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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은 교과전담교사보
다는 학급담임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주로 학급담임교사들이 담당
하는 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Carney & Amstrong, 1996; Xiang, Lowy, & McBride,
2002). 그러나 학급담임교사 중에 교육대학에서 체육과
를 심화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 과목의 이
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육수업
을 충실히 하는 데 한계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안양옥, 2004a, 2004b, 2006).
외국의 초등예비교사 교육도 우리나라의 사정과 별
반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Xiang 등(2002)은 교
사교육 프로그램 중의 체육수업 관련 강좌가 과연 초
등예비교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연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Ashy등(2000)의 연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연구는 원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초등예
비교사들이 체육 교과 지식을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즉, 초등예
비교사에게 현장 지향적 체육수업방법론 강좌를 운영
한 결과 체육교과의 목적에 관한 신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초등예비교사
에게 체육교과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까지 불러일으
키는 데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결
과였다.

일반적으로 예비교사에게 제공되는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또 다른 선행 연구(Brumbaugh, 1987)
를 살펴보면, 체육수업방법론 강좌 하나만으로는 교수
기법을 습득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따라
서 체육수업방법론 강좌를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예
비교사들로 하여금 체육 교과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
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과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하였더라도 이들이 현
직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러한 실습 경험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최
의창, 2004; Royall, 1987).
학급담임교사의 체육수업과 교과전담교사의 체육수
업을 비교한 연구들(김종욱․김현식․김미옥, 2001; 정
주혁․윤명희, 2006; Xiang 등, 2002)에 따르면, 학급
담임교사들은 체육전담교사에 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충실성이 부족하고, 체육수업 수준도 낮게 나
타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들은 체육 교과 내용 지식
도 부족하고, 그러한 지식에 대한 관심도 낮으며, 체육
교과의 교육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체육전담
교사들에 비해서 다소 비효과적이다. 교수 행동에 있
어서도 학급담임교사들은 체육전담교사에 비해서 관
찰, 격려, 촉진, 기술 설명, 시범, 피드백 등의 빈도나
시간 안배도 적었다.
요약하자면, 초등예비교사 시절에 이수한 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학급담임으로서 체육 교과
를 지도할 때 거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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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익힌 수업기법들마저 현장에 들어섰을 때 쉽게 잊
고 있는 것이다(Zeichner & Tabachnik, 1981). 따라서
전통적인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지금까지 초등예비교사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는 예비교사를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해 왔으며, 예비
교사에게 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과 수업 기법을 전달
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어 왔다(안양옥, 1999). 그러
나 Zeichner(1983)의 연구와 Tsangaridou(2005)의 연구
는 교사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예비교사
들이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그들이 과연 체육을 왜 지도해야 하는지, 체육과
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
고 있는지에 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도록 고무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적 사
고는 현직교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부터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반성적 사고를 적극 반영하려는 연구(김만의․박찬억,
2004; 박수옥, 2003; 조순묵․이기천․최의창․박종률,
2000; 최의창, 2004)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반성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업의 개선에 효과를 도모
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 자신의 안목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예비교사를 대
상으로 반성적 사고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
어졌다. 최근에 들어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실천
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김무영, 2010; 김원정, 2010)이
전문학술지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으나 주로 중등예비
체육교사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등
체육 분야에서는 조순묵 등(2000)과 정우식과 이호철
(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순묵 등(2000)은 6명의
예비교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전통적인 반성
전략과 체계적 반성 전략을 적용한 후에 그들의 반성
성향과 수업 운영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
았는데, 이를 통해서 예비교사교육에 있어서 반성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함을 드러낸 바 있
다. 그리고 정우식과 이호철(2010)은 체조실기 수업에

서 예비교사 76명에게 자기 성찰적 저널쓰기를 부과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운동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서의 내면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처럼 현직교사와는 달리 초등예비교사가 반성적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체육수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반성적 경험을 통해서 체육교과
교육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안목에 변화내지는 성숙
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로서의 초등예비교사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초등예비교사에게서 나타나는 반성
적 사고를 학습의 결과로 가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교사교육의 대안적인 방법의 적용과 그로 인한 교육적
인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
며, 또한 교사교육자에게 초등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
고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형태로
강의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초등 체육교과교
육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드러낸 반성적 사고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
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 유형을 파
악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실
행을 위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교육대학에 개설된 ‘초
등체육교과교육론’ 강좌에 등록된 학부 3학년 학생들
중에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3명의 학생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3학년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육대학교 교육과
정의 3학년 과정이 교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학기별로 2주 동안 학교 현장에
서 교과를 실제로 지도해 보는 교육실습 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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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서 체육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경
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표-1>에서와 같이 3
명의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데에는 이들이 다
른 학생들에 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연
구자가 제시한 토론 및 반성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
해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밝히는 모습 등이 다른 학생
들과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탁월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실습을 나가더라도 체육
과목의 수업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이들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에 체육 수업 실습
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연구 참여자 선정의 결정적
인 이유가 되었다. 이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갑, 을, 병으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심화과정
실습 학년
비고

갑
여
23세
사회교육
5학년

을
남
22세
수학교육
3학년
테니스 동호회
학보사 기자
회원

2. 자료 수집

병
여
26세
윤리교육
6학년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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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
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강좌
블로그(온라인 강의 카페) 게시글과 교육실습록 및 인
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2>와 같이 강의 계획에 따라 매주 강의
주제를 교수가 개관하고 조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담당
주제를 발표한 후에 난상 토론의 과정을 가졌다. 이러
한 강의를 마친 후에는 해당 강의 주제나 토론 내용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
난 특이 사항을 이야기 형식으로 반성 일지를 작성하
여 강의를 위한 블로그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때 반성일지는 특정한 형식이나 분량의 제한을 두
지 않았다.
둘째, 교육실습의 과정에서 매일 매일 기록해야 하
는 교육실습록 중에서 ‘소감과 반성’ 부분을 연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소감과 반성’은 그날 실시한 수업실습
과 학급 운영에 관한 매일의 소감 및 반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적는 것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수업 실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실습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실습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수업 전과 후에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에는 녹음기를

표 2. 강의 주요 주제 및 내용
차시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내용
강의 안내 및 교재 분석
체육교육의 태동, 발전, 그리고 위기
2-3
초등체육의 역사․철학적 이해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이유, 초등체육의 현실과 대안
초등체육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체육지도 전문성 개발, 초등교사의 사회화
4-5
자
초등학생의 운동발달, 체육수업 참여와 부적응
체육교육과정의 정당화, 초등체육의 가치정향
6-8
초등체육의 내용
체육교육과정의 이론적 모형 및 변천 과정
2007 개정 초등체육교육과정의 이해
현장 교육 실습 기간 (2주간)
초등체육수업의 변천과 발전
초등체육의 전략: 반성적 수업계획, 동기유발
초등체육의 전략: 지도･시범, 수업변용, 자료 활용
9-13
초등체육의 방법
초등 체육수업의 평가
초등 체육수업의 설계와 적용
초등 체육수업의 이슈: 협동학습, 수준별 수업
14-15
초등체육의 실천과 이슈
초등체육에서의 통합 교육과정의 실천

비 고
반성 일지 작성
૦
૦
૦
૦
૦
૦
실습 소감록 작성
반성 일지 작성
૦
૦
૦
૦
૦
`종합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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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후에 모두 전사하였
다. 면담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무엇을 중
요시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글쓰기
과제를 부과하는 연구 초기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면한
어려운 점은 일부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 자체가 실제
상황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보인 점이었
다. 반성적 사고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 예비교사들과
가진 면담 가운데 예비교사들은 반성적 사고가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성적 사고를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 과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연구
자에게 더 심각하게 와 닿았던 얘기는 본인의 학점 관
리를 위해서 반성 일지를 작성할 때 이것을 읽고 평가
하게 될 교수가 원하는 것을 염두 하면서 글을 쓰게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반성의 내용
을 담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인용하는 데 급급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 중에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한 온라인 강의 카페
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반론과
함께 토론 및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감에 따라 이
들의 반성적 사고가 점차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서 드
러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예비교사들
은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거북스럽게 여기는 반성적
인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
였고, 그러한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
은 변화와 성장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 자료 분석
반성 일지와 교육실습록 및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체육교과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관련 있다
고 판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 후에 van
Manen(1977)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수집된 원자료를
유형화하였다. van Manen(1977)은 반성적 사고를 세
유형으로 제시했는데 먼저, ‘기술적 반성’(technical
reflection)은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과정 원리와 지식의 적용에 관련된 것이고, ‘전문
적 반성’(professioanl reflection)은 교육적 경험의 질과

본성 및 실제적인 선택의 해석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은 사회적
조건의 본성과 지식의 가치를 고민하면서 좀 더 기본
적인 도덕과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예비교사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 교수
(강사)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에
게 원자료의 내용과 그것을 유형화 한 결과 및 논의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하였다.
한편,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실제로 반
성적 사고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거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연구 참여자
를 직접 만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검토하는 구성원
간 검토 과정을 거쳐서 연구 결과 도출의 진실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토론, 강의 블로그 게시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van Manen(1977)이 제시한 기준
틀에 근거해 사례를 구성한 결과, 기술적 반성, 전문적
반성, 비판적 반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할 점은 예비교사의 기술적 반성이
주로 교생 실습 과정에서 수업을 실행하기 전후에 이
루어진 반면에, 전문적 반성과 비판적 반성은 주로 학
부 강의를 듣는 중에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냈다는 점
이다.
1. 기술적 반성
기술적 반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목표
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것을 의
미한다(van Manen, 1977; Rennert-Ariev, 2005).
예비교사 ‘갑’이 보여준 기술적 반성의 사례는 주로
체육관련 학부 강좌가 운영되는 학기 중간에 참여했던
2주간의 교육실습 기간 중에 나타났다. 특히,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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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육과 수업을 경험했던 내용과 그것을 경험하면
서 생각했던 수업방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 고민과
성찰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기술적 반성-갑-1> 준비운동으로 음악줄넘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
악에 맞춰 줄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
니 그 짧은 시간동안 음악줄넘기 동작을 가르친
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생 대
표시범수업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먼저, 예비교사 ‘갑’은 학생들의 준비운동으로 설정
한 음악줄넘기가 ‘준비운동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것
을 실제 수업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즉,
음악줄넘기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특성과 운동효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이 오랫동안 해 온
준비운동의 형태에서 벗어나 즉흥적이고 일회적으로
음악줄넘기를 활용했던 것이 부적합했음을 알게 된 것
이다. 결국, 예비교사 ‘갑’은 특정한 신체활동의 가치나
실용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실제 교수 상황으로 고
스란히 구현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반성을 하
게 된 것이다.
<기술적 반성-갑-2> 수업 전에 교실에서 게임에
대한 규칙과 전략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운동장에 나가면 교사의 말만 가
지고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작년에도 게임 수
업을 해본 적 있는데 그 때 설명하다 시간 다 보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육실습 체육수업 실시
전 인터뷰에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게임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게임수업 진행에 필요한 규칙과 전략 지도를 교실에서
미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 계획은 사실 전년도
교육실습에서 그가 겪은 갈등에서 참고된 것이었다.
전년도 교육실습 때 예비교사 ‘갑’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 전개 과정만을 생각하고 운동장에서 게임
방법을 설명하다 그만 게임을 제대로 실행도 못한 채
시간이 초과되어 수업을 마쳐야 했던 경험을 했다. 지
도서에 제시된 수업 전개 과정대로만 하는 것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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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규칙이나 전략 등의 지
도는 교실에서 실시하는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비교사 ‘을은 교생실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 입장
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과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과정에
서 기술적 반성의 사례가 포착되었다.
<기술적 반성-을-1> 이번 주 체육수업은 ‘여러 가
지 길의 모양을 따라 빠르게 걷기’가 학습주제였
다. ‘여러 가지 길’의 특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
부러 교실에서 체육관까지 아이들을 인솔하며 길
이 나올 때 마다 특성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나
서 체육관을 들어가서 심동적 부분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의 인지적 부분에서 너무 시
간을 많이 써서 심동적 부분 시간이 많이 모자라
게 되었다. 체육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지, 심
동, 정의 영역이 무지개 색깔 구분하듯 따로 따
로가 아닌데 심각한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아이
들로부터 ‘이게 무슨 체육수업이에요’라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비법 마련
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실습록 중에서)

예비교사 ‘을’의 예시는 교사가 의도한 수업과 학습
자가 수용하게 되는 학습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실제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체
육에서 강조하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빠뜨
리지 않고 나름대로 세 영역을 고른 비중으로 지도하
였으나,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한 것처럼 학습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 ‘을’은 분절적인
수업내용을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하
는 능력과 짧은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수업
관리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기술적 반성-을-2> 협동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
은 학습이 모둠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거나, 소
위 목소리가 큰 아이들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실제로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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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필요하다. (중략) 아무리 좋은 수업모형이
라도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먼저 조성되지 않는
다면 결코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강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예비교사 ‘을’의 두 번째 사례는 교생실습으로 체육
수업을 할 때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의욕,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반성은 대학에
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수업상황에 적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교수 방법상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 ‘병’의 기술적 반성은 주로 체육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효과적
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타났다.
<기술적 반성-병-1> 이번에 체육수업을 위해 체
육기구를 혼자서 설치하려다 보니 여간 힘든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중략) 수업준비를 하
면서 느낀 점은 학교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수업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자료의
부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가용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실습록 중에서)

예비교사 ‘병’이 보인 기술적 반성의 첫번째 사례는
예비교사 ‘갑’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비
교사 ‘병’은 체육 교과서에 나온 활동을 그대로 수업으
로 진행하기 위해서 체육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은 당
연히 교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체육 기구를 설치해보면서
교과서대로 수업 교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
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힘에 부쳐 수업 진행에
애를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였다. 결국, 예비교사 ‘병’은
자신의 신념과 실제 수업 상황의 불일치로 인해 체육
수업을 위한 학교 여건이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현실
인지와 함께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기술적 반성-병-2> 실습을 가서 느낀 거지만 체

육 수업은 정말 막막하더군요. 야외라 학생들이
통제도 잘 안될 뿐더러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들어 옮기는데 시간이 다가서 정작 활
동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구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한 문제는 바로 가르치는 저 자신의 자질이었습
니다. 평소에 체육을 못할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
았기에 관심이나 배경 지식 등의 소위 '기본기'
라는 것이 없습니다.¦생소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
고, 그러니 자신감은 없고…. (교육실습 후 인터
뷰에서)

예비교사 ‘병’의 두 번째 사례는 효과적이고 좋은
수업을 하려면 교사로서 실기에 대한 기본기가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과 타 교과 수업과는 달리 열린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비교사 ‘병’이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은 기술적 반성의 결과로, 가르
쳐야 한다는 의무감과는 달리 실제 수업에 임할 때 겪
게되는 자신감 결여 사이의 갈등이 기술적 반성을 촉
발하는 동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기술적 반성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은 개인적
인 경험이나 공식적인 학습에 의한 결과로 자신이 믿
거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가르
치는 활동을 할 때 실천 현장의 제반 조건들과 갈등을
겪게 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즉, 기술적 반성을 촉
발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나 경험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적용하려는
입장에서 예상과 달리 돌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문적 반성
전문적 반성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갈등을 통해 여
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지를 고민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van Manen, 1977).
예비교사 ‘갑’의 경우 대학의 강좌와 교육실습을 경
험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적 반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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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반성-갑-1>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초등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은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면
서도 약 30% 학생들은 이와 정 반대인 소외 또
는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사실 나도 학창시
절 체육시간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학생이었다. (중략) 앞으로 교사가 되야 하는 사
람으로서 그 동안의 무기력을 반성해야 겠다. (강
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 예비교사 ‘갑’은 체육교과가 초등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교과라는 기존의 통념과
관념에서 벗어난 다소 의외의 사실을 학생소외 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체육수업 부적응 현상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고 의심치 않았던 체육교과에 대
한 신념이 정면으로 도전받게 되고, 이를 통해 보다 가
치 있는 교육적 대안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전문적 반성-갑-2> 오늘 교육과정모형에 대해
배웠다. 움직임 모형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체육에도 이렇게 많은
모형이 있었나’라는 점이 무척 놀라웠다. 그동안
교육과정 모형과 수업모형이 헷갈렸었는데 이제
야 개념이 잡힌다. (학기 강좌 노트중에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예비교사 ‘갑’이 그 동안 일반
교육학 및 여타의 교과교육론 수업을 통해 형성되어
온 일반적․보편적 교육과정 지식을 체육교육과정 지
식으로 전이내지는 확장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새
로운 교육적 지식과 신념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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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비교사 ‘을’은 원래
초등체육은 신체 활동에 관한 내용 요소만 잘 가르치
면 된다는 생각 즉, 체, 덕, 지와 초등교육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
진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초등체
육교과교육론 강좌 한 학기 강좌의 수강을 마치면서
초등예비교사들은 체육과가 ‘운동 기능만을 강조한다
는 기존의 앎과 믿음’이 그릇된 것임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초등체육은 전인 육성을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 초등교육의 또 다
른 축인 생활지도를 고려한 수업 진행이 필요함을 인
식하게 되었다.
<전문적 반성-을-2> 과거 학창시절의 경험도 그
렇고 체육은 운동을 잘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기능이 우선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러한 부분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해중
심게임수업모형에 배우고나서는 진정한 초등체육
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즐겁게 체육시간에 동참하여 신체활동
의 즐거움을 맞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두 번째 사례 역시 체육과에 대한 기존 인식에서
탈피하여 운동능력에 관계없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맞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등체육의 진정한 가치임
을 깨닫는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예비교사 ‘병’의 경우 전문적 반성은 체육수업 모형
에 대한 인식과 체육 수업 실습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 반성-을-1> 초등체육은 단순히 신체활동
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어차피 초
등교육이라는 것이 교과와 생활지도와의 통합을
통해 완성되는 전인교육인 만큼 초등체육 또한
이러한 전인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부분적 역할
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초등교
육에서 체육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어차
피 초등체육 또한 초등교육이고 초등교육은 초등
체육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학기 강좌 노트 중
에서)

<전문적 반성-병-1> 체육은 일단 기능이 중요하
니까. 체력모형, 스포츠교육 모형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 모형, 개인의미
모형, 탐구 중심 모형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니
까 다소 의외였어요. 이러한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번 실습 때 한 번 이런 모형을 적용해보고 싶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습 전 인터
뷰 중에서)

예비교사 ‘을’의 전문적 반성은 초등체육의 가치에
관한 인식으로 초등체육교과교육론 강좌 수강을 마무

예비교사 ‘병’은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체육교육의
핵심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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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러므로 체육을 가르치는 수업 모형은 운동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의 모
형만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 ‘병’은 운동 기능 외에 학생의 문제 해결력 및 사
회성 개발 등 전인교육적인 요소를 고려한 수업 모형
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서 교육실습에서 활용해 볼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적 반성-병-2> 이해중심게임모형에 따라서
축구형 게임을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차기 연
습을 조별로 시켰어요. 게임을 가르칠 때는 게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대세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게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비효과적인 것 같아
요. 물론 애들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중략)
정말 게임은 이해중심게임모형으로만 가르쳐야
하는지 의심이 드네요. (교육실습 후 인터뷰에서)

한편, 교육실습 과정에서 이해중심 게임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게임 수업을 하고나서 예비교사 ‘병’은 갈등
을 경험하게 되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중심
게임수업 모형에 근거해 게임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지
만 자신의 시각에는 학생들이 오히려 게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학습의 의미가 희석될 뿐이었고 학생
들의 참여기회가 보장된다면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
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는
동시에 게임에 필요한 기능을 연습할 수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전문적 반성-병-3> ○○○ 교생의 멋진 시범에
아이들이 환호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체육수
업에서 시범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란
걸 새삼 느꼈다. 오늘 수업에서처럼 앞구르기를
할 때 다리는 어떻게 하고 손을 어디를 짚으며
착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정형화 되어서
그대로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그
런데 반드시 시범이 필요한 것일까? 시범이 기대
대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까? 아이들이 환호하기는 하였지만 ‘선생님이니까
잘 하지 나한테는 어려울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선 학생들이 자유롭게 실천해보도록
하면서, 비록 정형화된 동작을 멋지게 해내지 않
더라도 자기가 직접 실천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다시 실천해보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

에게 좀 더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다.
(교육실습록에서)

한편, 예비교사 ‘병’은 동료 교생의 체육수업을 참관
한 소감을 진술하면서 교사의 시범이 학생들에게 교육
적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사의 시범을 보고 동기가 부
여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시도가 시범대로 되지
않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비교사 ‘병’은 체육수업
에서의 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시범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누구나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법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습
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인식시키
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문적 반성은 예비교사들이 강의
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
식이나 신념과는 반대되거나 차이가 있는 지식을 접하
게 되면서 새롭게 인식이 형성되는 형태로 드러났다.
예컨대, 체육 교과의 목적이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생각이 체육교육과정이론이나 체육교과교육론
의 강의를 통해서 전인교과를 위한 교과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 점이라든가 일반 교육학에서도 다루는 교육
과정모형이나 수업모형을 체육과교육에서도 다루게 되
는 경험을 통해서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된 점이 그러
하다. 결국,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반성은 체육수업의
실천 맥락에서 나타났던 기술적 반성과는 다르게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서 김원정(2010)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이 ‘만
들고 싶은 수업’에 관한 반성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보인다.
한편, 기술적 반성이든 전문적 반성이든 예비교사가
갈등적 상황을 겪으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 점이
동일해 보이지만, 기술적 반성은 교육적 실천에 초점
을 맞추는 반면에 전문적 반성은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에 관련된 지식과 신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
확한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큰 차
이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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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반성
비판적 반성은 인식 주체가 사회적․정치적․문화
적 요인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도
덕성과 윤리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성찰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교육적인 효과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떤
신념과 행위가 옳고 그른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van
Manen, 1977).
예비교사 ‘갑’은 체육수업 강좌 및 교육실습 전반에
걸쳐 이러한 비판적 반성의 예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판적 반성-갑-1> 이번 실습에서 가장 인상 깊
었던 것은 ‘아직도 현장의 체육수업에서 이해중
심게임수업모형이 아닌 기능중심 게임수업모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이다. 교육과
정은 교육과정이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씁쓸함
을 느낀다. (교육실습록 중에서)
<비판적 반성-갑-2>지금까지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그래서인지 솔직히 개정 교육과
정의 우수성도 ‘설마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갈아엎어질 것’ 이라
는 생각을 하니 교육과정 개정이 한편으로 부질없
어 보이기까지 한다. (강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예비교사 ‘갑’의 비판적 반성 사례 두 가지는 교육
과정의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를 보여준다. 즉, 교육과
정의 이념과 정신, 그리고 문서적 지향점이 현장에서
무참히 붕괴되는 현실을 ‘실습을 통해 확인’(김무영,
2010)하는 순간이다. 결국, 이러한 예비교사 ‘갑’의 경
험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서 조차 개정
의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는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예비교사 ‘갑’의 반응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개정과 적용과정에서 보여 왔던 사회적 현상과
반응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음을 깨닫게 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 ‘을’의 비판적 반성은 체육교과의 위상 제
고 및 방과 후 학교 및 주변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
에 관한 것으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정책에 대해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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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반성-을-1> 국영수와 같은 주지교과가
대접을 받고 체육, 음악, 미술와 같은 예체능 교
과는 사실상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
가 참으로 안타깝다. 일단 체육교과의 위상을 제
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체육의 특성과 가치를
‘기능’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형태와 의
미의 ‘수행’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한편으론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을 지
원할 부서가 없으므로, 정과체육을 관할하는 국
가 정책부서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
각이 든다. (강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예비교사 ‘을’의 첫 번째 사례는 이론적으로는 체육
교과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국, 영, 수와 같은 소위
주지교과에 비해 체육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
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는 특히 체육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과거
로부터 교육적 가치와 특성을 무시한 채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이 실기를 병행하는 교과를 ‘기능중심’교과로
지칭해 온 잘못된 교과 편견 극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의 기능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모두 교육과
정의 결과로 아우르는 통합적 의미를 지닌 ‘수행중심
교과’로의 전환(안양옥, 2009)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예비교사 ‘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체육보건
급식과’가 ‘체육’이 빠진 ‘학생건강안전과’로 변화되어
공식적인 학교체육정책기관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과
체육을 지원할 전담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피력하고 있다.
<비판적 반성-을-2> 일본에서 몇 년 살 기회가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을 그곳에서 보낸 적이 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체육클럽에 참여
한 기억은 없지만, 방과 후 학교나 지방 복지 시
설 등을 통해 간단한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체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체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중략) 방과 후 학교의 취지
는 좋지만 아직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
솔직히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사실이다.
(강좌 블로그 게시판에서)

예비교사 ‘을’의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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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일본에서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및 지역 체
육시설을 이용한 초기경험이 체육에 대한 자신감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리나
라의 경우도 최근 방과 후 학교가 보편화되고 있는 점
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일본과 달리
방과 후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교
육적 선택에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희망에 의
한 자율적 선택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조차도 대학입시를
골자로 한 주지주의 중심의 사회적 풍토에 항변하지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비교사 ‘병’의 비판적 반성은 체육수업의 실천에서
보다는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체육과 프로그램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판적 반성-병-1>교대에서 예체능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왜 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은 교대에 온 것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명과 실제 수업 내용과의 괴리이다. 교과명
만 바뀌고 교과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 실제 배운
내용은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 않았다. 예를 들
어 초등 ‘○○ 활동 지도법’의 경우 교과명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몇 가지 실기
실습에 불과하였다. 그 속에 ‘지도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아동들에게 체육을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좌블로그 게시판에서)

예비교사 ‘병’은 향후 현장 교사로서 체육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과정에서 지도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신이
이수한 강좌에서는 지도법을 익힐 수 있는 경험을 갖
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체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결국, 실기
실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
이면서도 여전히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좀처
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비판적 반성-병-2>'이론은 실제에서 파생되며 실

제에 적용되는 한에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듀이
의 말이 인상 깊었다. 실제를 무시한 이론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체육교육과
정을 만들 때 현장교사, 그것도 초등 교사를 철
저하게 배제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학기 강좌 노트 중에서)

한편, 예비교사 ‘갑’의 경우와 유사하게 예비교사
‘병’도 이론과 실제의 괴리 현상을 문제 제기하고 있었
는데,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현장
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현장 교사가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러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비판적 반성과 관련해서, 초등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뚜렷한 사례가 포착된 반면에 중등예
비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김무영(2010)의 연구에
서는 비판적 반성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게 포착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등예비교사들의 비판적 반성은
전문적 반성과 마찬가지로 교생 실습 과정의 체육수업
실천보다는 강의를 통해 체육교육의 이론적 내용을 다
루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전문적 반성과는 달
리 교육적 가치와 함께 사회문화적 지식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이론과 실제 사
이의 간극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강의 내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신념 및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기존 신념과 지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 관
련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파악하
는 데 목적을 두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강조한 초등 체육과교과교육론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반성적 활동에 몰
입한 세 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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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사고를 van Manen(1977)이 제시한 반성 수준
에 근거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발생 과정과 그 특징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기술적 반성, 전문적 반성,
비판적 반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세 차원의 반성적
사고는 각각 특정 기간, 예컨대 강의실에서는 이러한
반성, 교육실습 과정에서는 저러한 반성의 형태로 고
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비교사가 강
의를 듣고 및 교육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반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수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반성의 기제와 특징
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었
다.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다룬 선행 연구들(고문
숙, 1994; 정애란 등, 2007)과 비교해 볼 때, 기존 연구
는 예비교사의 반성 수준이 대부분 기술적 반성에 머
무르고 있다고 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반
성 수준이 골고루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는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
겠으나 무엇보다 강의의 설계 및 운영이 반성적 사고
를 촉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반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서 특징
과 초점이 독특하게 나타났다. 기술적 반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 반성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적절성과 대안들을 모색하고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으로 수준이 확대된다. 비
판적 반성은 인식 주체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
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도덕성과
윤리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성찰한다.
그러나 예비교사에게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즉, 정우식･이호철(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초등
예비교사들은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글쓰기 및
토론 활동에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글쓰기나 토론을 좀 더 자유롭게 접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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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성적 사고는 실천가들이 기존의 지식 체계
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
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실천가를 이끌어 간다(유영준,
2009). 반성적 사고는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교사
로 입직을 했을 때 그들이 접한 현장의 특수성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직으
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
는 유용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 단계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손천택(2002)은 우리나라의 체육교사교육에 관한 국
내의 연구와 현재 진행 중인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문제
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 유능한 초등 교사를 양성하려 한다면 초등학교에
서 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과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
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
피하여 교과의 내용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실천적 지
식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
된 연구 결과였다(안양옥 등, 2004b 재인용).
전자의 내용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체육과의 내
용 지식과 교수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함을 강
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의 내용은 예비교사를
위한 체육과교육 프로그램이 체육이론 과목과 실기 과
목을 교수 중심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예비교사의 학습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
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현행 교사교육 프로
그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며, 구
체적으로는 현장을 잘 이해하고, 현장 속에서 역동적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가는 현장 실천 전문인으로서의
교사를 양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을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안양옥, 1999, 2004a).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교사교육 방식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면서 교사의 전문지식과 반성적 사고를 중요
시하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방향이 제시되기에 이르렀
다. 즉,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교사의 행동을 변화시
키는 것에서부터 교사들의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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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등과 같이 교사의 사고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이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또는 메타 인지적 관점이 지배적인 사조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교육자들이
예비교사들을 지도하는 현실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교
사교육의 방향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늘리는 것이 중
요하기는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 활동인데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실습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반성적 사고인
것이다. 특히 교사의 반성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므로(한상훈,박승렬,이명자, 2008),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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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Reflective Thinking Styles About The Physical Education Classes
From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spective
Ahn, Yang-ok(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ㆍ
Shin, Kicheol(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traditional approach in teacher education has based on the functional and behaviorist viewpoint. But
recently physical education scholars have tried to overcome the exist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on the teacher thought. Reflective thinking is a alternative to solve out the problem of the
exist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studies regard of reflective thinking have focused on mainly in-service
teachers so that make them improving their teaching and developing their expertises which is necessary to
them as a teacher. But the research interest of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thinking has been less considered
than in-service teachers'. Th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teaching about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For achieving the study purpose, a qualit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and documents, and analyzed according to van Manen(1977)'s framework of
reflective thinking. As a result,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thinking of physical education
are presented in three styles: technical reflection, professional reflection, and critical reflection.
※ Key words : pre-servic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reflec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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