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敎員敎育硏究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06, Vol.23, No.1, pp. 27～49.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예비 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 과정

A Pre-Service English teacher's Educational Development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신 동 일 (중앙대학교)*
김 나 희 (경기공업대학)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영어교사의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예비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 과정과 그 가
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참여자의 대학원 교육경험을 성찰 일지로 수집하고 그 자료를
세 가지 사건(교생실습, 질적 연구 스터디 모임 참가, 석사논문 작업)의 범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생실습을 통해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체험했고 한국의 영어교육상황
에 맞는 교수법과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아갔다. 또한 질적 연구 스
터디모임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는 교사가 직접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해결
점을 찾고 현장을 개선시키는 실행연구방법을 학습했다. 석사논문연구를 통해서는 저널쓰기의
교육적 유의미성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한 자신의 교육적 성장을 성찰적 글쓰
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과 글쓰기는 한 예비교사를 교육적으로 당당하게 성장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영어교사의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교육적 성장은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경험을 성찰하면서 건
강한 직업 윤리관 그리고 정체성을 갖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예비영어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프로그램 내부에 성찰과 글쓰기 과정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비교사 시절 교육
경험에 관한 성찰은 교사의 전문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글쓰기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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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일상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무언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그 질문은 알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 상태 또는 우리
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앎의 지평적 표현이다. 그리고 대답은 답답한 내적 상태의 해소이며,
그 과정에서 확대된 자기 이해의 지평의 표현이기도 하다(윤여각, 1998).
교육을 ‘질문의 수준 오름’이라 정의하기도 하며(양미경, 1992) 또한 질문은 교육의 한 부
분이 아니라 질문 활동이 곧 교육 활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홍윤경, 1994). 교사의 모든 활
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그 탐색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제
기 하는 과정이다. 또한 학생의 학습 활동은 교사의 탐색 과정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질문을 자기의 질문으로 만들어 탐구에 나서는 활동이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과정은 교육적 맥락으로 확대 심화될 수 있고 이것은 성찰적 사고
를 통해 이루어진다. Fedele(1996)은 교사와 학생의 성찰적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성찰은 나의 직업적 삶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성찰할 때, 그것의 과정을 이
해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학생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학생들과 같이 성찰할 때, 나는 그것
이 그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는 함께 또는 각자 반성하며 그 이
후에는 더 많은 성찰을 하게 된다(p. 36).
교사와 학생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성찰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는 직업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서 성찰적 사고는 자신의 전문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찰적 사고를 가진 교사는 전문적 성장에 진지한 책임감을 가
진다(Zeichner & Liston, 1996). Richards와 Lockhart(1994)는 교사는 성찰적 사고를 통해 교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지식과 사고의 토대에서 교실활동을 안내하는 지침을 세운다고
하였다.
성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그것을 인식시키게 하는 것은 일기와 저널과 같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Jarvis, 1992). 즉, 현장의 문제를 보게 하며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재조정,
재구성 그리고 전문성 성장을 추구하는 인식의 도구로 성찰적 글쓰기는 유용하다. 특히, 일
기, 일지 그리고 저널 등은 언어연구에서 중요한 내적도구로 사용되며(Nunan, 1992)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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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학습과 교수과정에서 저널쓰기는 자기성찰의 수단으로의 유용성을 보여준다(Allwright
& Bailey, 2002; Bailey, 1990, 1991; Jarvis, 1992).
본 논문은 한 예비영어교사의 일상에서 시작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성찰적 사고를 통해
어떻게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진입하는지 탐색한다. 성찰적 글쓰
기가 한국의 영어교육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쉽사리 선언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실제 예
비 전문가의 성찰일지가 예비 전문가 훈련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제공한다면 교육 프로
그램에서도 예비교사들의 계획-실행-성찰의 순환적 학습과정을 기획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예비영어교사가 겪는 영어교사 임용시험 준비 시절의 성찰적 과정
을 주목한다. A는 교육행정공무원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영어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학업
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결국 그만두었다. 대학원 재학 중에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으
며 결국은 낙방하였다. 이 한 문장이 과거의 A를 말해주는 간략한 설명이다. 영어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로 설명되는 교사와 학습자에서 A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교사를 꿈꾸던 그의
열망과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위치는 언제나 애매하고 혼돈스럽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그는 성찰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그것
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장하였다. 더 이상 임용시험의 실패자가 아니라 교육적 지평을 넓히고
자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금의 A를 실증주의의 잣대가 아닌 대안주의적 영어교육 패러
다임 속에서 한 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A의 일기를 통해 일상에
서 시작된 경험이 어떻게 교육적 맥락으로 확대 심화되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질문과 대
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지를 보여준다.

Ⅱ. 저널과 일기 연구
언어교육에서 일기와 저널을 구분하고 그 종류와 활용(Finch & Shin, 2005)을 설명할 필요
가 있다. 저널은 일기보다 좀 더 형식적이고 교육적 성장과 성찰에 초점을 둔다. 일기는 하
루의 일과를 적는 좀 더 비형식적이며 개인적이다. 이렇게 저널과 일기의 차이가 있지만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수업에서 둘 다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
저널의 종류와 활용을 살펴보면 보통 학습자 저널과 전문가 저널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작문수업에서 학습자의 쓰기기능의 향상과 평가를 위해 활용한다. 또한, 학습과정의 성
찰과 이해를 위해 활용된다. 이것은 학습자가 보다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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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가 저널은 자신의 직업을 수행
하면서 겪는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숙고하게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전문
가 경력의 성장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자신의 교수활동을 점검하며 문제를 인식하
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성찰적 사고를 하며 저널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문가 저널 및 일기이다. 제 2 언어 혹은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대상의 저널이 아니라 예비영어교사가 저널과 일기를 기록하며 교수활동
및 교실 밖의 활동을 성찰하고 다시 실행을 기획하는 도구로서의 저널 및 일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 저널인 교사 저널은 자신의 교수활동을 점검하면서 가르치는 일의 효과성
을 숙고할 수 있다.
Bailey(1990, p.215)는 일기연구를 “언어학습과 교수경험에서 1인칭 관점으로 규칙적이고 솔
직한 개인적 일기의 기입을 통해 발견되는 반복적인 구조와 두드러지는 사건들의 분석”이라
고 정의한다. 일기라는 개인의 주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연구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
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성찰적 사고를 통해 외부적 관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숨겨져 있
는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능을 갖게 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일기 기입을 통해
그 동안의 경험과 사고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Allwright & Bailey, 2002).
본 연구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작성한 A의 저널, 일기 그리고 메모 기록
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저널은 연구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개되어 있다. 연구 단계는 Allwright와 Bailey(2002)가 제시한 일기연구 단계를 활용하
였다. 일기연구 과정은 우선 연구 시작을 위해 기록에 참여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이 때
연구자는 일기연구 참여자에게 일기를 통해 알고 싶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일기
기록을 하는 참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일기연구의 가장 중요한 점
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간 동안 일기가 수집될
때 까지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다. 자주 일기를 검토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연구자가 일기를 검토함으로써 어떤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나 소재 그리고 형
식은 일정 기간의 기록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자는 일기자료 수집을 서둘지
말아야 한다(Nunan, 2004).
세 번째 단계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일기를 기록한 참여자가 자신의
학습이나 교수활동 등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재, 같은 소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언급했
- 30 -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예비 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 과정
는지 그리고 그 소재의 표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예비영어교사인 A의 일기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가지 사건
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첫째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가져다 준 교생실습 기
간이며, 둘째는 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식시키게 한 질적 연구와의 만남, 그리고 셋째는 논
문연구를 통한 질문의 시범과 형성(윤여각, 1998) 과정에서 가진 여러 가지 사건이었다.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항상 관계를 맺는다.
또한 경험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하나의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 이끌며 그것은 또 다른 경험
으로 계속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지금부터 A의 일기와 저널을 통해 예비영어교사
의 교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교육적 성장과 임용시험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전문
가 정체성을 갖기 위한 탐색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교생실습 체험
예비교사에게 있어서 교생실습의 체험은 예비교사가 교사로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여러 경험 중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짧은 한 달의 기간은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의 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체험의 장이기도 하다(이혁규, 심영택, 이경화, 2003).
A에게 있어서 교생실습의 체험은 교육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교육
대학원생들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제외하면 학부과정을 마치고 곧장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야간수업을 듣는다.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
원이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
에게 있어서 교생실습의 체험은 현실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예
비교사로 자신의 직업적 적성과 교육적 경험을 체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A
의 2004년 4월 한 달간의 교생실습 체험 자료를 세 가지 세부 범주(학교에서 겪은 이론과
현장의 큰 간극, 학생과의 의사소통문제 그리고 비원어민으로 영어수업하기)로 다시 나눠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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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과 현장의 간극
대학원에서 또는 교사임용준비 학원의 수험자들이 주로 보는 영어교수법 원서가 있다. A
도 그러한 교수법 원서 중심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 대한 논
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A가 기억하는 것은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바이블과 같은 몇 가지 영
어교수법 원서 내용이었다.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 원어민 연구자들이 실
증주의 패러다임으로 가설검증을 통해 제안한 이론의 유의미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EFL
환경의 영어사용 및 학습 환경의 외부적 변수, 학습자의 특성이 현장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신동일, 2002) 진지한 성찰도 부족했다. Carrier(2003)의 지적처럼 ESL의 상황에서 만들
어진 교수법을 EFL에서 적용할 때 생겨나는 문화적, 교육적 환경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숙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처럼 A
도 교생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크게 의식하지 못했다. 아래 첫 번째
저널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본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조차도 A는 상당한 곤혹스
러움을 가졌다.
<A의 저널 1>
오늘은 완전히 깨진 날이다. 마지막 시간에 내 담당 반을 수업했는데 오늘 진도는 3학년 본문 첫 수
업이었다. 본문수업이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인지 불안함 속에서 시작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정
리해서 핸드아웃을 돌리고 단어 발음을 같이 연습하고 뜻을 설명했다.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먼저 아
이들에게 오늘 배울 분량을 테이프로 들려주고 눈으로 읽게 한 후 교과서에 있는 본문에 관한 내용파
악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그 후 문법적인 것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한 후 본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
고 바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해석을 시켰다. 발표하는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아이들의 표정
과 특히 뒤에서 나의 수업을 지켜보시는 담당선생님의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거기다 수업시간은 10분
이상이나 남았다. 당황스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모르고 겨우 수업을 마쳤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몇몇이 와서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다음엔 해석 다 해주세요. 우리
담임선생님은요.…”하면서 담임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수업 또한 특별한 것도 없었고 내가 봐도 어색하고 재미없는 수업이었다… 중략 … 내
가 예전에 배웠던 수업처럼 일일이 다 해석을 해주고 특히 문법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뭔가
지루하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수업이 뭔지… 여전히 고민이다. (2004. 4. 19.)

Liu(1998)에 의하면 제2언어습득이론은 서구에서 제안된 모형들이고 해당 이론의 데이터는
서구로 건너간 외국인 이민자와 학생들로부터 추출한 자료이다. 이러한 모형과 데이터에 의

- 32 -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예비 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 과정
해 제안된 교수법은 오히려 EFL 환경에서는 실용적이거나 효과적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주목받은 교육방
법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A
가 재학한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EFL, 비원어민, 한국의 영어교실, 한국의 영어학습자가 참
여하고 있는 현장은 우선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다. A는 교생실습 동안 느낀 이론과 현장의
괴리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 저널은 A가 교생실습을 마친 후 영어교수법을 공부하며 느
낀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을 담고 있다.
<A의 저널 2>
하지만 교생실습을 경험한 후 실제수업 속에서 느끼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더욱 컸다. 내게 실제로
필요한 교수법은 단순히 외국의 이론과 방법이 유명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혹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알아야 하는 그런 교수법이 아니다. (2004. 8. 24.)

A는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의식적으로 ESL 중심의 논리에서 배운 것을 자신이 만나는 교
육현장에서 새롭게 수정하고 편집하려는 노력을 잃지 않았다. EFL 환경에서 요구하는 교수
법은 해당 지역의 영어교육자 몫으로 남겨져 있으며 Dong(1995)의 지적처럼 아시아의 교사
와 학생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제공되는 교수법이나 교재 등에 대해 무조건 환영할 것이 아
니라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는 그러한 주장에 이제 적극적인 공감
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2. 학생과의 의사소통
학교에는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 이 때 교사는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수업
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고민한다. 정서적인 학습단면에 관심을 가지며 위협적이지 않고 배려
와 나눔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어쩌면 혁신적인 교수법의 개발보다 실제 수업 진행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Finch & Shin, 2005)는 의식을 A도 교생실습 기간 동안 가졌다. Reid(1999),
Guild(1994)는 교사의 책무를 학생들의 정서적 단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Underhill(1989)은 학습 분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really listening to the student and
to the content of what he or she says”(p. 256)라고 보았다. 또한 Stern(1983, p. 386)은 정서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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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self-esteem, confidence, motivation, reduction of anxiety, positive attitudes to learning,
emotional management, etc.) is more important than cognition in language learning. (Finch &
Shin, p. 52에서 재인용)

A는 초기에 영어교육의 방법론적인 문제만을 골몰하다가 수업을 진행할수록 아이들의 반
응과 정서적인 표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A의 저널 상당 부분은 교육의 지적 기능보다
정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지면을 할애한다. 아래 저널 3이 그 예이다.
<A의 저널3>
수업을 하다 보니 구석에서 체격 있는 여학생 둘이 딴 짓을 하고 있다. 약간 반항적인 얼굴에 한
명은 아예 껌까지 씹고 있었다. 눈에 거슬렸지만 다음 주가 시험이라 진도 나가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진도 나가는 데만 정신을 집중했다… 중략 … 오늘의 목표 진도는 달성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제
대로 이해했는지는 자신이 없다. 또한 눈에 거슬렸던 그 여학생도 신경이 쓰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
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이들 모두가 협력하며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인지 모르겠다. 다음
주면 바로 시험이어서 부담감도 크다.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오늘도 여러 수업방식을 찾아보지만 뾰
족한 수가 없다.(2004. 4. 21.)

A는 몇몇 학생들의 거슬리는 수업 행동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수업진도를 맞추는데 급급했
다. 결국 학생들과 진실 된 소통의 문제, 그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다.
Rogers(1951)의 지적처럼 교사가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정서적 학습단면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A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성취
도 중심, 기능과 지적 단면이 강조된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 평가 그리고 논문연구가 전부
이다.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했던 A는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성
찰적 일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담당교사와 상의도 하고 다시 수업실연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였다. 저널 4를 보면 A가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반
성과 재실행의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A의 저널4>
어제의 고민을 교과담당교사와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습해서 오늘 다시 수업을 하였다. 일단은 아이들 반응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았다. 특히, 어제 껌을
씹었던 여학생을 우연히 수업 전 복도에서 마주쳤다. 내가 먼저 다가가 이름도 묻고 친근하게 말을
건넨 후 오늘은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며 알겠다고 했다. 수업을 진행하면
서 놀란 점은 그 여학생이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는 점이다. 떠들지도 않고 문제도 풀고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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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위를 돌아다닐 때 내게 질문도 하며 잘하고 싶은 모습이 눈에 보였다. 역시 덩치만 컸지 칭찬
해 주며 관심을 가져주니 바로 행동이 달라졌다. 교사가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때론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았다. (2004. 4. 22.)

Gray(1998)의 일기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수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수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은 교사에
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고 교사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가르치는 무엇만큼 이나 교
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혹은 교수법
에 치우친 교수활동은 학생과의 의미전달과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교수자에 대
한 의존도를 높여준다. 학습자와 교사의 저널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의 책임의식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교사는 자신의 교수활동을 관찰하고 숙고하며 전문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A
도 교생실습을 통해 그러한 성찰의 과정과 전문성의 단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3. 비원어민교사의 영어로 수업하기
최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능력검증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나 실제 시행에 비해 비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을
위한 진단평가 및 교육 준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신동일, 2003). 한국에서 한국인 학생
을 앉혀 두고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 원어수업은 조작인 환경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아래 저널을 보면 A는 교생실습 동안 경
험한 영어로 진행한 교실수업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저널 5>
오늘은 드디어 나의 수업실연 첫 날이다. 오늘 내가 할 부분은 말하기표현 익히기다. 아이들 흥미를
유지시키기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였다. 연예인사진과 내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자료는 완벽했
다. 1교시 수업이 내 담당반인 3-a반이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모습과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지도교사를 쳐다보니 나는 정말 긴장되었다. 그런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난 너무 서둘렀고 너무 빨리 말을 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업내용을 설명
하고 발표를 시키려 했으나 아이들이 창피한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모두 함께 말
하기 연습을 하고 시계를 보니 15분이 남았다… 중략 … 아이들의 반응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 혼
자 원어수업을 한 것 같다. (2004. 4. 16.)

- 35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효율적인 영어수업 진행 교사는 학습자를 배려해서 쉽고 적절한 속도로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
리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언어적 오류는 있지만 당당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
이 필요하다(신동일, 2003). 처음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A는 성찰일기를 통해 자신이 영
어수업 진행자로 부족하고 필요한 단면을 분석했다. 언어적 능력(발음, 문법, 어휘, 담화구성,
유창성)은 뛰어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과업 수행을 위한 비언어적 능력(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친근감, 적극성, 표정 관리, 수업진행, 교재활용, 조별 활동 관리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
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A는 깨달
았다(저널 6 참조).
<A의 저널 6>
무엇보다 영어교사는 정말 영어전문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도
대체 뭘까? 참으로 우리는 영어교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같다. 기본적으로 영어발음도 좋고
보통 사람보다 영어 자체도 잘해야 하고 게다가 수업도 잘 진행해야 한다.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면
중학교 학생과 상호작용도 잘 해야 한다.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내가 너무 영어교사에 대해 쉽
게 생각한 걸까? 나는 분명 아이들보다는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내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은
감동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내 고개를 숙이던지 딴청이었다. 어차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
어수업 수준이 대단한 학문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토플 단어나 쓴다. 교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영어교사의 영어실력은 분명 학교 밖에서 말하는 영어능력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2004. 7. 14.)

A는 성찰의 과정 중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Auerbach(1993)와 Phillipson(1992)의 주장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알고 있지 못하는 원어민 교사보다 선행
영어 학습자로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있는 비원어민 교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영어수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Annunzio(1991) 역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동질감을 주목하면서 비원어민 교사의 정체성이 교실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아래 저널 7에 나타난 것처럼 교생실습이 마쳐갈 쯤 A는 자신의 비원어민 영
어교사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A는 자신의 적
성과 교사에게 필요한 요소 등에 대해 실제수업과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하였다. 실제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며 그것들을 저널에 남기면서 A는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이론과 교수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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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학생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요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았다.
<A의 저널 7>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섭섭함과 아쉬움이 몰려온다. 처음 실습을 하기 전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
지만 막상 해보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막연히 교사에 대
한 생각을 실제로 겪어 보며 과연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싶은지, 내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비원어민 교사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큰 도전이지만
정말 즐거운 일인 것을 알았다. (2004. 4. 30.)

Ⅳ. 질적 연구와의 만남
A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영어교육이론에 관한 가설검증, 실
험을 통한 일반화, 표준화검사의 시행 등을 수차례 학습했다.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A에게 실
증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인식론에서 연구소재 탐색을 시작했다. 탈맥락적인 영어지식을
계량적인 연구 데이터로 학습자 혹은 수험자의 행위를 일반화시키는 실증주의적 측정관은
학습자를 당당한 교육과 연구현장의 주체적 대화 창구로 인식하는 대안주의적 관점과 근본
적인 차이가 있다(신동일, 2002; Hamp-Lyons & Lynch, 1998). 대안주의적 패러다임은 탐구의
실체와 그 법칙이 세상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존재
해 있다는 상대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탐구의 과정에서 주관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각기 다른 경험세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과 연구자 내부의 주관성의 가치를 새롭게 이
해 적용하며 이와 함께 실험적 연구방법보다는 자기평가, 성찰일지, 포트폴리오, 관찰, 인터
뷰 등에 근거한 민족기술학적(ethnographic) 연구방법론이 사용된다. 교생실습을 마친 A는 자
신이 실증주의적 인식보다는 인본주의적, 대안주의적 관점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었다. 여
기서는 A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논문 준비를 위해 영어교육의 질적 연구방법론
스터디에 참여하며 앎의 지평을 넓히고 나눔과 소통의 장을 경험한 것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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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과 소통: 실행연구 경험
EFL 상황에서 실제적인 영어 의사소통적 필요가 일상에서 적절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수업, 수행평가라는 고부담의 과제를 한국인 영어교사가 안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 의사소통 과업과 수행능력의 실체를 학습하고 평가받고 있다. 이
와 같은 국내 영어교육의 현실에서는 일반화와 예측을 위한 실증주의적 논문보다 대안주의
적 관점에서 제안되는 현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논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A는 인
식하기 시작한 것이다.(저널 8)
<A의 저널 8>
어제 스터디 모임에 참가했다… 중략 … action study의 경우, 살아있는 글을 읽는 듯했다. 연구자
가 실제로 연구에 참가를 하여 자신이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반추하고 다시 실행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는 것. 소박하기도 한 자신만의 경험 그대로를 글쓰기를
통해 보여 준다는 것. 내게 그것은 일종의 용기였다. (2004. 7. 4)

A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에 관한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교사가 직접 저널을 쓰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행
연구는 교사가 교수법과 학습을 점검하게 하고 교사와 학습자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Kemmis & McTaggart, 1982). 실행연구는 또 내가 직접 보고 수집하고 해석
하며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교실의 역동성 혹은 복합적인 단면은 단순하게 객관화 되거나 그 현장과 분리된 연구자에
의해 쉽게 판단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실행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다. 저널 9에 나타난 것처럼,
A는 영어교사에게 연구자로서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실행연구과정이 필요하다
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학습과정은 A의 추후 석사논문작업, 전문가로서의 경력 준비과
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는 질적 연구방법을 배우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비
원어민의 영어의사소통 문제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A의 저널 9>
‘나눔’이라는 단어를 나는 다시 들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관찰하고 계획하고 실행
하고 반성하고… 다시 또 다른 과정에 들어가고… 이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개념은 바로 ‘나눔’이었
다. 현장에서 나눔은 쉽지 않다… 중략… 내가 스터디를 할 때마다 역시 잘 왔구나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오늘 기억에 남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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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가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사고에 대한 변화나 인식에 관한 내용, 이민주 선생님이 글쓰기
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도록 일기 쓰듯이 편하게 작성하라는 실제적인 조언 등이 기억에 남는
다. 오늘 하루 도서관에서 action research 저널을 공부하면서 다음 내용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action research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s concerned to
determine what to investigate, how to investigate, and how to report”이다. 자신의 연구에 관해
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action research 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2005. 8. 14.)

2. 실행연구의 경험
실행연구는 질적 연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증적이 아닌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의존
하고 있다. 일상의 현장에서 참여자 혹은 연구자는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
을 담고 있다. A가 가장 흥분된 마음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실행연구에 집중하는 이
유는, 바로 자신의 관점에서(혹은 동료 참여자와) 현실을 관찰하면서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 때문이다. 성찰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참
여자의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A 역시 성찰, 해석, 재기획 등의 순환적인 연구과정으로 논문을
구성할 것을 이 때 결심하게 된다. 순환적인 과정 중에 자신이 더욱 더 진실 되고 탐색적인
전문가가 될 것이란 믿음이 생긴 것이다.
<A의 저널 10>
언제나 그렇듯 스터디에서 나는 소중한 것을 배우고 온다. 오늘의 스터디 또한 그러했다. 김미연 선
생님과 짧게나마/이나마 내가 쓴 글과 선생님의 경험을 나눈 것도 참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재하 선생
님과 돌아오는 길에 실제 논문쓰기에 관한 토론도 참 좋았다. 스터디 때마다 항상 교수님은 ‘진실 되
게 글을 쓰세요.'라고 하신다. 사실,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진실 되게! 라는 말을 잘 이해 못했었다.
특히, 거의 매일 일기를 쓰는 나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솔직하게 쓸려고 노력하는데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며 도대체 그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중략 … 그리고 나는 꾸준히 글을 썼다. 오늘은 그 진
실의 가치를 조금 알 듯하다. 양적연구처럼 통계적 유의미성을 이용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
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공감하도록 하려면 내 글에 내가
솔직해야 되고 나의 노력과 과정이 묻어나야 된다. 마음과 마음은 결국 통한다고하지 않는가. 나는 진
실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글을 쓰는 가운데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여전히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면 나는 괴롭더라도 계속 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모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또한 노력하고 싶다. 진실 된 글쓰기와 성
찰 난 그 과정에서 분명 교육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다. (2005.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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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질문과 대답 그리고 교육적 성장
교수: 시험에 떨어지면 뭘 할 건가요?

인간은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한다.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것까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인간의 생각은 형성된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질문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대학원 생활에서의 질문의 의미는 수업과 학위논문작성 과정을 통해 교육적으
로 형성된다(윤여각, 1998). 이는 수업, 논문, 교수님과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그리고 기타
자료 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겪는다. A
역시 논문 연구를 통해 질문을 형성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교육적 성장을
겪는다.

1. 질문 갖기와 논문연구
교수: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학문 활동은 질문과 대답의 연쇄로 이루어진 끝이 열린 활동이다(윤여각, 1998). 학문 활동
은 구체적으로는 논문 연구로 표현되므로 대학원 생활이 논문 연구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
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위 논문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답하는 형
식을 취한다. 특히, 교수는 질문의 시범을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그것이 학생의
편에서 숙고해 볼 질문이라 여길 때 교수의 질문을 학생 자신의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하였
다. A 역시 논문이 진행되는 내내 지도교수님의 계속되는 질문들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
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을 가졌다.
<A의 저널 11>
며칠 전 교수님과 면담이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 내가 담고 있는 나의 현장? 도
서관, 집, 과외 그리고 학원, 스터디 이게 전부다. 이 중 나와 가장 관련 있는 건? 임용시험이다. 이
것을 중심으로 나의 활동반경이 정해져있다. 그렇다면 임용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200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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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저널을 쓰며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맹
목적으로 동료와 함께 시험공부만 하던 임용수험자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영어교사를 꿈꾸는
예비영어교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영어교사의 자질을 점검하는 과정을 겪는다.
<A의 저널 12>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잠시 내 공부와 논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발단은 동료수험자와 논문에 관
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용시험이고 일단 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지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중략... 하지
만 왜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을까?
만약 몇 개월 이전이었다면 나는 그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 때의 내
가 아니다. 논문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나 역시 일단 시험에 붙고 보자 하는 식의 생각으로 논문작업
에 비중을 그다지 특별하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저널을 쓰고 자료도 찾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논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중략 … 처음에
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시작한 논문이었지만 주위의 여러 자료를 공부하면서 나는 또 다른 세상을 경
험하고 있다.
요즘 특히, reflection과 관련한 논문을 읽으며 ‘생각하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낀다. 보통 우리
는 reflection하면 일단 그 말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사전을 찾아보면 성찰, 반성, 숙고 등 뭔가 철학
적이고 종교적이기도 해서 선뜻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공부해보면 그것은 어떤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생활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 속에서 얻는 어떤
생각부터 행동의 변화까지 그 모든 인간의 사고를 관장하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그것을 들여
다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통 저널
쓰기를 reflection의 기본으로 여긴다… 중략 … 현장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은 현장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이다. (2004. 9. 1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널쓰기를 통한 A의 성찰적 사고이다. 기능주의적인 교수법에 가치
를 두며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하던 A는 교생실습 경험, 질적 연구 스터디 참여를 거쳐 학위
논문을 위한 교수와의 면담과정을 시작하면서 교사 직업에 관한 자신의 가치관, 적성, 영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확보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저널 13을 보면 A의 고민
과 성장이 나타난다.
<A의 저널 13>
논문을 준비하면서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내가 갖고 있는 교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
하고 있다. 사실, 나는 요즘처럼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 중략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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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어교사에서 앞에 붙은 '영어'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뒤에 붙은 '교사'가 내게는
현실적로든 이상적으로든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이 이유라면… 임용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안정적인 직업일 것이고 … 중략 … 그래서 나의 초점은 전공보다는 오히려 교
사의 인성부분에 더 많이 비중을 두었다. 영어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비어민교사와 원어민 교
사의 비교가 계속 되는 상황과 학원이라는 현 교육의 이중체제 속에서 굳이 나까지 전공에 힘쓸 이유
는 없다 생각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영어'에 일종의 반감과 콤플렉스가 있었고 '영어교육'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스킬[skill]정도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점수로만 생각했다. 그것
에 어떠한 철학도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나부터 영어교육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어교육과 영어교사에 대한 단순함과 무지가 이제 점점 변하고 있다. 그것의 발단은
나와 같은 '임용수험자‘에 대해 논문을 쓰면서부터이다. 내 자신을 연구자로서 또한 연구대상으로서
들여다보면서 일기를 썼으며 그리고 나를 진실 되게 보았다. 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따라 많은 예비교
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 중에는 이전의 나처럼 교직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과연 학습자들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
계를 맺고 있고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직업 전문성과 윤리의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중략 … 여전히 논문을 쓰면서 임용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였나라는 자책감도 들며 참으로 내가 영어교사에 대해 순진하게만 생각했구
나 하는 반성이 든다.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멀리만 보며 그 허상을 쫒는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 (2004. 10. 6)

처음 A는 자신의 성찰일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반신반의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
를 쓰고 남에게 보인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널쓰기는 자신에게 진실해
질 수 있었고 맹목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교직 준비를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A가 영어교사 되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저널 14).
<A의 저널 14>
논문작업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든다. 이 속에서 많은 변화와 과정을 거치며 내가 점점 건강하
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영어에 대해, 영어교사에 대해, 영어교육에 대해, 내 주위의 동료수험자들에
대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들이 연구 단계별로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배우고 느끼고 있다.
며칠을 인터뷰 전사를 하고도 또 부족하지만 참 배우는 것이 많고 느끼는 것이 많다. 그냥 보기에는
인터뷰전사가 단순 작업 같지만 내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좀 더 나와 우리의 목소리에 가
까이 다가가는 기분이랄까. (20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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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답하기와 교육적 성장
<A의 저널 15>
교수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끄럽죠.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괴롭죠. 저보다는 부모님이 실망 하시는 게 더 괴롭죠.
교수님: 부모님 핑계 아닌가요. 제대로 방향이 서있다면 떨어져도 그렇게 부끄럽고 괴롭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를 들킨 것 같다. 요즘, 시험의 원동력을 부모님을 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나의 마음을. (2004. 9. 15.)

지도교수가 ‘임용시험에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불합격 됐을 때
를 대비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는
긴장감의 격려인지 A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들었던 당혹스런
질문의 의미를 논문을 마치며 알게 되었다. A는 시험이라는 제도 속에서 급급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묻히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며 교육적으로 성장하라는 질문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했다. 그리고 A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결심했다.
성찰적 글쓰기를 배운 A는 앎의 지경을 넓히고 보다 건강하게 자신의 소망을 계획할 수
있는 예비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A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사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종일 근
무의 부담감 때문에 학원 강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성찰적 글쓰기는 자신의 업
무를 이해하고 전문가 경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A는 학원
에서 학생들을 즐겁게 가르쳤지만 학원장과의 인간관계, 고용 불안정 그리고 수익모형으로
운영되는 학원 시스템에서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모든 고민을 저널 글쓰기로 옮겨 두
었다(저널 16 참조).
<A의 저널 16>
내 위치에 대해 생각한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내 위치에 대해 생각한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수익모형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에서 마음
의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학원 강의에만 전념하기에는 두렵다. (2005. 4. 3.)

논문작업 때처럼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 기획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의 전문
성에 보다 구체적인 욕심을 갖게 되고 A는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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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강사 직업을 그만 두었다. 다시 지도교수의 질문을 떠올렸다.

교수: 시험에 떨어지면 뭘 할 건가요?

이것은 A에게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았다. 동시에 ‘어디로 갈 것인
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였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들었던 질문인데 그 때마다 A는 “다

…

시 한 번 준비해야죠 ” 하며 말끝을 흐렸다.
진지한 성찰과정도 없이 단지 현재의 지필시험 위주의 시험에 통과하여 영어교사집단으로
편입될 수 있다. 임용수험자들은 임용시험의 제도 안에서 움직인다. 지금의 제도는 예비교사
에게 반성적 성찰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시험 준비만 하면 된다. 그
리고 학위논문은 실험으로 설문으로 마칠 수 있다.
지금의 시대가 전문가 집단에 새롭게 요청하는 것은 직업윤리 의식이다. 이 윤리를 습득
하는 것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암기위주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도교수
의 질문은 이런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시험에 떨어지면 뭘 할 건가요?’ 그것은 단순
히 불합격 이후의 계획이나 위로가 아닌 선언이었다. 거대담론과 현행 시험제도 속에서 실패
한 수험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공교육교사로 이분법적으로 지금의 예비교사를 재생산시키는
논리보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각자 붙들고 있는 직업/신분 정체성에서 영어교육의 주체로
성장하자는 의미였다. 그곳이 지방의 실업고등학교이든, 학교 선생님이 아닌 어떤 공동체의
혹은 가정의 구성원으로든 평생을 교육적으로 성장하겠노라 선언하는 전문가 의식,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기를 바라는 선언이 그 질문 안에 포함된 것
이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A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논문을 완성하며 A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성
장했고 변했다고 여겼지만 학교 밖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했다. 하지만 그의 교육
적 습관이 된 글쓰기와 성찰로 결국 제 발로 새 길을 찾았다. 교원 전문가가 되려는 A의 꿈
은 변하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고 A는 지도교수가 시험에 떨어지면 뭘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A: 다시 저를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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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예비영어교사의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성찰과 글쓰기의 교육적 성장과 그 가치
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참여자의 대학원 교육경험을 성찰 일지로 수집하고 그 자료를
세 가지 사건(교생실습, 질적 연구 스터디 모임 참가, 석사논문 작업)의 범주로 나누었다.
우선 A는 교생실습을 통해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체험했고 한국의 영어교육상황에 맞는
교수법과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아갔다. 또한 학생들의 지적 기능
보다는 정서적 단면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로 영어 원어수업을 경험해보면서 실제로 영어교실에
서 요구되는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업능력과 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A는
특별히 교생실습경험을 일지로 옮겨 두면서 누구보다도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 스터디모임을 통해서 A가 배운 것은 교사가
직접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해결점을 찾고 현장을 개선시키는 실행연구
방법이었다. 실행연구를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성찰일지였으며 A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열정과 비판의식을 갖추게 되고 교사이면서도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교직 전문
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석사논문연구를 통해서 A는 저널쓰기의 교육적 유의미성
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한 자신의 교육적 성장을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성찰과 글쓰기는 한 예비교사를 교육적으로 당당하게 성장시켰다.
예비영어교사의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교육적 성장은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분명 특
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한 예비교사의 교육 문화적 경험은
이들이 현장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는 사회문화적 교육의식, 직업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Duff & Uchida, 1997)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예비교사 이전의 교육경험도 관련
이 있겠지만 교사 직업을 준비하는 시점의 교육경험은 계속되는 교원 정체성 형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성장의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예비교사들
이 자신의 교육경험을 성찰하면서 건강한 직업 윤리관 그리고 정체성을 갖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예비영어교사를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 내부에 성찰과 글쓰기 과정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저널쓰기는 한 개인의 자발적 실천과 습관으로 꾸준히 지속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쓰기와 성찰의 교육이 예비영어교사를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 전
체에서 다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자료들이 교사임용과 배치 등의 목적에서 포트폴리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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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기 과제, 혹은 교생실습이나 논문작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면 예비교사들은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전문직과 직업윤리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예비교사교육
에서 성찰은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Tanner, Longayroux, Beijaard &
Verloop, 2000).
물론 성찰적 저널을 통해 예비교사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
하다. 하지만 많은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주관 없이 전문가의 교수기법을 모방하고 그의 이론
과 조언을 따라한다(Kontra, 1997)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교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
한 성찰이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는 성찰을 통
해서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지식과 교수법
에 대한 기법들을 정신없이 배우고 익히기 이전에 자신의 앎과 삶을 질문해보고 또 새로운
직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다(Kontra, 1997). 영어에 대한 수
많은 지식과 이론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은 나의 것으
로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모방이 아닌 자신만의 교육에 관한 성찰은 교사
의 전문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반드시 교사의 글쓰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을 몇 가지 사건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견지하는 입장에 따라 그
타당함이 달라질 것이다. 실증적 잣대라면 본 연구는 미비한 한 개인의 성장기로 그칠 것이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시간이 갈수록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어는, 우리의 영어교육은 너무나 이질적인 의식으로 축적
된다. 언제나 삶의 다양한 변수와 변화 속에서 시간은 지속되고 경험은 계속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이 성찰하는 것은 수치나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경험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비록 한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
논제를 진행시키고자 노력했다. 확실한 것은 성찰과 글쓰기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육적으
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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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Service English Teacher's Educational Development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Shin, Dong Il(ChungAng University)
Kim, Na Hee(Kyonggi Institute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pre-service English teacher's educational development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To do this, the applicant's journal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by three events(teaching practice at school, studying at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minar
and conducting master thesis).
The participant experienced theory and practice through a pre-service teacher internship and
learned how to develop a localized model of EFL teaching in Korea.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minar, the participant learned that action research makes it possible for teachers to
observe their teaching, identify problems and reflect on their solutions. While conducting her master
thesis, the participant has discovered the meaningfulness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and educational
development.
These results show that we need to discuss the educational development through journal writing
as an important learning process at pre-service English teacher programs. Reflections on teaching lead
to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and it is by journal writing to be able to explore the
educational experience.

Key Words: pre-service English teacher, reflective journal writing, educ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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