meanwhile, as
a teacher educator, I wanted to be a good role model for the preservice teachers. In this study,
the unfamiliarity became an critical starting point for me to clarify my role as a physics major
lecturer and as a teacher educator. The unfamiliar environment allowed me to critically evaluate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and explore different ways to improve it.
Additionally, it has provided m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myself as well as my students in
depth. This made my understanding of students as a preservice teacher clear, thus allowing me to
embody the self-appointed role of a teacher educator.
Keywords: Junior faculty,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Teacher educator, Physics researcher,
Self-study, Role model, Unfamiliarity

물리교육과 신임교수의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에 관한 셀프스터디
황정운 · 최재혁∗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광주 61186, 대한민국
(2022년 7월 19일 받음, 2022년 8월 24일 수정본 받음, 2022년 8월 29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신임교수인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관한 셀프스터디이다.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나’에게 낯설었고,
처음 하게 되는 물리학 강의는 물리학 연구자로서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였다. 한편, 임용
직후부터 교사교육자로서 막연히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낯섦은
나와 전공과목 강의자로서 나,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낯선
환경은 내가 교사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했으며, 내가 나와
학생들을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를 통해 나의 학생인 예비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서 스스로 정한 교사교육자로서의 역할도 구체화되었다.
Keywords: 신임교수, 물리교육과, 교사교육자, 물리학 연구자, 셀프스터디, 롤 모델, 낯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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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사교육자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교사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1–4].
교사를 교육하는 교사교육자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5], 교사교육
자 대부분이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타인에 의해 연구가 이
뤄지기 쉽지 않다. 교사양성기관의 대학교수가 되어 교사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체계적 지원 없이 스스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험난하고 외로운 여정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6], 대학교수의 경우 대부분 연구자로
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이 되고, 특별한 교육 훈련 없이
강의를 맡는 교수자 상황에 놓이게 된다 [7–10]. Eddy 와
Gaston-Gayles [11]가 신임 대학교수가 받는 스트레스로 교
수(teaching)에서 가지는 책무성과 본인에 대한 불명확한
기대를 보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사교육자는
대학 임용 초기에 일반적으로 신임교수가 직면하는 어려움
을 겪겠지만, 그들이 속한 환경에 따라 그 양상과 특징은
다를 것이다 [7,8].
이런 점에서 자신, 자신의 실행, 자신의 생각 등을 대상
으로 하며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실행의 개선
을 추구하는 셀프스터디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교사교육
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교육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2–17]. 셀프스터디는 자신의 생각이나 실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연구
방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8].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교사교육자에게 본인 스스로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4,16,17,19–23]. Grierson [24]은 본인이 교사교
육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과정에 관한 셀프스터디를 통해
자신의 교사교육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였고, 교사교육자
로서 역할을 맡아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셀프스터디를 통해 교사교육자의 교수 과정을 그들을
둘러싼 상황 맥락적 환경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16,25], 교사교육자 자신에게는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6], 이로부터 의미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이 이
뤄지고 있으며, 물리교육과의 경우 교수진의 대다수가 물
리학 연구자라는 점에서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
육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클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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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연구는 거의 없었다. 물
리교사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교육자의 역할에 관
해 논의한 Larsson의 연구에서 [27], 교육학자와 교수법 전
공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비해 물리학자의 역할은 교
사들의 물리학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으로만 매우 간략히
소개되고 있고, Henderson과 Dancy [28]의 연구에서는 물
리학자 교수진과 물리교육 연구자들간의 협업의 어려움과
장애를 보고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교사교육의 분절적 접
근의 한계를 논하고 있지만, 물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
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의 물리교육의 역사를 정리
한 Meltzer와 Otero의 연구 [29]에서는 물리학자들이 물리
교육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물리학습과 교재
연구,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에서
하는 역할을, 특히 물리교사교육에서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물리교사교육자에 관한 연구는 대개 현장교사
나 물리교육연구자가 교사교육자가 되는 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물리교육연구자인 Choi [1,30]는 본인의 셀
프스터디에서 물리교사교육자가 대학 내에서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면서 가지는 정체성과 그 갈등을 논의하며 교사교
육자가 가지는 다중적 역할을 일종의 ‘경계넘기’ [31]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셀프스터디가 궁극적으로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Bullock
[32]은 교수로 임용되기 이전에 본인이 교사교육 및 관련
연구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대학교수 및 교
사교육자로서 가지는 어려움이 상당하며, 교사교육자만의
교수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사범
대 신임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사범대학 신임교수들이 교수 실행에 적응하는
과정에 관한 Lim의 연구 [8]에서는 신임교수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신임교수들이 대체로 교사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연구자’로서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범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특성을 보고하였다. 국내 교사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Hwang의 연구 [7]에서는 우리나라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신장 과정을 상황 맥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교사교육자들 대부분은 학문적 성취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연구자로서 본인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둔
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서는 많은 신임교수들이 학과에서 본인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는데 [11, 23], 그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했던 배경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구업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9,10]. 또한 신임교수는
본인의 역할에 관한 인식에서 임용 초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24], 그것이 본인의 교수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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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된다 [13,33,34]. 이런 점에서 사범대 신임교수
가 임용초기에 경험하는 낯섦을 교수 실행의 과정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교사교육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
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35].
본 연구에서는 셀프스터디 연구 방법을 통해 사범대 신
임교수인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정립
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물리교사교육에
서 물리학 연구자들의 역할과 입장을 살펴보고, 롤 모델의
측면 [36]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자로서 내가 어
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려고 하는지를, 나를 둘러싼 환경
및 나의 다중적인 정체성과 성장 배경을 중심으로 한 논의
를 포함하여 본인의 강의 실행과 반성의 과정을 내러티브
형식 [37]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회 적응
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신임교수가 경험하는 낯섦
을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하였다 [38]. 이를 통해, 사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의 역할은 물리교육과 신
임교수로서 나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여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판적 동료는 물리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같은 과 동료 교수이다. 학부 및 대학원 모두 사범
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연구를 시작할 당시 임용
14년차 교수였다.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진 중 물리학
전공 교수들이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나에게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였다. 비판적 동료인 그는 셀프스터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서, 나의 반성적 고찰
과정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질문을 함으로써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
기보다, 나의 연구 동기와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대학 물리교육과 신임교수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학 강의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
해 나가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자로서 가지는 역할 측면을 살
펴봄으로써 우리는 교사교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것
으로 기대했다. 이는 기존 교사교육연구자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교육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비춰 새로운
이야기일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물리교육과 교수인 ‘나’는 지방국립대
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임용 후 대학 강의를 처음 맡은
신임 교수이다. 학부 및 대학원 모두 자연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였고, 물리학과와 재료공학과에서 총 3년동안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본 연구를 시작
할 당시 임용 2년차 교수였다. 물리교육 전공인 학과 동료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임교수
로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자유롭게 탐색하였는데,
임용된 직후부터 보낸 2년을 되짚어보고, 이를 나의 성장
배경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용 3년차
강의 실행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사교육
강의에서 내가 가지는 지향점은 무엇이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나의 이해는 어떠 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이 정립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필요한 논의를 추가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은 임용 2년차부터 4년차인 2020년 12월
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임용 4년차 나의 모습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는 (1) 사전 회의록, (2)
나의 반성적 일지, 그리고 (3) 회의록 및 비판적 동료의 반
성적 일지이다.

교수와 함께 사범대 물리교육과와 자연대 물리학과의 차
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 나누었고, 사범대학 교수로서
적응해가는데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였다. 신임교수의
정착 과정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동료 교수가 셀프스터
디를 제안하였는데, 현재 나의 생각을 다듬어진 글로 써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과 인문학적
연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 연구를

(1) 사전 회의록은 연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
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비판적 동료가 작성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8회)
(2) 나의 반성적 일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혹은 수업을
마친 후에 작성하였고, 이는 비판적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주요 소재가 되었다. (총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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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동료는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 내용을 정리하
고, 추가로 논의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작
성된 모든 내용은 나의 의도대로 서술되었는지를 즉
시적으로 확인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나의
반성적 일지에서 ‘나’는 비판적 동료가 작성한 회의
록과 그의 일지에서 ‘H 교수’로 서술되었다. (회의록
총 9회, 일지 총 11회)
나의 일지와 비판적 동료의 일지를 서로 확인한 후 의
견을 메모로 달고 다시 그에 대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켰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지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전 일지와 비교
하며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연구 데이
터가 타당하고 진실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점차 구체화하였고, 그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이뤄진 주요 연구 방법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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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분), 비판적 동료도 자신의 일지를 별도로 작성
하였는데, 이는 나의 반성적 일지의 내용에 대한 이
해를 위해 질문을 하거나 비판적 동료 본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다. 1주에 1차례 정도 총 9회
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였다. 연구의
큰 방향은 첫 번째 단계에서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논의의 방향을 어느 하나로 한정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마칠
무렵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으며, 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정리하여 초고를 완성
하였다.
연구문제: 나의 강의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교사교육
자로서 나의 역할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3) 앞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는 사범
대학 교수로서 경험한 낯섦, 전공과목 강의자로 나,

1)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주에 1차례 정
도 총 8번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고, 사전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동기를 분
명하게 하고, 연구 방향을 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인 셀프스터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논문을 함께 읽어보기도 하였다. 나는 임용 직후
부터 2년동안 사범대학 교수로서 지내온 경험, 강의
준비 과정, 교사교육자로서 지향하는 바를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동료
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
다. 매 모임이 끝난 뒤 비판적 동료가 정리한 회의
내용에 대해 주 연구자인 나의 의도와 해석이 올바
르게 공유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 사항을 정하고 이야기를
점차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내가 사범대 물리교육
과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으로 연구의 큰 방향을정하였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내가 정한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각
각은 내가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모색하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과도 유사하며, 본 연구의 진행 순서와도
일치한다. 나와 비판적 동료는 작성한 초고를 교사
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이
약 1년 6개월동안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과정
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추
가적으로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탐색하고 관
련된 자료를 추가하였다. 최종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았다.
연구문제:
1. 사범대 신임교수로 나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전공과목 강의자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
게 구체화되는가?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

3.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

지를 가지고 있지만 본 셀프스터디를 진행하며 그 이미지를

체화되는가?

더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나의 반성적 일지 #1, 2021. 3.
2)

2)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열 및 통계물리’ 강의를 대
상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내가 생각하는 교사교육자의 모습과 연관 지
어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나는 한 학기동안
강의가 끝난 뒤에 반성적 일지를 작성하였고(총 16

본 연구에서 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절로 나눠 서
술하였는데, 앞서 제시한 연구 단계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한 것과 같은 흐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내가 먼저 본문을 집필하고, 비판적 동료가 이에 대한 해
석과 분석을 더하여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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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 락
내가 근무하는 C 대학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사범
대학, 자연대학을 포함하여 17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이다. 사범대학은 물리교육과를 포함하여 16개의
학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정원은 약 350명이고 물
리교육과의 입학정원은 20명이다. 내가 임용될 당시 물리
교육과의 교수진은 나를 포함하여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 4
명, 물리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2명이었다.
C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요구하는 책임 강의시수는 학
기당 9학점으로 나는 3년간 평균 9학점을 강의하였다. 첫
학기에 내가 맡은 강의 과목은 열 및 통계물리, 양자물리,
대학원 양자역학 교육론이었는데, 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두 새롭게 준비해야했다. 연구자료를 수집하던 3년차 1
학기에는 열 및 통계물리, 전산물리학 및 실습, 현대물리를
강의하였고, 4년차 1학기에는 열 및 통계물리, 전산물리학
및 실습, 그리고 전자기학을 강의하였다. 학년별 정원은 20
명으로 매 강의의 수강인원은 20명 안팎이며, 강의에 따른
수업조교 지원이 없어서 혼자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였
다. 한편, C 대학교 물리교육과에는 학부과정과 더불어 물
리교육전공으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과학교육 전공으로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교육
대학원은 계절제 대학원으로 책임시수 외에 방학 중 3학점
강의를 집중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수업을 준비
하고 진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수행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지난 수년간 늘 해오던 연
구를 계속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학기중에는
수업 준비로 시간이 없고 방학 때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교육대학원 수업을 해야 할 때면 방학 때 조차도 연구에 집
중할 수 없어 더 이상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힘이 들었다. 한편, C 대학교의 교수 승진 규정은 각 교수의
전공 분야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는 사범대학 교수이지만
물리학 전공자이기때문에 자연대학 물리학과 교수와 동일
한 규정에 따라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당 학과의 학생들 대부분은 물리교사 또는 과
학교사를 진로로 희망하여 학과에 입학하였다. 졸업하는
당시 중등임용고사 경쟁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약 16–18
명 정도이며,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
는 학생도 일부 있다. 참고로 해마다 신규교사로 채용되는
졸업생은 기졸업생을 포함하여 약 10–15명 정도이다. 학과
교육과정은 교사양성에 맞춰 졸업학점 150학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전공으로 물리학과 물리교육, 일반교직으로
교육학 및 교육실습이 있으며, 교양 수업은 학생들이 대학
규정에 따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이 중학교 과학
교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1학년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과학 수업을 실험을 포함하여 각각
8학점씩 총 32학점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전공 수업은 2학년때부터 시작된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범대에서 경험하는 낯섦
나에게 사범대학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사실 C 대학교
물리교육과에 응집물질물리 또는 통계물리 이론으로
채용공고가 났을 때에도 지원 자체를 고민하였고, 임용되
어 올 때도 사범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사범대학 출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각 학과는
소수의 교과교육학 전공자와 다수의 내용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내용학이란 물리교육과의 경우
물리학을 뜻하는데, 정체성 없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색하기만 했다. 어느 곳에 가도 물리학 전공자인
나는 사범대 안에서 만은 내용학 전공자로 분류가 된다.
H 교수는 자연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 교수가 된 상황, 그
리고 H 교수의 학과에 대한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자신의 강의와
교수로서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전
회의록 #6, 2021. 2. 4)
끊임없이 사범대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H 교수가 교사교육자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이미 했을 수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4, 2021. 3. 25)

C 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커리큘럼은 자연대 물리학과 출
신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첫 번째는 졸업을 하기 위
해 무려 15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교사 자격
증을 따기 위하여 이수해야만 하는 사범대학 내 교과목들이
많은데, 그러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교사가 되기 위
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맞는지는 의문스럽다. 종합대학을
다니는 것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생각과
경험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앞으로 물리교육과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마주했을 때 지녀야할 바람직한 가치관이라고 생
각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범대에서 제공하는 수업만 듣기보다는 다른 단과대의 수
업도 자유롭게 들으면서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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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물리교육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1학년때 수학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나의 경우 학부 1학년때 필수로
두 학기 동안 미적분학 수업을 들었고, 2학기에는 물리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미분방정식
수업도 들었다. 2학년때는 두 학기 동안 선형대수 수업을
들었으며, 2학기에는 복소변수 함수론 수업도 들었다.
학부 친구들과 비교하여 수학 과목을 특별히 많이 들은
편은 아니었다. 물리학과에서 개설한 물리수학도 물론
수강했다. 물리교사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수학을 많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학도 배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면 “물리”가 아니라 “과학”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배워야 하고,
따라서 1학년 때 수학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미적분학을 비롯하여 물리 수업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수학을 2학년 전공 수업인 물리수학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데, 교과과정 상 물리 전공
수업에서 필요한 수학을 먼저 가르치고 물리수학 수업에서
다시 가르치는 일이 생긴다. 1학년 때 수학 수업을 듣지
못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물론 납득하기 쉽지 않다. 물리학
수업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학과 회의에서
1학년 때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고,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2학년 물리수학 수업과 1
학년 타과 기본 과학 수업을 듣는 순서를 바꾸면 된다고
해결책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H 교수는 사범대 학생들이 지나치게 사범대학 수업만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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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사범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
어 있고, 학생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사범대 물리교육과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였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6, 2021. 4. 1)
이번 회의는 우리 과 학생들이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수업 시간 중에 조사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량적인 값을 구하는 것이 물리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H 교수 역시 그 부분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의 예를 들어보이며
설명한다고 하였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3, 2021. 3. 18)
H 교수는 사범대와 자연대의 교육 내용이 자연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본인이 배웠던 수학과
물리학 교과목의 내용이 사범대에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으며, “제가 처음에 와서 수업을 준비를 할 때 그전에 선수
과목들이 뭐였는지, 뭘 배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
게 물어보니, 자연대 물리학과에서는 배우지만, 여기서는 배우지
않고 빠지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했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1, 2021. 3. 4)

2. 전공 과목 강의자로서 나
1) 학생 및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
준비

이는 비판적 동료가 느끼는 것과 달랐다. 비판적 동료 역시 너무
지나치게 짜여진 교육과정에 대해 답답함이 있었다. 하지만 비슷

강의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한 사범대 교육을 받았던 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이다. 임용이 되기까지 수업

H 교수는 “여기는 정말 고등학교 같아요.”라고 표현하였다.

을 해본 경험은 없었으나, 청중을 고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사전 회의록 #8, 2021. 2. 25)

연구자로서 세미나나 학회 발표에서 해오던 일이므로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울 것은 없었다. 짧게는 10분 길게

신임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은 여러가지 의미를 주는 듯하다.

는 50분까지, 시간이 정해진 발표를 준비하면서 핵심적인

때로는 채찍질 같기도 하고(선배 교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내용을 선별하여 슬라이드를 보기 좋게 구성하고 분량을

질문), 때로는 예전의 나를 보는 듯한 거울 같기도 하고, 또 한

조정하는 일련의 연습 과정들이 있었다. 연구자로서 성장

편 나에게 본받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전부터

하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범대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과연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잘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였고, 그것이 나의 셀프스터디의

일반적인 물리학과 전공 수업들은 강의식으로 이루

시작이었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5, 2021. 3. 29)

어진다. 세미나 발표와 비교하여 수업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강의가 학기라는 긴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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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원생이 아니라 학부생이라는 점인 것 같다. 내가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학부 및 대학원 시절에 수강하거나
청강했던 수업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수업에서 교수자는 수업 도입시 직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리뷰하고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프리뷰를 해주었고, 복잡한 수식을 잔뜩 전개한 후에는
그것의 물리적 의미를 꼭 짚어주었다. 교수자 본인이 수업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는 경우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럴 때면 지금 배우는 내용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잘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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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교수는 사범대 물리학 강의와 관련하여, 본인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문제
풀이를 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전 회의록 #2 2021. 1. 6)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대한 것보다 훨
씬 해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일단 학생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적어주었는데, 이미 3학년인 학생들이지만 입학 동기를
알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목적과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가
생각보다 크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반성적

H 교수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 그리고 본인이 이해

일지 #3, 2021. 3. 8)

하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수업을 구성하고, 무난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하게 학생들과 거리두기도

H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질문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하고, 수업의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점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사전 회의록 #6, 2021. 2. 4)

H 교수의 수업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학생으로서 나는 물리학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대체로 흥미가 있었고, 그러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리학과에 진학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물리교육과를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들 역시 물리학
수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흥미를 느낄 것이고,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셀프스터디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는 나의 예상과 달랐다. 모든 학생이 희망 진로로
물리교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물리에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도 아니고, 교양 과목도 아닌
전공 수업에서 대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학생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뭣
모르고 수업을 준비했던 첫 해보다도 오히려 수업 준비가
어렵게 느껴졌다.

인식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본인의 수업에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H 교수는 인식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
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학생들 중 대부분은 교사 직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학생들의
내적학습동기,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 성적동기, 직업동기로
구분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 분석결과
자기결정력(평균 3.51, 충분한 노력을 한다)과 자기효능감(3.47,
우수한 성적을 얻을 것이다)은 다소 낮았으며, 내재 동기는
3.94, 성적동기 4.13, 직업동기는 4.3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1, 2021. 3. 4)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H 교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았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6, 2021. 4. 1)

내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약 10년간 학생으로서 했던 경
험에 근거하여 물리학 전공자가 하는 대면 수업의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
했던 해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수업을 녹화 영
상으로 준비하였는데, 동영상은 길게 한 번에 찍어 올리지
않고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영상에 해당 내
용으로 제목도 붙였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방학
동안 기계학습을 공부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서
나 스스로도 15분 이상 집중해서 동영상을 보고 있기 어렵
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영상
을 찾아볼 때도 편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였다. 대면 수업에서는 준
비한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설명한 후 중간중간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녹화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
에서는 질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정해진
수업시간에 미리 업로드해 둔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질문시간을 운영하였다. 수업 게시판에 있
는 링크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미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질문 시간을 운영하는 동안 일부 학생들은 질문이 있든
없든 참여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궁금해서 참
여하는 학생도 있었고, 혹은 나에 대한 의리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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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있었다. 녹화 수업의 특성상 원래 수업 시간에 영상
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뿐더러, 오랜 시간동안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질문 시간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 질문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에 관심도 없
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
각해보고 온 지라 종종 예리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더 깊게 생각하고 깨
닫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해의 수업 준비
과정에서 이용하고자 슬라이드에 추가 페이지로 작성하여
상세히 적어 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적어 두었던
내용을 1년이 지난 올해의 수업 준비에서 활용하고 있다.
수업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의 질문을 통한 수업 개선이라
니, 그야말로 선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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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에 대한 답으로,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냥 공부만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어쨌거나,
복잡한 문제 풀이를 보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나가 걱정이었는데 최소한 한 학생은 쉽게 느꼈다니
다행이다. 오전 전산물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약간의 좌절을 느낀 상태였는데 (내가 하는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수업은 왜 하나도 없을까)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나의 반성적 일지 #8, 2021. 3. 24)

수업일지를 작성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던 당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뿌듯하다고 느꼈는데, 때때로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이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그를 통해 지적 만족감을 주기도

2)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4년차 1학기인 지금은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종종 내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대답이
나오길 기다린다.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공을 들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경험의 힘인 것 같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했던
조교수 3년차까지는 수업 시간내 학생의 역할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내가 수업을 잘 준비하고
준비한대로 진행하면 괜찮은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정한 시나리오 안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잘하면 씬 스틸러,
보통은 단역 배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2
년간의 비대면 수업 후 강의실에서 다시 만난 학생들과의
수업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느껴지는
수업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좋은 질문을
했거나 혹은 나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함으로써 다 함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반대로, 혼자 수업을
준비할 때는 상당히 재미있었으나 막상 학생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는 수업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리하면, 내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학생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질문 자체 보다는
학생들과의 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대학교수로서
나의 정체성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상, 내가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한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수업을 잘 듣고 교수자로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적절히
표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마도 내가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개인적 근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수업시간에
반응이 많은 학생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본인이 좋은 것이지 내가 좋을 것이
있겠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예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해줌으로써 나의 교수자로서의 가치를
일부 증명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기왕이면 수강생들에게
좋은 수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그 시간이 학생들과 나 서로에게 크게 즐겁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질문시간은 나의 수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피드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 내 수업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서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데 참고가 된다. (나의 반성적 일지

학생 말로는 내가 설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것을 보면 “아
쉽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 풀어보려면 잘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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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시절 참석했던 세미나들을 생각해보면, 주로 교수
님들이 매우 적절하고(relevant)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고 이
때 발표자들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답변을 주고는 했다. Relevant한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이

일반 물리 수준 이상의 물리학 전공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교수가 가르친 것과 학생이 배운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있고, relevant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프를 읽고 해석해주는 일이 잦

발표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 너머에 있는 지식도 필요한 것이다.

은데 (말 그대로, 그래프를 읽고 이것이 어떠한 물리적인

(나의 반성적 일지 #11, 2021. 4. 5)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준다), 특히 어떤 극한 값에서 함수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종종 이야기하곤 한다. 학생들은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은가 보다. (3년째 느끼고

3. 교사교육자로서 나

있다)· · · (중략)· · · 학교에서 함수를 처음 배우는 것은 아마도
중학생때이려나. 아무튼, 더 어려운 것도 공부하면서 이걸 왜

1) 사범대에서 하는 물리 수업에 대한 고민

특별히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의 반성적 일지 #12,
2021. 4. 7)

물리교육과의 전공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
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자연대 물리학과 커리큘럼
과의 차이,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막연히 내가 들었던 수업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2014년 이후로 출
제된 물리교사 임용시험 문제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경우 그리피스 양자역학 교재의 연습문제
수준으로 생각보다 난도가 높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전공 필수 물리학 지식을 교사가 된 후에는 필요가 없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알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임용시험에서 일반물
리 수준의 문제만 다 풀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임용 첫 학기 양자물리 시간에 수소
문제를 풀다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배워야 하냐고
말하는 학생을 만난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고, 일
맥상통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것, 이해는 못해도 알아야 하는 것,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용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나는 학생들이 물리 전공 수업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범대
학의 특징인지 스승의 날마다 학생들이 학과 교수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주는데, 여기에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내가 하는 수업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주어 고맙다는 것이다. 한편,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지양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천천히 가르치려고 한다. 새로운 개념을 가르칠
때 필요한 선수과목에서 다뤘을 법한 내용도 학생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직 수업을 포함하여
물리학 전공 외의 수업이 많은 사범대학 특성상 학생들이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도 수업 무용론을 가진 사람들이 제
법 있었는데, 사실 어떤 개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수업시간 교수자의 역할은 그 방대한 책 안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공부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학원생 때
들었던 지도교수님의 수업을 생각해보면, 책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지는 않았고(이미 그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듯하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다.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좋은 수업이었다. (나의
반성적 일지 #13, 2021. 4. 16)

2) 예비교사의 롤 모델로서의 교사교육자
한편, 사범대학 교수인 나는 교사교육자로서 예비교사
인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은 임용 직후 나와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전공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장차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본인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강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는데, 임용 첫 해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학생이 물리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와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
들을 차별했는데 본인이 롤 모델로 삼은 그 물리교사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고 했다. 그 학생의 성장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떠한 이유로 차별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상처로 남은 듯했다. 성장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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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선생님들이 대우해주는 학생이었고, 그 이점을
상당히 누린 듯하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나의 친구인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던 대상이
나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이상할 정도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수업을 성심껏 준비하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나 친절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다.
한 학번의 학생 정원이 20명이고, 모든 전공 수업을 소수
(작년까지는 6명이었고, 현재는 5명이다)인 학과 교수들이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한 학생을 평균 5개
이상의 수업에서 만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름도 기억할 수 있고, 지난
수업의 성적까지도 대강 기억에 남는다. 앞서 얘기한
진로 지도 수업에서 차별하는 교사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학생은 내가 3년동안 진행했던 수업을 진로 지도 수업을
제외하고 총 6개 수강했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편은
아니어서 보통 B 학점 정도의 성적을 주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 제법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A
학점)을 줄 수 있었다. 학생이 시험 성적을 확인하러 왔을
때 성적이 향상된 것에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잔뜩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 복도에서 마주치면 더 반갑게 인사
하는 것 같다.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함이 밀려오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나에게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누구에게나 칭찬과 위로가 필요하다.
학생1. “교수님,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교수님 수업을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동안 좋은 수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르침 잊지 않고 좋은 사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생2.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
다.”
학생3.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 · 못 받아먹는 제가 참... 저도 안타깝습니
다.”
학생4. “수업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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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발췌)
나는 이미 오래 물리를 해서 잘 모르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니 거리낌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근하고 친절하게 질문시간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질문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하곤 한다. 학생들이 이것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들을 낮춰주고 싶다. 학생으로서
처음 수업을 들을 때만큼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가 또
있겠나 싶다. 같은 분야의 일을 오래 할수록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지금이 가장 질문하기가 좋은 때다! (나의 반성적 일지
#4, 2021. 3. 10)

4. 논 의
본 셀프스터디에서는 물리학 연구자가 사범대학에서 물
리교사교육자로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 대해 낯섦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비판적 동료와
함께 고찰하고, 다중 데이터를 활용하여 균형있는 해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소개된 교
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물리교사교육연구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다
음은 연구 결과의 서술의 순서에 따라 사범대학에서 경험
하는 낯섦, 전공 과목 강의자로서 나, 교사교육자로서 나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논의한 것이다.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교수 환경에서 마주하는
낯섦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 – 처음 하는 강의, 학생들
과의 상호작용, 학생들에 대한 이해 추구 – 속에서 ‘나’와
나의 환경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모습은 그 양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교사교육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물리학 연구자가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서술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에 앞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게
하였으며, 이는 전공과목 강의자로서 나와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H 교수는 본인이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기대와 기준이
학생5.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 기억해 주셔서 감동입니다

있으나, 주어진 여건이 녹록치 못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교수님! 수업도 넘 재밌어요.” (2022년 스승의 날, 학생들의 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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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역시, H 교수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
혹은 의무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7, 2021. 4. 8)
현재 H 교수는 물리학자로서, 신임교수로서, 그리고 대학교
수로서 본인의 지향점(이것은 H 교수의 과거 경험과 밀접할 듯)
들이 복합적으로 수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4, 2021. 3. 25)

전공 과목 강의자로서 나는 학생들이 물리학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은 없었지만,
연구자로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청중과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였다. 나는 먼저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상태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의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강의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강의자로서 해야 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식하였
다. 강의 대상자인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학생들과
소통의 기회를 점차 늘리고, 그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사범대학 물리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물리학 지식 전문성 외에도 효과적인
물리수업을 위한 물리교수법 및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하고 상당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과 물리교사가 갖춰야 할 물리학
지식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물리학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제한된 전공과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나의 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강의자로서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였다.

New Physics: Sae Mulli, Vol. 72, No. 10, October 2022

점에서 교사교육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
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학생의 요구와
수준,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강의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졌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수업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과 교수로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고, 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며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학생
들의 교육 환경과 요구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들과는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나의 성장 과정에
비춰 교사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연구를 마칠 무렵 나는 학생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더 많이 칭찬하게 되었다.
강의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로부터 강의 실행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사범대학 신임교수인 나는
예비교사인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또한 H 교수는 수업시간에 본인의 태도 역시 예비교사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역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수업시간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선생님으로서의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3, 2021.
3. 18)
H 교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먼저
무언가를 규정하거나 학생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대화 중 본인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누가 저에게 저의 장점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현재 사범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

그 꼰대 같은 게 없대요. 제가 꼰대라는 건 나이랑 상관이

어 있고, 학생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없잖아요. 좀. 그게 없는 편이라고 해도 되는· · · (중략)· · ·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사범대 물리교육과의 전체적인

(학생들이) 나와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맞춰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노력의 결과이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8, 2021. 4. 20)

하였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6, 2021. 4. 1)
H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고, 그런 부분에

효과적인 강의를 위하여 학생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장차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런

있어 본인도 약간 예상 밖, 그리고 놀라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격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관심이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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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생과 소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리학 연구자들은 사범대학 물

있다니,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 그와 같은 애정은

리교육과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교사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서, 그리고 수업 후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로 논의되는 경우는 드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볼

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셀프스터디 연구 방법을 통해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힘들 때에도,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사범대학 신임교수인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자로서 본인의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아마 지금도 많은 물

것도 엿볼 수 있었다. (비판적 동료의 반성적 일지 #7, 2021. 4. 8)

리교육과 신임교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
고 있을 것이다. 내가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과정은 나의 다중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과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과정이었으며,

IV. 결론 및 제언

이러한 이해의 과정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

본 연구에서는 물리교육과 신임교수인 내가 교사교육자

시한 솔직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물리교

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과정

육 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을 서술하였다. 물리교육과 신임교수인 나에게 낯섦은 나를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해하고 전공과목 강의자로서 나, 교사교육자로서 나의 역
할을 분명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낯선 상황속에서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학생들을 파악하고자 했던 노력은

REFERENCES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추구로 나타났다. 임용 초기부터 교사교육자로서 학생들에
게 좋은 롤 모델이 되기로 정한 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나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J. Choi, K. Jo, Y. J. Joung and H. Kim, J. Korean
Assoc. Sci. Educ. 36, 739 (2016).
[2] K. Jo, H. Kim, J. Choi and Y. J. Joung, J. Korean
Assoc. Sci. Educ. 36, 457 (2016).

강의자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

[3] Y. Park, J. Korean Teach. Educ. 31, 221 (2014).

습과 친절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4] A. Swennen, L. Shagrir and M. Cooper, Becoming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a teacher educator: Theory and practice for teacher

노력은 내가 예비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기를 지향한 것의

educators, edited by A. Swennen and M. v. d. Klink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Springer, London, England, 2009), p. 91.

이와 같이 임용 직후부터 현재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행
동은 사범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교육
및 연구 환경의 특성, 기회와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5] J. Loughran, J. Teach. Educ. 65, 271 (2014).
[6] D. Wood and T. Borg, Stud. Teach. Educ. 6, 17
(2010).

나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강의자로서, 그리고

[7] H. Hwang, Teach. Teach. Educ. 43, 1 (2014).

교사교육자로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

[8] H. Lim, J. Korean Teach. Educ. 36, 359 (2019).

력하였다. 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은 내가 교사교육과정을

[9] B. B. Siler and C. Kleiner, J. Nurs. Educ. 40, 397

비판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했으며,

(2001).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한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10] M. D. Sorcinelli,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셀프스터디를 통해 나는 나의 다

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중적인 정체성은 물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

Association (Chicago, IL, March 31–April 4, 1985).

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의 학생인 예비교사들에 대한

[11] P. L. Eddy and J. L. Gaston-Gayles, J. Hum. Behav.

이해가 분명해지면서 스스로 정한 교사교육자로서의 역할
도 학생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사범대학 신임교수인 물리학자가 교사교육자
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을 공론화할 수 있는 연구라는

Soc. Environ. 17, 89 (2008).
[12] M. L. Hamilton and S. Pinnegar, Reconceptualizing
teaching practice :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
edited by M. L. Hamilton (Falmer Press, London ;
Bristol, PA, 1998), p. 235.

794

New Physics: Sae Mulli, Vol. 72, No. 10, October 2022

[13] M. L. Hamilton, J. Loughran and M. I. Marcondes,

[24] A. L. Grierson, Stud. Teach. Educ. 6, 3 (2010).

Becoming a teacher educator, edited by A. Swen-

[25] Y. J. Joung, H. Kim, K. Jo and J. Choi, Self-study

nen and M. v. d. Klink (Springer, London, England,

for improving teaching with science teachers’ growth:

2009), p. 205.

theory and practice (Bookshill, Seoul, 2021).

[14] J. J. Loughran,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edited
by J. J. Loughran, M. L. Hamilton, V. K. LaBoskey
and T. Russell (Springer, Dordrecht, 2004), p. 7.
[15] S. Pinnegar and M. L. Hamilton, Self-study of
practice as a genre of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Dordrecht, 2009), Vol. 8.
[16] A. P. Samaras, Self-study teacher research: Improving your practice through collaborative inquiry
(Sage, L. A., 2010).
[17] H. Hwang, J. Korean Teach. Educ. 30, 59 (2013).
[18] V. K. LaBoskey,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edited

[26] A. P. Samaras and A. R. Freese, Self-study of teaching practices (Peter Lang, New York, 2006).
[27] J. Larsson, J. Airey, A. T. Danielsson and E.
Lundqvist, Res. Sci. Educ. 50, 2559 (2020).
[28] C. Henderson and M. H. Dancy, Am. J. Phys. 76,
79 (2008).
[29] D. E. Meltzer and V. K. Otero, Am. J. Phys. 83,
447 (2015).
[30] J. Choi, K. Jo, Y. J. Joung and H. Kim,

New

Physics: Sae Mulli 71, 683 (2021).
[31] J. Trent, J. Teach. Educ. 64, 262 (2013).
[32] S. M. Bullock, Self-studies of science teacher educa-

by M. L. Hamilton et al. (Springer, Dordrecht,

tion practices, edited by S. M. Bullock and T. Rus-

2007), p. 817.

sell (Springer, Dordrecht, 2012), p. 103.

[19] S. M. Bullock, Professional Learning Through Tran-

[33] J. Harrison and E. Yaffe, Becoming a teacher ed-

sitions and Transformations, edited by J. Williams

ucator, edited by A. Swennen and M. v. d. Klink

and M. Hayler (Springer, Dordrecht, 2016), p. 29.

(Springer, London, England, 2009),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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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P. Kugel, Stud. High. Educ. 18, 315 (1993).

[21] T. Gallagher et al., Teach. Teach. Educ. 27, 880

[35] M. Izadinia, Eur. J. Teach. Educ. 37, 426 (2014).

(2011).
[22] G. Hoban et al., Self-Studies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Practices, edited by S. M. Bullock and T.
Russell (Springer, Dordrecht, 2012), p. 175.
[23] J. McAnulty and A. Cuenca, Stud. Teach. Educ.
10, 36 (2014).

[36] M. Lunenberg, F. Korthagen and A. Swennen,
Teach. Teach. Educ. 23, 586 (2007).
[37] F. M. Connelly and D. J. Clandinin, Educ. Res. 19,
2 (1990).
[38] J. Hakala, Stud. High. Educ. 34, 501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