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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가?
2000년 OECD의 PISA평가 결과 발표에서 핀란드가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핀란드

교육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OECD, 2001; 2010). 특
히 3년 주기로 시행되는 PISA평가에서 핀란드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최상위권
을 유지하면서 핀란드 교육은 단순한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Sahlberg, 2011: 5-10; 요우니 발리야르니, 2009; 후쿠다 세이지,
2007). 즉 핀란드 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시기에 반짝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의 PISA평가는 읽기,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이 중심
이 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이 평가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핀란드가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핀란드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은 단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종합적
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010년도에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세계 38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

소년 사회성 지수 평가에서 핀란드 학생들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0). 이러한 결과들은 핀란

드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성
수준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핀란드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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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제도 경쟁력도 높아(OECD, 2001; 2007; 2010) 초⋅중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분야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핀란드는 또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도, 청렴도 등에서도 세
계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ahlberg, 2011).
이와 같이 핀란드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의식과 수준을 보여주
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어느 분야든 한 나라의 성공과 성과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작용과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핀란드
의 교육 및 사회의 전반적인 성공 역시 핀란드 국가의 총체적인 배경이 그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핀란드 성공의 핵심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꼽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Hargreaves & Shriley,
2009: 120-125;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8-10; OECD, 2010). 즉 핀란드

는 우수한 교육 체제 및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Darling-Hammond, 2009; Sahlberg, 2011: 123-130).

그렇다면 핀란드는 왜, 어떻게 우수한 교육을 이룬 것일까? 핀란드의 우수한 교육의
배경 역시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 국⋅내외적으로 우
수한 교사의 질을 첫 번째 요소로 보는 데에 별 이의가 없다(Darling-Hammond, 2009:
16-20; OECD, 2007; 2010). 핀란드에서는 우수한 자원들이 교사의 길을 택할 뿐만 아니

라 이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사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교사를 길러내고 있고, 이들
이 학교 현장에 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는 등 전반적으로 교
사를 둘러싼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Auli et al., 2010: 331). 우수한 인력이 교직으
로 유입되고 질 높은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우수한 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교사 요인 중에서 교사교육1)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
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ouston, 1990). 핀란드 역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1) 대체로 교사교육은 교사양성교육, 교사입직교육, 교사현직교육 등 셋으로 구분된다(이윤식 외, 2007). 따
라서 교사교육에 대해 다룰 때에는 이 세 유형의 교사교육을 모두 다루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들 중 교사양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어느 나라
든 교사교육 과정에서 세 가지 중에서 교사양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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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사교육 과정을 학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으로 상향시켰으며(Simola, 2005:
457-460),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Jakku-Sihvonen & Niemi, 2006). 수준 높은 교사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핀란드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Sahlberg, 2011: 88-93). 그런데 이러한 교
사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자 바탕이 바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발, 개선 과정뿐만 아니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도 연구가 핵심적인 토대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의 우수한 교육의 배경에는 우수

한 교사들이 있고, 우수한 교사의 배경에는 질 높은 교사교육이 있으며, 질 높은 교사
교육의 바탕에는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교육 및 교
육 성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탐구해 봐야 할 한 분야가 바로 핀란드에서의
교사교육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의 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탐
색하고자 한다.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
추는지는 결국 연구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
향 탐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들은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관
심은 연구 동향 분석에 있어 가장 기초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우선적
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은 아직 국내에 소개된 바가 없는데, 이
러한 시도를 통해 다른 나라 교사교육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미 중심의 교사교육 연구에 대한 이해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확대하여 교사교육 및 교사교육 연구에 대한 우리의 교육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편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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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핀란드 교사교육은 어떠한가?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데 본 연구에는 연구
대상의 특성이 작용한다. 즉 핀란드 교사교육은 미국이나 영국 등 그동안 우리가 자
주 접했던 나라의 교사교육과 달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해서는 그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이해를 먼
저 하고자 한다.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선행논의들(Darling-Hammond, 2009; Jakku-Sihvonen & Niemi, 2006;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Sahlberg, 2007; 김병찬, 2012)에서 밝히고 있는 핀란드 교

사교육의 특성을 논의함으로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들이 밝히고 있는 핀란드 교사교육의 특징을 우리나라 교사양성 제도와 비교와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교사교육에서는 철저히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분석 대
상인 두 대학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적은 ‘교
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이다(Darling-Hammond, 2009). 그런데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의
가치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을 실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
치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Lassonde, Michael, & Rivera-Wilson, 2008).
핀란드 역시 이러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화된 가치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의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Sahlberg, 2007). 즉 핀란
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특한
과업의 수행자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맥락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
장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는 역량은 교사에게 핵심 역량
이 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전문성 있는 교사라고 보는 것이다. 핀란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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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의 전문
성 함양을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Simola, 2005).
둘째,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조는 분업적 협력 체제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사범대학의 교사교육학과, 일반 단과대학 학과, 교사훈련학교 등
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과정에서는 사범대학의 해당 학과 중
심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어과 교사양성의 경우, 사
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거의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직과목만 교육학과에서 맡고
있음에 비해,2) 핀란드의 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사범대학의 교사교육학과, 인문대
학의 국문과, 교사훈련학교가 서로 협력,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핀란드의 경우,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한 학과에서 모두 담당하지 않고 나누어 담당
함으로 인해 관리, 운영 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
다는 측면도 있지만, 각 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사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한국
의 경우,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과내용학을 사범대학의 학과에서 맡고 있
는데, 사범대학이 가지는 특수성과 한계로 인해 사범대학 학과에서 교과내용학 교수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내용학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과내용학 커리큘럼과 인문대학 국문과의 커리큘럼의 차
이만큼 교과내용학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육학 영역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사범대학의 해당 학과에 대체로
1-2명 정도의 교과교육학전공 교수들이 배치되어 가르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교

사교육학과에 수십명의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과교육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실
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범대학과 연계 및 전문성이 부족한
부속학교나 병설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에 무
작위로 배치하여 교육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교육실습을 전문적으
로 운영할 교사훈련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모든 교사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하여

2)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도 사범대학과 다른 구조 속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사범대학 체제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양성 과
정도 사범대학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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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교사양성 과정의 각 하위 영역 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기
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교사를 길러 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각 하위 영역별로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체적으로 교사교육의 질을 높이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각 기관 간의 원만한 관계 및 협력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각 하위 영역을 맡은 기관들 간의 분업과
협력 체제는 핀란드만의 독특한 체제는 아니며, 유럽의 대다수 국가 및 미국 등 많은
나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이기도 하다(Europran Commission, 2009; Houston,
1990).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학과 내에서 거의 모든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각 과목별로 교사교
육학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과목별로 담당 학과가 나뉘어
져 있지 않고 교사교육학과 하나에서 모든 교과의 교사양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
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이는 교사양성에
있어 교과별 특수성보다는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더 중시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양성교육 특히 교직학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별 차이를 크게 보지 않고 교사교
육의 공통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교사교육에 있어 각 하위 영역,
즉 교과내용학, 교직학(교과교육학), 교육실습 등은 각 전문담당기관에서 분리하여 맡
도록 하고 있지만, 과목별 교직학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러한 체제는 하나의 전공 교과교육만이 아니라 타 전공 교과교육 이수도 수월하게 하
여 핀란드 교사들이 모두 2개 이상의 교과교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사범대학의 각 교과교육과에서는 교과내용학, 교과교
육학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교수의 구성비율로 분류해보면 교과내용학 교수들
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담당교수는 그동안의 많은 충원 노력에도 불구
하고 그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병찬, 2001; 정영수, 2007). 교직학은 교육학
과에서 교육실습은 일선 학교에서 맡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범대학의 각 교과교육과
는 사범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내용학 교수들이다. 이러한 구성으
로 인해 우리나라 사범대학의 각 학과는 형식적으로는 교사교육기관이지만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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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교과내용학이 주도하는 기관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교육 개혁이 부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구조적으로
교사교육을 주도한 주체가 모호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교과내용학은 해
당 일반학과에서 교육실습은 교사훈련학교에서 맡고 있지만 교사교육은 교직학을 맡
고 있는 교사교육학과에서 주도한다. 즉 타 기관들은 협력기관이며 어디까지나 교사
교육의 주도권을 교사교육학과가 가지고 있다. 이 교사교육학과가 주도하여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왔던 것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셋째,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 중의 하
나가 예비교사들이 교과내용학을 충분하게 배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
드의 중등교사교육 과정에서 교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교과 내용학 분
야 일반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 내용학 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은 해
당 학문 분야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 교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전공 학과에서 정상적인 커리큘럼
에 따라 석사학위를 따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내용학 분야를 보다 깊이 있게 배
우게 된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중등교사는 교과 전문가이다. 교과 전문가의 핵심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해당 교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교사 양성 과정에
서 예비교사들이 담당 교과 분야의 내용학을 충분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범대학의 각 학과에서 교과내용학을 대체로 사범대
학의 학과 내에 있는 내용학전공 교수들이 맡고 있는데,3) 학과의 영세성으로 인해 내
용학전공 교수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교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
처럼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은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해당 교과 내용학을 충분히 배우
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사학위 과정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 해당 학과에
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내용학을 배우고 있는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
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넷째, 핀란드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철저한 교직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직학(pedagogical studies)은 교사를 준비시키는 과목(과정)으로 교사교육의 고
유 영역이며 핵심 영역이다(Holmes Group, 1986). 교직학에는 대체로 교과교육학4), 교
3) 물론 사범대학의 각 학과에서 예비교사들이 내용학 과목들을 배우기 위하여 관련 일반학과에 가서 과
목을 이수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타과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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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목,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이 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우리나라 교직
학 과정은 교직이론과목 위주(약 70%)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72-73). 그런데 이
교직과목들은 대부분 교육학의 하위영역을 과목화한 것으로 성격상 교육학에 더 가깝
다(김병찬, 2001). 즉 우리나라는 교육학 위주의 교직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교과교육학 위주로 교직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핀란드 교직학 과정 중에 교육학

성격을 띤 과목도 있지만 비중이 많지 않으며 순수 교육학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기
초로서의 교육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교육학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핀란드 에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즉 교직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교직학 운영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교사양성 과정에 교직학 과목이 처음 설치될 때부터(1967년) 교육학의 하
위 학문영역 중심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과목의 추가나 삭제, 과목
명칭의 변경 등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과목의 성격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강환국, 1995). 즉 우리나라에서는 교직학 과정이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들
로 구축이 됨으로 인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진정한 교직학에 대한 관심
은 소홀했고, 그 결과 교직학 분야의 과목 개발 및 학문적인 탐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을 대학에서 담당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교직
학 과목을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
련된 과목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직학 과정에서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과교육학 과
목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교과교육학과 관련된 논의와 탐구 부족으로 정체
성이나 기반이 아직은 약한 편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교육학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
교수요원의 부족 및 내용의 부실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신현석, 2009; 정영수,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직학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학의 정체성도 아직 명확하게

4) 교과교육학은 해당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대체로 교과내용학이 아닌 교직학
으로 분류하고 있으나(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교과교육학을
교직학이 아닌 전공과목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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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핀
란드에서는 교육학 하위 영역 중심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교직 및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로 교직학 과목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교육은 결국 교사로서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의 문제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사
준비 및 질 관리와 관련하여 입구(入口)전략을 쓰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즉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직에 들어 온 뒤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

육 및 통제를 하려는 전략보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이 핀란드에서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제도나 평가제도가 미비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질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Sahlberg, 2011).
다섯째,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이 연구기반 교사교육이라는
점이다.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철학과 이념은 성찰중심 교사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Schwartz, 1996).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 중의 하나
가 연구 역량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전문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 교직 즉 가르치는 일 자체가 연구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잘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연구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다(Byman, R. et al., 2009).
교사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과정뿐만 아니라 맥락에 대해 정확하게 이
해가 필요한데, 가르치는 과정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연구의 과정인 것이다
(Jakku-Sihvonen & Niemi, 2006).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확

한 이해와 판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들의 자의적, 혹은 즉흥적 판단에 기반한 교
육활동을 줄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기반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
선 교사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각 과목의 내용이 주로 연구 및 연구결과들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3). 즉 핀란드 교
사교육 과정의 예비교사들은 해당 분야 및 과목 영역에서의 교수-학습, 학교, 학생 등
교육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와 이론들을 교육내용으로 배우고 있는데, 각 전공별,
과목별, 영역별 최신 연구 결과의 습득은 이들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중요
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Kansanen, Tirri, Meri, Krokfors, Husu, & Jyrhama, 2000). 즉 이
들이 교사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주요 내용이 연구 및 연구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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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기반 기제의 핵심 과정은 연구논문 작성이다.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비교사들은 모두 세 번의 논문을 작성한다. 우선 예
비교사들은 교과내용학을 일반학과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일반학과에서 내용학을 이
수하는 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내용학 분야의
학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을 모두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은 교사교육학과에서 교직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실행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실행연구 논문은 교육관련 논문이어야 하며 교육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실습 과정과 연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논문이 작성된다. 실행연
구 논문은 교사교육학과의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루어지며 포트폴리오 작업과 연
계된다. 그리고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 강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예비교사들
이 연구방법론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비교사들은 연구 역량을 길러나가게 되는데, 연구 역량
의 핵심적인 속성 중의 하나가 반성적 성찰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즉 연
구의 과정은 현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에게는 자신과 학생, 학급, 학교, 수업 등 거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
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Schwartz, 1996). 바로 이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통해 이
러한 반성적 성찰 역량을 교사들에게 길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양성과정에서 졸업 요건으로 논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교육대
학원 교사양성 과정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쓰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분한 연구 역량
을 길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
면이 없지 않으며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서정화, 2008: 정영수, 2009). 반
면 연구기반 교사교육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프로그램 속에 그 가치를 구현
하고 있는 핀란드 교사교육은 분명히 우리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 논의들을 통해 살펴본 핀란드 교사교육의 특징은 이론과 실제의
조화, 구조의 분업적 협력 체제, 교과내용학에 대한 충분한 학습, 교직학 교육의 강화,
연구기반 교사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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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1. 분석 대상 및 방법
가. 분석 대상
핀란드는 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사교육 연구자 집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국의 ‘교원교육학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 교육학 연구자 집단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핀란드 교육학회’가 있고, 이 핀
란드 교육학회 차원에서 각 분야의 연구를 망라하고 있으며,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
들 역시 핀란드 교육학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교사교육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교원교육연구’와 같은 핀란드 내의 교원교육 분야 별도의 학
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핀란드 교
육학회의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의 연합술지인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나 혹은 유럽의 교사교육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등에 발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들 학술지에서 발표된 핀란드 교사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구체적인 분석 대상 논문은 <부록1>, <부록2> 참조). 아울러 핀
란드 국내에서 발표된 교사교육 관련 논문이나 연구물들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부록
3> 참조). 이와 같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연구 동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의 한 영역이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어느 분야든 연구 동향은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광범위한 작업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특정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 요지는 핀
란드의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일 역시 매우 광범위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 목적이나 연구 역량에 따라 그 범위를 좁히지 않을 수 없다. 본 연
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 중에서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연구 동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핀란드 교사교육 및 연구에 있어 1990년대는 중요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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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였으며, 그 이후 교사교육 및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Uusiautti &
Maatta, 2013). 즉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이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의 한 단면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주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이다(Berelson,
1952; 김경식·안우환, 2003)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교육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에

종종 사용되고 있다. 김경식·안우환(2003)은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1990-2002년까지
12년간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246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법을 통해 모두 130개의 하위유목과 18개의 주유목(major categories)을 도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사회학 분야 논문들의 주요 주제는 1) 교육과 평등, 2) 학교
사회와 학업성취, 3) 교육정책과 제도, 4) 공교육 문제 및 교육개혁, 5) 교육학, 교육사
회학의 성격, 발달, 이론, 6) 교육열, 학력사회, 7) 청소년 문제와 문화, 8) 페미니스트,
9) 교사교육, 교직사회, 10) 진로교육, 11) 정보화사회, 미래사회, 12) 평생교육, 13) 가

족구조 및 관계, 14) 교육과정사회학, 15) 민주시민교육, 16) 문화, 환경 교육, 17) 통일
교육, 18) 기타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주제 확인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논문을 읽고 제목, 주제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논문의 핵
심 주제어를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핵심
주제를 담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그 논
문의 핵심 주제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제 도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논문의 핵심 주제를 도출한다. 앞의
첫째 단계에서는 각 논문의 주제를 확인하는데, 이 경우 논문의 주제가 하나가 아니
고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여러 개의 주제 중에서 각 논문의 연구목
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이
다. 각 논문의 제목, 초록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각 논문을 대표
하는 대표 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단계는 영역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도출된 각 논문의 핵
심 주제들을 모아 놓고 반복하여 읽으면서 대주제 영역, 중주제 영역으로 분리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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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중주제 영역과 대주제 영역은 논문을 대표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유목화 단계이다. 유목화는 유사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우
선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목화를 실시하였다. 즉 각 논문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들
을 반복하여 읽어 나가면서 유사한 주제들끼리 묶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는 핵심 주
제의 내용 유사성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포괄성을 기반으로 한 유목화를 실시하
였다. 각 논문의 핵심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그룹핑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주
제들 간의 포괄 관계를 기반으로 하위주제와 상위주제로 구분하였다. 상위주제로 분
류한 주제라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보다 상위 주제가 발견되면 하위주
제화 하는 방식으로 전체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역동적으로 유목화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체계화 및 타당화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의 영
역 분석 결과를 반복하여 읽어 나가면서 주제 영역 층위의 적절성을 검토, 분석하였
다. 즉 1차 영역 분석 결과, 중주제로 분석된 주제가 대주제로 적합한 경우에는 좀 더
적합한 곳으로 주제를 옮겼으며, 중주제로 분석된 주제 중에서 대주제로서의 위치와
비중을 갖는 주제는 역시 적합한 곳으로 옮겼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각 대주제, 중주
제가 위치나 비중이 타당하게 분류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면서 체계화시키고 타당성
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
구 동향의 주체 측면에서 3개의 대주제와 11개의 중주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의 특징을 분
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인데,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일반적 교사교육 연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
다. 즉 각 교과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교사교육에서 각 교
과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교사로 준비된다는 것은 교과교사
로 길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교육 및 교사교육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서는 각 교과 차원의 교사교육과 그 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우선적으로 핀란드의 일반적인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
문에 교과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둘째, 언어 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 자료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진 자료들이다. 핀란드어로 작성되었으면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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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지 않은 자료나 연구물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핀란드의 교사교육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을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또한 적지 않은 연구 결과들을 자국어인 핀란드어로 발표를 한다. 핀란드 교육학
회의 학술지인 ‘핀란드교육학연구’는 대표적인 핀란드어 학술지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어로 발표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결과들은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주로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는 점이다.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은 학술지 논문의 형식으
로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학위논문, 국가보고서, 저서, 기타 자료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형식으로
발표되는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논문
을 중심으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
로 한 종합적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분석 결과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제중심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분석 결과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은 대주제 측면에서 1) 핀란드 교사교육
‘기반이나 배경’에 관한 연구, 2)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3) 핀란드 교사

교육의 ‘성과, 평가, 방향’ 연구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가. 핀란드 교사교육 ‘기반이나 배경’에 관한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핀란드 교사교육 ‘기반이나 배경’에 관한 연구가 주요
큰 주제 영역 중의 하나였는데, 구체적인 하위 영역으로 1) 핀란드 교사교육 배경 연
구, 2) 핀란드의 연구기반 교사교육 연구, 3) Bologna 프로세스 도입 과정 연구 등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대표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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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교사교육 배경 연구

이 분야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Simola(2005)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핀란드의 PISA
성과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를 핀란드 교사교육으로 보고 핀란드 교사교육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우선 핀란드 교사교육의
역사적 배경으로 핀란드 교사들의 ‘전문직 투쟁(striving for professionalism)'을 핵심 요
인으로 꼽는다. 즉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이 먼저 교사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1890년대에 초등교사들이 앞장서서 대학수준의 교사교육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노

력은 중등교사교육으로도 이어져 1930년대에 위바스킬라대학에 사범대학이 설치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ahlberg, 2011: 70-73). 결과적으로 핀란드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1979년에 교사교육의 수준을 석사학위 단계로 상향시키는 제도를 구축
하였다. 핀란드의 교원노조 역시 교사교육의 학문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
강령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p. 460).
Simola(2005)의 연구에서는 또한 핀란드 교사교육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하

였는데, 특히 교사 및 교사교육을 바라보는 핀란드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핀란드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경계국가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경계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함께 가야한다는 정서, 즉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수용적이며, 협동적인 정서가 이들의 의식의 기저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교육은 중요한 과정이며, 따라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사회적인 기대와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핀란드에
서는 교사는 변호사,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식에 의해 교사 및 교사교육 담당자들은 교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2) 핀란드의 연구기반 교사교육 연구
1990년대 이후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일관된 대표적인 연구 주제 중의 하나가 ‘연구

기반 교사교육’이다. 우선 Westbury 등(2005)은 핀란드에서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전개
과정 및 그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연구
기반의 토대 위에서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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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반 교사교육은 교사교육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흐름이 아니라 핀란드 내에서 ‘학
교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자치의 강화로 인한 학교 및 교원들의 자율성 증대’ 등
의 교육개혁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교육개혁의 방
향으로 보았을 때,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교사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 귀결된 것이 바로 연구기반 교사교육이었다. 이들의 연
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기반 교사교육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현장 교사들의 과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기반 교사교육이 학교 현장의 좀 더 실질적인 문
제들까지 고려하면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교사들이 직면하는 일상도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변화
하는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현장의 필요” 중심의 연구기반 교사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 제언하였다.
Jyrhama 등(2008)도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연구기반 교사교육 경

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기반 교사교육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연
구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이 연구기반 교사교
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교사교육
의 중심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기반 교사교육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이론과 실제를 결합시키는 경험, 즉 대학 교사교육 과정에서 배운 이론
및 원리를 학급 수행 과정에서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기반 교사교육은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핵심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연구의 주요 대상이자 분야이기도 하였다. 특히 각 대학에서는 연구기반 교사교
육에 대한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는데, Helsinki대학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헬싱키대
학에서는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년 113
명, 2006년 165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헬싱키대학 전체 교사교육담당자(teacher educator) 중 63%에 해당하는 33명의 교사교
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Jyrhama et al., 2008; Byman et al., 2009;
Krokfors et al., 2009). 2005년도 연구(Jyrhama et al., 2008)는 연구기반 교사교육 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113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주로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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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특히 연구세미나 과목과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기반 특
성이 더 드러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교과내용학 과목과 관련해서는 연
구기반 요소가 약하다고 응답하였다.
2006년도 연구(Byman et al., 2009)는 연구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전통적 교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
다. 설문조사 내용은 2005년도에 연구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반 교사교육 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과 전통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사이
에 ‘성찰(reflection)’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헬
싱키대학 교사교육학과 교사교육담당자 33명으로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Krokfors et al., 2009). 교사교육담당자들은 대체로 연구기반 교사교육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예비교사들의 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
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교사교육담당자들은 초
등교사 양성과정과 달리 중등교사 양성과정은 교과내용학 및 교육학 과목에서는 연구
기반 교사교육의 특성이 비교적 잘 나타나지만, 교직학 과목에서는 연구기반의 특성
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핀란드 헬싱키대학 교사교육학
과에서 수행한 연구기반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1) 교사교육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
루어져야 하며, 2) 석사학위가 교사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때문
에 석사학위는 꼭 필요하고, 3) 교육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성찰적, 탐구기반 역량을
갖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Bologna 프로세스 도입 과정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제도에 있어 큰 변화 중의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EU
국가들의 고등교육 공동학위체제인 Bologna 프로세스가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도 도
입된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Bologna 프로세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교사교육 분야 역시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Jakku-Sihvonen과 Niemi(2006)은 EU의 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인 Bologna 프로세스가
2005년부터 핀란드 대학의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핀란드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Bologna 프로세스의 방향에 따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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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의 2원체제(3년의 학사과정+2년의 석사과정의 통합)을 구축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각 주체들, 즉 핀란드 교육부, 대학(universities), 단과대학
(faculties), 교사교육학과, 그리고 대학 평가기관 등이 협력하여 이 체제를 구축하였는

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Bologna 프로
세스의 도입은 단순히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사교육 교육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구축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Jakku-Sihvonen
& Niemi, 2006: 28).

나.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주제 측면에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의 또 하나의 영역이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영역의 구체적인 하위 주제들은 1) 교사교육 교육과정 연

구, 2) 교사교육 교육 내용 연구, 3) 교사교육 교육방법 연구, 4) 교육실습 연구, 5) 교
사교육 담당자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교육 교육과정 연구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교육과정 연구도 교사교육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Simola(1998)는 1980-1990년대의 핀란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수법
(Didactics) 및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핀란드에서 국가 차원의 교사교육 담론이든, 각 대학의

학과 차원의 교사교육 교육과정 구성이든 가르치는 지식(knowledge of teaching)과 관
련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상당히 비맥락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음을 밝혀냈
다. 즉 보다 직접적으로 핀란드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고 핀란드 학생은 어떻게 배워
야 하는지에 대해 핀란드 학교 현장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와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교사교육 과정에서 전통적인 잠재적 교
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을 경고하였는데, 그 이유
는 전통적 잠재적 교육과정 자체가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교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구현하고 경험하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imola는 이 연구에서 1980-1990년대 초반 사이의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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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 교육과정은 순수 학문중심적이며,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비맥락적이었다
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2) 교사교육 교육 내용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무엇이 교사교육의 내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Vauras(2006)는 특히 교사교육 과정에서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핀란드

미래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장애는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상하면서 이들을 다룰 교사들의 역량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이는 또한
교사교육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교육 과정의 현재의
지식이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반
영한 새로운 교수법 및 지식이 교사교육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장
애 아이들을 다룰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교사교육 교육과정에
새로운 필요를 채울 과정을 결합한 발전된 교사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Larzen-Ostermark(2009)는 핀란드에서 교사교육에 있어 문화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문화적 측면에 얼마
나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에서의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문화적
역량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
육 과정에서 문화의 전통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현대 문화적인
측면은 간과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전략은 개발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가르치는 전략은 개발되고 있
지 않음도 밝혀졌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처음으로 접한 타문화의 영
향을 많이 받고 있음도 드러났다.
3) 교사교육 교육방법 연구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Ristimaki 등(2006)은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ICT의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 및 전략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그는 핀란드의 일반대학 및 온라인대학들이 대학
강좌에 ICT를 적극적으로 적용, 활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각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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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CT를 활용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대학 강좌에서 협동학습을 촉진하고 대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핀란드 교사교
육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ICT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ICT의 활용이 예비교사들
의 교직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의 ICT활용은 국가가 주도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사양성 대학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
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4) 교육실습 연구

교육실습은 교사교육에서 핵심 영역일 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Jyrhama(2006)은 핀란드 5년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실습 과정에 관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핀란드에서 교육실습 과정에 대한 강조 및 연구의 증대
는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간의 의미 있는 연계를 중
시하는 기반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 경험 지식이 함께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지식을
함께 익히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교육실습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예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밝혀졌는데, 특히 교육실습 학
교의 지도교사(supervisor)가 예비교사들의 성공적 교육실습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음이 드러났다.
5) 교사교육 담당자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 분야 연구에서 교사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구도 한 영역이
되고 있다. 우선, Tryggvason(2012)는 핀란드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교육담당교수들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핀란드 4개 대학에서 교과교육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15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focus-group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핀란드 대학 교사교육 프로그램

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교육담당교수들은 대부분 교과교사 출신이고 교과교육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이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교과교육담당교수
들이 거대한 대학의 교수집단 속에서 소규모라는 위축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
교육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위한 실제적인 측면을 준비시킨다는 책임의식은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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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kka와 Etelapelto(2013)은 핀란드의 대학기반 학문(연구)중심 교사교육 프로
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사교육 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 대학기반 교사교육 과정에서 교사교육 담당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 교사들에게 필요한 현장 전문성에 대
해 지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 2) 교사교육학과 내에서 각 개별 교과
간의 갈등과 경쟁, 3) 내부 구성원들의 개인의 발달 및 목표와 조직 차원의 발달 및
목표 사이의 불일치 등이 주요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의 연구
기반 교사교육의 지속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
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고, 그에 맞도록 조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방향’ 연구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의 주제 측면에서 세 번째 대 영역은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 방향’ 연구이다. 이 분야의 구체적인 하위 주제로는 1) 교사교육 성
과 연구, 2) 교사교육 평가 연구, 3) 교사교육의 방향 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하위주제 영역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연구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교육 성과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교사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우선, Maaranen(2010)은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석사학위 논문 쓰기 경험의 성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교사교육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여 교사가 된
초등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연구를 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을 써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
히 자기 자신의 과업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자신의 과업에
대한 탐구는 예비교사 석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중심 주제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석사학위 논문을 경험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석사논문 작성 경험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학
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연구 경험을
함으로 인해 자신의 과업 및 티칭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역량이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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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Tryggvason(2009)은 핀란드 교사교육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기반 교사교

육이 핀란드 교사교육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밝혀냈다. 연구기반 교사교
육을 도입하기 이전의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 문제
였으며, 이전 교사교육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이나 신념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18명
의 교사교육담당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도입한 이후에 그들에게
달라진 점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교사교육담당자들이 자기 자신의 수업 및 티칭 과정
에 교육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교육이론을 전
달하기는 하지만 실제 자신의 수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핀란드 교사교육담당자들
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또한 핀란드 교사교육담당자들이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도입한 이후에 교사교육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
데, 그것은 바로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교사양성을 그들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2) 교사교육 평가 연구

교사교육 평가 연구도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Niemi와 Kohonen(1995)는 핀란드 교사교육의 질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는 핀란드 교육부에 의해 발주된 평가 사업에 대한 연구인데, 평가 사업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각 교사교육기관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단계, 둘
째 단계는 평가단이 방문하여 평가하는 단계, 셋째 단계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평가하
는 단계, 넷째 단계는 변화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 단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핀란드 교사교육 질 평가 과정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의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
제적 기준에 의한 질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자들은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질 평가 연구를 통해 핀란드 교사교육에서 새로운 필
요나 요구를 적절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교사교육에서 연구 요소의 강화, 대
학 특성을 활용한 교사교육,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개선,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사교육의 질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Kosunen과 Mikkola(2002)는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핀란드 교사교육의 목표와 실제가 어느 정도 연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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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연구기반 교사교육이 핀란드 교사교육의
중요한 지표와 방향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핀란드 교사교육이 연구기반 교사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 과업의 실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이들은 핀란드 교사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를
핀란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일상과 실천 지식(practical knowledge)을 어떻게 교
사교육 과정에 반영하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3) 교사교육의 방향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교사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교사교육의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
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교육 과정에서 학습공동체 구축
Malinen 등(2012)은 핀란드 교사교육의 성공 요인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핀란드 교사교육이 다른 나라 교사교육과 차이나 나는 핵심
적인 특징 중의 하나를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지적 역량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교직동기 및 정의적인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석사학위 과정에서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
영은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성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촉진할 수 있는 지
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
Ahonen(2006)은 핀란드 교사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별히 시민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핀란드 학교
는 국가 및 사회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즉 핀란드 학교에서 시민의식,
참여, 협동 등 국가, 사회를 위한 공동체성 및 공공성 교육을 잘 담당해 왔었다는 것
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이러한 경향이 쇠퇴하여 이제 핀란드도 젊은이들의 국가,
사회적인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새롭게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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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의 국가, 사회적인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사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pp. 219-222). 교사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사회적 참여와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하며 민주주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다. 단순히 사회과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사교육 과정 전체를 통해 민주주의 역
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 성 역할 및 성 균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사교육
Lahelma(2006)는 핀란드 교사양성 과정에서 남녀 학생의 비율 및 위상에 대해 역사

적 고찰을 시도하고 교사양성 과정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
였다. 아울러 현재 핀란드 역시 교사양성 과정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핀란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핀란드 교사양성 과정의
교육과정 내용을 성 역할(gender perspective)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티칭의 실천 과
정에서 성 역할에 맞게 적절하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의 어려움, 교사교육 과정에서
성 역할 및 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 지식의 구성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그는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성 역할 및 균형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던(blind spots)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
설하였다(p. 211). 왜냐하면 교사들이 성 역할 및 균형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결국 학교에서 왜곡된 성 역할 문화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Sunnari(2003)는 핀란드 초등교사교육 과정에서 성 역할 특성 반영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서 성 역할 특성 반영에 관해 역사적인 분
석을 시도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 남성 교사에 비해
여성 교사가 타인에 대해 좀 더 배려적이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들이 주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영재아를 위한 교사교육
Lehtonen(2006)은 핀란드에서 영재아를 가르칠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우선 영재아 교육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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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 예비교사들에게 영재아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며, 아울러 영재아 교육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규 학교 및 학급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티칭을 개별화하여
영재아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
한 교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수준별 수업 편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 다양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
사 역량의 함양은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교실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의 역량 함양은 핀란드 교사교육에서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분석하였다.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10개 정도이고 1년에 배출되는 교사교육기관 졸업생도 약
2천명 정도에(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불과한 핀란드라는 나라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교육 및 그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150개가 넘고 중등교사 양성과정 졸업생만도 4만 명이 넘는(교육부, 2013a: 2)
한국의 교사교육과 교사교육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규모뿐만 아니라
기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핀란드의 교사교육과 그 연구 동향이 우리나라의 교사
교육 및 연구에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많지 않다고 본다. 다만 그들이 교
사교육과 교사교육 연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핀란드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기 때
문이다. 이들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구체적으
로 어떤 전략을 세워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양질의 교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사교육담당자
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
향이 한국의 교사교육연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는 대부분이 교사교육 연구자 자신이 속한 기관이
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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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Byman et al.(2009), Hokka와 Etelapelto(2013), Jyrhama
et al.(2008), Krokfors et al.(2009), Maaranen(2010) 등의 연구는 모두 자신들이 몸 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가 대체로 연구자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들 연구자들의 관점을 반
영한 것이기도 하다(Jakku-Sihvonen & Niemi, 2006; Rinne, Kivirauma, & Simola, 2002).
즉 교사교육 연구자들의 관점이 대체로 국가를 비롯한 거시적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기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
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들의 주
된 관심 사항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사교육 연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곽덕주 외, 2007; 김병찬, 2009; 조덕주 외,
2008 등). 하지만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소홀한 편이다. 부끄럽지만 연구자 역시 연구자가 몸담고 있
는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서 학술지에 투고한 적이 거의 없
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 교사교육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는 어느 대학이 어떤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잘 모르고 또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
면,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주 연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와 배경 요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사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측면일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그 목적이나 방
향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 전문적
판단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Sahlberg, 2011: 92). 반면에 한국에서는 교사교육의
목적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목, 학점 수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교육부, 2013b: 94). 이로 인해 핀란드 교사교육 기관 및 대학에서는 자신들의 프
로그램을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한국의 교사교육 기관이나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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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가에서 정해 준 규정과 지침대로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지침과 규
정을 제대로 적용, 운영했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부, 2013c).
한국에서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그 운영 담당자들에게 국가에서 정해준 규정을 제대
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주 관심이지 연구, 개발이 주 관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는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핀란드에서의 교사교육
연구는 대부분이 연구자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주 연구
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를 실행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Lehtonen, 2006; Maaranen, 2010). 우선 이들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에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Auli et
al., 2010;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1). 한국에서도

교사교육 정책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부 차원의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핀란드와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은 구체적으로 교사교육기관이나 대학에
적용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함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그 프로
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이와 같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연구를 수행함과 아울
러 교사교육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Byman et
al.(2009), Hokka와 Etelapelto(2013), Jyrhama et al.(2008), Maaranen(2010) 등의 연구가

그에 해당 한다. 교사교육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점
을 찾아내 그 운영 과정에 다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이들에게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수행과 연구가 각각 별도의 개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된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사교육 실행

교사교육 개선

→

↖
교사교육 연구

[그림 1] 핀란드 교사교육 실행과 연구 사이의 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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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단지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들
에게는 운영 과정의 일부가 연구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
를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를 한다.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결과물들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특정 대학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 대한 연구도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이 속
한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대한 연구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자신이 속한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각 대학 자체 학
술지에는 발표가 될 뿐 중앙의 메인 학술지에는 거의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에서는 교사교육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한 번 도입된 교사교육 제도나
프로그램은 각 기관 차원에서 그 운영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점검
과정 없이 다음 제도가 바뀔 때까지 ‘그냥’ 운영이 된다.
셋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류 연
구 주제가 정해진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는 ‘대학에서의 교사교육’이 주요 연구 주제
였으며, 1980년대에는 ‘대학원 차원의 교사교육’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기
반 교사교육’이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Uusiautti & Maatta,
2013: 4-9). 물론 이러한 주요 연구 주제 이외에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영역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교육의 기본적인 연구 대상
인, 교사교육 철학, 교사교육 방법,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사교육담당자, 교사교육 학
생 등 교사교육의 기본적인 연구 대상 및 주제에 대해서는 핀란드에서도 꾸준히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주제 및 영
역과 아울러 시대적으로 핵심 연구 주제들이 형성이 되고 그 주제에 집중하여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주요 연구 주제인 ‘연구기반 교사교육’은 좀 더 큰 흐름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양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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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 교육학회 차원에서도 ‘연구기반 교
사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핀란드의 교사교육 연구공동체(학문공동체)의 특징이자

역량에 기반한 것이다. 즉 교사교육 학문공동체에서 다양한 연구나 성찰을 통해 시대
적인 흐름, 자신들의 필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나 방향을 도출해 내고 그 방향으로 집
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들의 풍토라고 할 수 있다(Sahlberg, 2007; 2011; Simola,
2005).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주요 연구 주제나 방향은 단순히 연구공동체 차원의 논

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교사교육 현장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연구기
반 교사교육 ‘운동’은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자들의 주 연구 주제였을 뿐만 아니
라 각 교사교육 기관에서도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적인 기반이었다
(Jakku-Sihvonen & Niemi, 2006; Jyrhama et al., 2008).

한국에서는 교사교육 연구에서 주류 주제가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고, 과연 교사교
육 연구의 주류 주제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대학원 중심 교사교육’,
‘교육실습 강화 교사교육’, ‘구성주의 교사교육’ 등 간혹 많이 회자되는 주제들이 있기

는 하였으나 중심 주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동안 1990-2000년대에 ‘구성주의 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하였으나(김정화, 2003; 신기현, 2003; 이원희,
1998 등) 단순한 논의나 개인 연구 및 발표 차원에 그친 면이 없지 않고, 결정적으로

구성주의 기반 교사교육 실행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주류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
리고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공동체가 현재의 풍토와 기반 속에서 교사교육 연구의 흐
름을 읽어내고 주류 주제와 패러다임을 찾아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도 한편으로는
의문이다.
넷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의 특징과 관련하여 눈의 띄는 또 한 가지가 교사
교육 철학 분야이다. 핀란드에서 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 핀란드 교사
교육 철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들은 교사교육과
관련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논의(논쟁)을 하기보다는 외부의 논의에 귀
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이론이나 철학을 자신들의 것으로 토착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Jakku-Sihvonen & Niemi, 2006; Sahlberg, 2011). 현재 핀란드 교사
교육 연구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기반 교사교육’ 역시 이들의 자체적인 철
학이나

논의

기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Richardson(1997),

Schwartz(1996),

Zeichner(1983) 등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자들의 논의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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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핀란드에서 ‘대학원중심의 교사교육’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였는데, 대학원 중
심 교사교육 역시 자체적인 논의나 철학의 결과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 EU국가들
을 중심으로 한 통합대학 체제인 Bologna Process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들이 교사
교육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이론
적 배경이나 바탕은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의 논의가 상당히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자체적인 교사교육 철학이나 이념에 대한 논
의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이들의 교사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놓고 봤을 때 핀란드에서는 교사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상당히 개방적으로 문호
를 열어 놓고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교사교육 철학, 이념,
논의 등을 적절히 수용하여 토착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 분야도 핀란드와 비숫하다고 본다. 한국 교사교육
연구 분야 역시 자체적인 철학적, 이념적 기반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 이론
의존적인 성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04). 교사교육 관련 외국의 이
론이나 철학에 대한 의존 성향은 비슷하지만, 외국의 이론이나 철학을 토착화시키는
전략과 접근은 핀란드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결
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외국 이론을 들여와 ‘논의’는 하지만 이를 우리 교사교육 현장
에 제대로 적용시킬 각 기관 차원의 적용과 노력 그리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다섯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에서 현장 및 실제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분석 및 평가하는 메타연구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Hokka와 Etelapelto(2013),
Kosunen과 Mikkola(2002), Niemi와 Kohonen(1995), Tryggvason(2009) 등의 연구처럼 여

러 연구들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핀란드 교사교육의 가치나 의의, 장⋅단점 등을 분석
하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사교육 현상과 실제가 어떠한
지에 대한 탐구도 꾸준히 하면서, 전체 맥락 속에서 교사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교사교육의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교사교육을 통한 성과는 나타나는지, 핀
란드 교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미래 방향은 무엇인지 등과 같이 핀란드 교사교
육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사교육의 실제나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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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사교육 운영 및 실제를 메타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
해 평가, 분석하면서 한국의 교사교육의 실제 및 제도를 진단하면서 미래 방향을 제
시하는 연구가 드문 편이다. 따라서 핀란드 교사교육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은 자신들
의 교사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미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그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의 중심에 두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사교육을 실행하고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한국의 교사교육 문제를 보지 않는 것
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은 상
당히 약한 편이다. 이러한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교사교육 연구와 실
제 교사교육 수행이나 개선과의 연계는 상당히 느슨하다. 이는 결국 우리의 교사교육
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체로 1990
년대 이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학술지 논문에 한정하여 분석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
계가 있지만,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는 주제 측면에서 핀란드 교사교육의 ‘기반이나
배경’에 관한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핀란드 교사교육 ‘성과, 평
가,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주요 연구 영역임이 드러났다. 또한 핀란드 교사교육 연
구 동향의 특징은, 교사교육연구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교사교육 연구가 단지 연구에 그치지 않고 개
선 및 실행과 연계된다는 점, 학문공동체 내에서 시대적 주류 연구주제를 발굴해 낸
다는 점, 교사교육의 외래 이론을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토착화시킨다는 점, 현상 연
구뿐만 아니라 메타연구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우리에게 시사를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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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된 본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좀 더 종합적인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본다. 여러 시사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와 한국의
교사교육 연구의 핵심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는 ‘교사교육 연구의 방향과 주체성’ 문
제인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들은 비록 외래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 토착화시키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교사교육이 주 연구의 대상이
다. 즉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교사교육,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
램이 그들의 핵심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스스로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 또
실행으로 연결한다. 그 과정이 철저히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기 자신
의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한다. 즉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자들에
게서 ‘연구를 위한 연구’, ‘학술지 발표를 위한 연구’ 차원에서의 접근은 찾아보기 어
려우며, 자신들의 교사교육을 잘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지 발표
는 그 분산물이다. 자신들의 교사교육을 연구를 통해 주체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면
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접근과 자세가 질 높은 교사교육으로 이어지며, 이는
또한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는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 핀란드 교육의 성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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