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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에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PDS의 정신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교과교육과 수업실습의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대학과 학교의 협력
에서 가교육대학교 교수와 실습학교 교사의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연계 프
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두 기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간 견해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이는 직무
초점과 권력감에서 나타났다. 교수의 직무초점은 (1) 예비교사의 성찰과 탐구, (2)
연계와 실습 일정의 구분, (3) 교과교육 강좌와 실습의 구분, (4) 실습생 현장 지도의
부담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교사의 직무초점은 (1) 지도교사의 역할 변
화, (2) 초등 교육과정의 조정, (3) 지도교사의 부담 증감, (4) 실습생 관리의 어려움,
(5) 초등학생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의 권력감은 (1)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 (2) 교수와 교사의 협의회 개최에 대한 견해에 나타났으며, 약
자로서의 위치를 반영한 교사의 권력감은 (1) 실습 지도에서의 소극적 태도, (2) 대
학의 실습학교 지원 부족감에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양 기관 사이의 새로운 문화 및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기관 내 및 기관 간 학습공동체 형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기관 간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간문화적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상호 신뢰와 존중, 개별 및 공동의 이해관계 인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연계프로그램, 문화적 차이, 직무초점, 권력감

Ⅰ

. 서 론

최근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의 학업 증진과 예비 및 현직 교사의 전문성 신장
에 초점을 둔 PDS(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학교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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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추진되어왔다. PDS는 6가지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들은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학습공동체 형성, 모든 학생의 이해를 위한 학습에의
참여, 성인 참여자들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 실천에 대한 반성과 탐구, 새로운 기관의
창출이다(Homes Group, 1990). 이 목표들은 교육 개혁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와 함
께 PDS는 교육 개혁의 ‘과정’으로서 대학과 학교의 협력 관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Robinson & Darling-Hammond, 2005: 207).
이러한 대학과 학교의 협력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문성을 결합하여 개별적 활
동으로 얻기 어려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추진되었으나
(Homes Group, 1990),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PDS 이전에도 대학과 학
교의 협력이 시도되었으나 이들은 “갈등, 환멸, 와해로 점철되었다”(Maloy, 1985:
341). Metzner(1970: 328)는 대학-학교 사이의 협력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은
대학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육의 목적과 교육 문제들에 대하여 대립되는 관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PDS를 위한 협력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
사이의 관계를 Dixon과 Ishler(1992)는 물과 기름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대
학과 학교의 협력에 나타난 갈등, 긴장, 와해, 실패 등 현상들의 근본 원인들 중 핵심
적인 것은 두 기관의 문화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Book, 1996; Brookhart &
Loadman, 1989, 1992; Darling-Hammond, 2005; Lieberman, 1988; Sarason, 1982).
Sarason(1984: 19)은 협력 사례들에서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오해하고 충돌한다고 말
하였다.
문화는 “인간 집단들이 그들의 경험에 공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된 참조틀(shared frame of reference) 혹은 공동의 관점(common points of
view)을 나타낸다(Mitchell, Ortiz & Mitchell, 1983: 34). 이에 따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개별 구성원들은 동질성을 지니면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문화
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지닌 대학과 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기관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다른 문
화를 형성해왔다. 따라서 대학과 학교 사이의 협력에는 두 개의 문화 혹은 의미 체제
가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작용한다. 각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체제 안에
서 구성된 의미들과 참조틀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계를 넘고 여러 관
점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이중문화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Lieberman,
1988: 70). 이러한 다중 의미 체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교수와 교사는 자신들의 관점
이 진실이고 옳다고 느낀다.
PDS의 설립 목표는 과거 대학과 학교 사이의 협력이 보여주었던 일방향적 협력이
나 공생적(symbiotic) 협력을 넘어 유기적인(organic) 협력에 토대를 둔 새로운 문화
의 창출을 포함한다(Schlechty & Whitford, 1988). 이러한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참조틀과 의미 체제, 즉 문화적 차이와 이에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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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 관점, 신념, 가정들의 차이를 협력 이전 혹은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PDS에 요구되는 것들, 즉 대학과 학교가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설정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역할 기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있
는지,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할 뿐만 아니라(Wu,
1986), PDS를 위한 협력의 장애 요인들, 즉 상호 의사소통 과정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지, 같은 사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
점과 해석을 부정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구성원들은 협력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되
고(Clark, 1999: 168), 협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장 및 역할들뿐만 아니라 자
신들의 실재와 진실이 새로운 관계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교섭하면서 파트너십
을 발전시켜갈 수 있다(Dallmer, 2004: 42-43).
이 연구의 목적은 PDS의 정신에 토대를 두고 연구자가 개발한 연계프로그램(개혁
의 내용)을 위한 가교육대학교 교수와 실습학교 교사의 협력(개혁의 과정)에서의 문
화적 차이를 면담 겸 숙의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연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 목적을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교육대학교의 교과교육과 수업실습을 연계하는 프로
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둘째,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협력에서 가교육대학교 교
수와 실습학교 교사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셋째, 가교육대학교 교수와 실습학교
교사의 문화적 차이가 향후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과 학교의 협력 관계 발
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교과교육과 수업실습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교육 개혁의 내용
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기관이 협력을 시도할 때, 자칫 협력의 목표 달성에 치우치면
서, 교육 개혁의 과정에 소홀하여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한 별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누락하여 협력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를 사전에 알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협력 관계자들에게 일깨우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Ⅱ

경

. 이론적 배

1. 대학과 학교의

협

력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학과 학교의 협력 관계를 전통적(traditional) 대 상호협조
(exchange), 협동(cooperation) 대 협력(collaboration), 상생적 협력(symbiotic
collaboration) 대 유기적 협력(organic collaboration)과 같이 대비되는 모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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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Clift & Say, 1988; Hord, 1986; Whitford, Schlechty & Shelor,
1987).
가. 전통적 모형

전통적인 예비교사교육 모형에서 대학과 교육청은 실습생에게 학교 현장에서 지도
교사의 지도하에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거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
다. 대학은 학교에 실습생 지도에 대해 기대하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고, 학교는 실
습생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과 학교의 교수, 교장, 교
사, 직원이 현장 실습의 본질과 세부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Clift & Say, 1988). 즉 협정은 기관 수준에 존재하며, 개별 교수나 교사에게 확장되
지 않았다. 교사교육은 관료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났으며, 교사교육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있더라도 이는 교사교육의 체제에 초점을 두며 교육과정(curriculum)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Haberman, 1975). 따라서 예비교사교육 교육과정의 목적과 범위
는 협력적 토론의 분위기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그 협력적 관계는 예비교사들에게 유
의미하고 역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Clift & Say,
1988: 3).
나.

협

력 모형

대학과 학교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collaboration) 모형은 대표적으로
PDS가 따르는 것이다. 전통적 모형에 비하여 교사교육을 위한 대학교수와 학교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빈번하다. 이 모형에 따라 학교의 경력 교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대학에 파견되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력 교사
들이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교과교육 강좌를 위한 강사팀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기도
하고, 예비교사가 강좌에서 배운 개념을 현장의 교실에서 적용하는 것을 지도하기도
한다(Heikkinen, McDevitt & Stone, 1992; Zimpher, 1990). 이와 비슷하게 대학교수
들은 PDS라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비교사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기도 하
고, 대학의 일부 강좌를 학교에서 진행하기도 한다(Clift & Say, 1988). 또한 대학의
교사교육자와 연구자들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이 PDS에서 실천 중심의 연구를 협력
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의미와 관련 지식을 확대, 발전시켜간다
(Darling-Hammond, 2005: 1-2).
이러한 PDS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박영만(1997), 손영민(1999), 김현숙(2000),
유솔아(2005) 등이 교사교육을 위한 대학-학교 간 협력의 모델로 PDS의 개념과 방
법등을 이론적으로 소개하였다. 구원회 외(2010)는 PDS의 정신을 수용하되,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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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기주도적인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전문성체제(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모형을 개발하고 현실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구원회(2011b)
는 C교대-S초교 간 PDS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용(2011)은 C교대-부설초 사이의 PDS의 가능성과 지원
조건을 탐색하였으며, 김경은(2010)과 김미혜(2010)는 C교대-S초교의 PDS 프로그
램 내에서 각각 사회과 수업 전문성 신장과 국어과 학습공동체의 수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대학과 학교의 문화적 차이

다양한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상의 만남, 대화,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실재
를 구성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실재라고 가정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인식되고, 인지적
으로 재구조화되고, 상호 간에 교섭된다(Maloy, 1985).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실재를 구성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양하고 대안적인 관점과 해석
을 생산해낼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집단
의 구성원들은 마치 그들의 관점이 같은 것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
이 세상에 대한 타당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
은 개념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므로, 그 가정의 타당성을 결코 점검하지
않으며, 의견의 일치와 인식의 공유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Maloy, 1985). 이러한 현상
은 대학과 학교의 협력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 PDS의
Teacher Academy 사례에서, 대학과 학교의 협력자들은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은 현장 중심의 대학원 학위 과정을, 학교는 교원 연수프로그
램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의 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계획에 관련된 의사
소통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대학과 학교의 구성원들의
협력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있었다. 각자는 자신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공
동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선택지의 우선순
위를 서로 다르게 매겼다(Maloy, 1985).
이러한 대학과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 관계에 나타난 서로 다른 견해, 인식, 참조틀,
의미체제, 사회적 실재 등이 곧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Robinson &
Darling-Hammond(2005: 205)는 대학과 학교의 문화를 구분짓는 요인들로 시간 사용,
업무 수행 규범과 스타일, 지위에 관한 전통을 제시하였고, Brookhart &
Loadman(1989, 1992)은 두 기관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관점 및 가정들을 네 영역, 즉
직무초점(professional focus), 템포(tempo), 보상(rewards), 권력감(sense of power)으
로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 범주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
향을 주고받는다, 이 범주들 중에서 직무초점에서의 차이는 다른 영역들에 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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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더 커서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Brookhart &
Loadman, 1992: 57).
직무초점의 차이에 따라, 대학의 교수(연구자)는 이론과 연구에, 학교의 교사는 실
제와 행동에 더 관심을 둔다(Knight, Wiseman, Smith, 1992; Winitzky, Stoddart &
O'Keefe, 1992). 교수는 연구와 지식 그 자체를 가치롭게 여겨서 이론을 정립하기를
원하고, 학술적인 연구들을 산출하고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며, 방법보다 명제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에 비하여 교사는 학생의 학업적 성장, 신체적, 감정적 요구와 행동
그리고 학습 습관까지 책임지면서, 실천 중심의 경향을 보인다(Brookhart &
Loadman, 1992: 56).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학술적 활동보다는 시행착오를 통
하여 학습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기술이나 접근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Cuban, 1992; Tabachnik, Popkewitz &
Zeichner, 1979-1980). 국내에서도 교대 교수들은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 인식을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부설초교 교사들은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 효과가 바로 나타
나는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원회, 2011a).
템포는 두 문화에서 근무 시간의 길이와 업무 수행 속도와 길고 짧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관련된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대학-학교 협력 사례들은 시간을 확보
하고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Brookhart & Loadman, 1992: 59). 보
상은 “왜 근무하느냐?”에 관련되는 것으로, 교수들은 출판하는 데 활용할 자료를 생
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나, 교사들은 그들의 내적인 보상의 근원이
되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
였다(Heckman, 1988). 보상체제가 서로 다를 때, 협력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보상
과 유인이 없을 때 참여자들은 활동에 필요한 동력의 부족을 느끼고 심하게는 활동
중에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Brookhart & Loadman, 1992: 60).
권력감은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
는지에 관련된다. 교수는 출판, 대학원생 지도, 연구 과제의 수주 등으로 인하여 자신
이 상당한 권력을 지닐 수 있다는 기대를 지니지만, 교사는 빈틈없는 일정표와 교육
과정에 따라 자신들이 선택이나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효능감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Brookhart & Loadman,
1992: 61). 이러한 권력감의 차이가 대학과 학교의 협력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교수는
다른 영역과 함께 지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것이 교사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고(Snyder, 2005: 118), 교사는 교수가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같은 대학과 학교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교대와 부설학교 협력
에 대한 교사교육자와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구원회, 2011a), 교대-부설초 간 PDS
협력에 관한 전국 교대 교수들의 인식 연구(이현명, 심영택, 2012), 대학과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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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초등학교의 문화에 대한 연구(구원회, 2012)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협력에 대한
대학교수와 학교교사 양측 모두의 견해를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를 찾
기는 어렵다.

Ⅲ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가교육대학교 교수들과 실습학교 교사들의 협력에 관련된 문화적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 겸 집단 숙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다른
사람의 특정 경험과 그 경험의 근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활용하
며(van Manen, 1990: 62), 특히 문화기술적 면담을 통해 사건과 행위와 언어에 참여
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문화적 분류 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Marshall & Rossman,
1995: 82). 그리고 Walker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한 단계인 집단 숙의
는 참여자들이 교육관과 신념에 토대를 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
고 예상되는 비용과 결과를 저울질하며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Walker,
1971).
이 연구에서 집단 숙의는 연구자가 개발한 연계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적합성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계프로그램 개
발에 관련된 내부 참여자 겸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자는 이미
확정된 연계 방안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기보다, 미국의 PDS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실행 방식과 연구자가 개발한 연계프로그램을 소개한 뒤에, 이 연
계프로그램의 필요성, 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조건, 운영상 예상되는 장점 및
단점, 연계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안과 지원 체제 등에 대하여 참여자가 다양
한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적인 숙의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때 연
구자는 연계프로그램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숙의 참여자들의 다양한 견해, 우려,
아쉬움, 태도, 설명, 비판, 주장, 제안들을 수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구자는 비구
조적 심층 면담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연계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들의 현재까
지의 경험 및 이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신들의 신념, 가치, 태도 등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2013년 4-7월에 가교대 교수 7명, 7개의 실습학교 실습부장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일대이의 심층 면담 겸 집단 숙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참조). 이 과정에서, 앞선 면담 겸 숙의에서 나타난 견해나 제안들을 뒤따른
면담 겸 숙의에서 연구자가 소개하는 방식을 따랐으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앞의 면
담 겸 숙의가 뒤의 것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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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계프로그램 관계자와의 심층 면담 겸 집단 숙의 실시 현황
대학
교수

실습
부장

면담 겸 숙의 참여자
가교수(수학)
나교수(과학1)
다교수(사회1)
라교수(국어)
마교수(사회2)
바교수(과학2)
사교수(미술)
부설초 A학교 안교사
3년차 B학교 장교사
3년차 C학교 조교사, 진교사
4년차 D학교 차교사
2년차 E학교 최교사
4년차 F학교 탁교사
2년차 G학교 황교사

장소
참여자 교수연구실
참여자 교수연구실
참여자 교수연구실
참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참여자 교수연구실
참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연구자 교수연구실

일시
2013. 5. 7.
2013. 5. 9.
2013. 5. 21.
2013. 5. 23.
2013. 5. 24.
2013. 6. 7.
2013. 5. 27.
2013. 6. 4.
2013. 4. 10.
2013. 4. 19.
2013. 4. 29.
2013. 5. 1.
2013. 5. 2.
2013. 5. 28.

분
100
160
100
100
60
120
70
120
120
120
180
120
120
120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교수와 교사의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녹음 자료로 수집한 이
후에 이를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자료에 나타난 교수와 교사의 문화적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Patton, 2002), 초기 자료 읽기,
초기 핵심어 찾고 상위 범주 설정하기, 상위 범주를 활용한 자료 분류, 상위 범주 내
하위 범주의 도출 및 전반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의 초기에 전사 자료에
나타난 교수와 교사의 견해, 우려, 아쉬움, 태도, 설명, 비판, 주장, 제안들을 분석하면
서 Brookhart & Loadman(1989, 1992)의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를 찾아본 결
과, 직무초점과 권력감의 범주는 나타났으나 템포와 보상의 범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rookhart & Loadman(1989, 1992)이 다룬 사례들과 달리,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사례는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에서 아직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계를 위한 협력에서의 직무초
점 및 권력감을 이 연구에서의 상위 범주로 설정하고 후속 자료 분석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자료 분석의 후기에 각 상위 범주 내에서 교수와 교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제별 약호화(이용숙 외, 2005)를
활용한 심층 분석 과정을 거쳐 하위 범주들을 도출하였다.1)

1) ‘하위 범주 도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계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안
에 대한 직무초점에서, 교수는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하면서 실습을 비롯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고, 교사는 실습 지도에서 실천 위주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탐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좀더 심층적으로 교수의 경우 예비 교사를 위한 교과교
육 이론의 학습과 적용과 탐구, 교사의 경우 자신의 역할 변화와 실습 계획과 운영의 변화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 관련된 하위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권력감은 교수의
경우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자신들의 소극적 태도와 대학의 지
원 부족감에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들에 관련된 하위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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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년 기간(2010-2011)에 미국의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State
College Area School District PDS를 참관하였다. 이 PDS 프로그램에서 대학 교수와
실습학교 지도교사는 수학과교육, 사회과교육, 과학과교육, 학급경영 강좌의 강의계획
서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이 강좌들과 수업실습을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교수와 교
사가 공동으로 실습생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PDS 사례의 취지를 국내 교육대학교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던 교과교육과 교육실습의 연계 방안에 토대를 두고(김평
국, 2012),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연계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가교대의 3학년생이 수강하는 교과교육 강좌와
실습학교에서 이수하는 수업실습의 연계 운영이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 담당 교수와
실습학교 교사가 협의를 거친 후, 각 교과교육 담당 교수는 학기 중 1주 정도에 실습
생이 실습학교에서 실습할 수업에 대하여 미리 지도한다. 지도교사는 실습생이 대학
에서 준비해온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라 학급에서 실습할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는
실습 일정의 변화로, 3학년의 경우, 현행 3주 집중제에서 집중제와 분산제의 절충안
으로 첫 주에 집중제로 5일 동안 실습하고 그 후 2주 기간(10일)을 10주에 분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연구자가 가교대 3학년 재학생 및 초임 교사와의 숙의를 통해
개발한 것이다. 4학년의 경우, 현행 4학년 1학기말 4주 집중 운영의 대안으로 학기초
인턴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기간 중 전반기 2주 동안에 실습생은 지도교사의 교
실 개방에 따라 학기초 학급경영의 모든 측면을 참관하면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반기 2주 동안에 수업실습에 참여한다(<표 2> 참조).
<표 2> 가교대의 현재프로그램과 연계프로그램 비교
구분 현재프로그램
요소
교과교육과 수업실습의 관계 연계 미약
3학년 실습 일정
3주 집중
4학년 실습 일정
학기말 4주 집중

Ⅳ

. 연계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긴밀한 연계
첫주 집중 + 2주 학기 중 분산
학기초 4주 집중

협

력에서 대학과 학교의 문화적 차이

대학교수와 학교교사와의 면담 겸 숙의 결과, 연계프로그램 도입 혹은 협력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원론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협
력의 세부 방안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간 견해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이는 주로 직무초점과 권력감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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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를 위한

협

력에서의 직무초점

연계를 위한 협력과 관련하여 교수의 직무초점은 (1) 예비교사의 성찰과 탐구, (2)
연계와 실습 일정의 구분, (3) 교과교육 강좌와 실습의 구분, (4) 실습생 현장 지도의
부담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교사의 직무초점은 (1) 지도교사의 역할 변
화, (2) 초등 교육과정의 조정, (3) 지도교사의 부담 증감, (4) 실습생 관리의 어려움,
(5) 초등학생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가. 교수의 직무초점

예
찰
실습생의 예비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라교수(국어)는 교과교육 이
론의 적용 혹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 비판적 분석과 탐구를 강조하였다. 즉 실습생이
지도교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목적에 따라 숙고
하고 성찰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

비교사의 성

과 탐구

어떤 수업의 단원을 왜, 어떤 목적에서 할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모형을 적용한
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든가, …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읽기랑
쓰기를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 …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학습 자료를 아이[실습생]들이 만들어본다든가, … 아이[실습생]들
이 어떤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원래 성취 기준이 뭐고 이런 것을 확인
한 다음에 교사가 충분하게 아이[실습생]들한테 안내하면서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가? … 그런 학습과 숙의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라교수, 2013. 5. 23.)

이와 관련하여 실습생이 수업실습 활동을 녹화한 동영상을 대학 강의에서 사용하
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자가 문의하였을 때, 라교수는 그보다는 실습생이 수집한 자료
를 가공한 형태로 가져와서 강의 시간에 함께 성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습생
이 자신들이 배운 교과교육 이론에 따라 실습이라는 실천 활동을 하는 동안 탐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어떤 활동 계획 속에서 뭐가 그 안에 배치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동영상을… 본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오히려 그런 학습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수집해서 그것을 성
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 예를 들면, 선생님의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지도 내용이 들어오는지, … 학교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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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실습생]들한테 어떤 성찰 노트,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좀 쓰게 해서 아이
들의 학습의 효과나 만족도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이런
게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라교수, 2013. 5. 23.)
2) 연계와 실습 일정의 구분

연계프로그램에 포함된 실습 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 직무초점이 이론보다는
활동과 실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라교수는 수업실습의 기본 목적 혹은
기조가 예비교사의 성찰과 탐구를 통한 전문성 신장이고, 이를 위해 교과교육 이론의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실습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
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실 분산형으로 한다고 하시면, 교수는, 그 수업 자체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
잖아요.(라교수, 2013. 5. 23.)

이와 비슷하게 마교수(사회2)는 교육실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교과교육
과 수업실습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학생들이 수업을 의미있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 교사, 교수, 학생 서로 협의 형태이든지 다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집중형
이냐 분산형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마교수, 2013. 5. 24.)

이처럼 마교수도 수업의 계획 및 실행과 함께 분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직무초점을 우선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활동의 일정 변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3) 교과교육

강좌

와 실습의 구분

라교수와 마교수와 유사하게 이론적 직무초점을 유지하면서, 나교수(과학1)와 다교
수(사회1)는 현재 운영되는 교과교육 강좌에서 다루는 교과교육 이론의 학습이 실습
생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를 위하여 여러 교과교육 강좌의 일부에 변화를 주면서
교사와 협력하게 하기보다 과거의 교과교육실습과 같은 강좌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
하였다.
지도안 지도도 받아보고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은 제 생각에는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것을] 교과교육Ⅱ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는 제도에다가 교과교육을 맞추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요. … 아예 공통과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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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으로 아예 새로운 과목을 만든다거나 그거는[것은] 학점도 같고 뭐 거기에 표준
화된 방식이 있을 거[것이]잖아요.(다교수, 2013. 5. 21.)

이처럼 나교수와 다교수는 교수와 교사 사이의 협력을 통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
라 볼 수 있는 프락시스(praxis)를 추구하기보다, 실제에 해당하는 실습을 위해 별도
의 강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장
바교수(과학2)는 연계프로그램의 전신과도 같은 ‘교과교육실습’ 강좌를 운영하면서
실습 지도교수 역할을 맡았는데, 자신이 실습학교에서 실습 지도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4) 실습생 현

지도의 부담

그 학과에 그 한 사람이[교수가] 맡아요. … 예를 들면, 실습 자체에 대한 지도교
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담이 너무 큰 거[것이]에요.(바교수, 2013. 5. 27.)

바교수는 또한 교과교육실습 강좌를 운영하면서 실습생의 학점을 산출하기가 어려
웠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부담이 큰 게[것이] 이제 반대 사유 2라면, 1은 학점을 낼 방법이 없어요. 왜
냐하면, 이 1학점 강의로, 2시간 강의로, 얘들을 전체를 수업을 보거나,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 예를 들면, 지도안 정도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비디오를 제출
해라, 강평을 제출해라.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보지 않는 한, … 그 비디오에 대한
강평을, 학점 내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바교수, 2013. 5. 27.)

바교수의 경험은 교과교육에 관한 이론적 내용의 강의 및 학점 산출 방식과 수업
실습의 관찰 및 학점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강의는 집단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업실습은 개별 실습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실습
을 지도하고 학점을 산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바교수는 실습학교 지도교사처럼 실습생을 도제식으로 지도하는 과정과 이 과정 속
에서 실습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런 교
사처럼 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해준다.
나. 교사의 직무초점

위와 같은 교수의 직무초점과 달리, 교사의 직무초점은 주로 분산제라는 실습 일
정의 변화에 따른 실습 활동의 계획과 실천에 있었다. 이는 (1) 지도교사의 역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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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 초등 교육과정의 조정, (3) 지도교사의 부담 증감, (4) 실습생 관리의 어려움,
(5) 초등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1) 지도교사의 역할 변화

실습학교 운영 3년차인 C학교 전 실습부장 조교사는 실습학교에 분산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존의 역할을 반성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
다. 특히 인턴에게 보조교사로서 학년초 학급 경영을 포함하는 교실의 자연스런 모습
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실 개방을 위해서 역할을 변경해야
하고 교실 개방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3]주… 세로로 끊던 게[것에] 우리가 습관이 되가지고[되어서], 학교에서 한 기
간만 빼 놓으면 되는… 거였[것이었]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가 역할인지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 같구요. 단지 저희가… 수
업만 열고 교실만 여는 역할이면 의미를 조금 또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조교사,
2013. 4. 29.)

이어서 조교사는 변화된 상황에서 실습생을 지도할 안목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변화를 돕는 연수를 대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상황에 빠져있는 교생을 우리가 참관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도 눈을 갖는 연습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
어야지만 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 출석 연수가 아니더라
도 원격 연수만으로도, … 관련된 연수[를]… 교대에서 안내를 해 줘도 되고….(조교
사, 2013. 4. 29.)
2) 초등 교육과정의 조정

분산제 도입은 초등 교육과정의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설초 안교사는
초기 조정 정도만 필요할 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F학
교 탁교사도 분산제가 이미 해오던 일에 날짜의 변화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오
리엔테이션만 충분히 제공하면 전체 실습학교가 동시에 운영을 시작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저희가 그 시범학교를 할 때는 완전히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완전히 교과서가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때 먼저 적용을… 하는 거[것이]지, … 이것은 날짜의 변화만
주는 거[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에 같이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드네요.(탁교사,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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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 조교사도 분산제 도입은 양적인 재분배의 문제이며 사전에 학교 교육과정
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해진 기간의 변화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현장에서도 시기적인 거[것
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좀 조정을 해야죠. 양적인 그 분배 위치가 바뀌
는 거[것이]니까요. … 종적인 변화로 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쓰기 전에 이해가 다 되야지만 될 것 같아요.(조교사, 2013. 4. 29.)

실습 4년차와 2년차인 D학교와 E학교의 차교사와 최교사도 실습 일정의 분산제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의 시간표상의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3) 지도교사의 부담

증

감

실습 3년차 B학교 장교사는 분산제를 도입하면, 지도교사들이 교생들에게 보여주
는 공개 수업을 분산하여 준비할 수 있으므로 지도교사들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수업실습이[을] 나와도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참관을 하다가 수업을 들어가잖
아요, 일주는…. 그니까 뭔가를 나한테 배워서 얘가 인제 수업실습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되면… 훨씬 지도하는 데 여유로울 것 같아요.(장교사, 2013. 4. 19.)

이와 함께 장교사는 실습학교 운영 담당자의 경우 업무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고 우려하였다.
계획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 학년 나름대로의 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날 그 학년이 다 시험을 봐 버리면, …
시험 보는 거를[것을] 보다 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장교사, 2013. 4. 19.)

E학교 최교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실습생이 오면 긴
장하는데 그것이 3개월 지속되어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분산으로 오는 것은요. … 지금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 집단 강의를 넣는다든지 학교의 행사와 맞물려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들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난잡해진다는 거에요, 요일마다. …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라면…무슨 사고가 있을까… 3개월 내내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최교사,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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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생 관리의 어려움

실습 2년차 G학교 황교사는 분산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습생의 관리 측면에서 다
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연구자: 이를테면 [바교수(과학2)]가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술집
에서 술 마시고 정신도 제대로 안 든 상태에서 옷도 제대로 못챙기고 헐레벌떡 뛰
어오면 어떡하냐.
황교사: 그럴 수 있죠. … 일상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 어제도 참관 실습
교생 왔는데…여자 교생이 F인데 안 와요. …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런데 우리가 관
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소속인데, 쉽지가 않은 거예[것이에]요.(황교사,
2013. 5. 28.)

게 칠

5) 초등학생에

미

영향

E학교 최교사는 분산제를 도입하면 초등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우리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은요, 특히 교생선생님들 오시는 그 주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 그러면 교생들은 매주 한 번씩 오면 매주 새로울 거예[것이에]요. …
아이들이 그날은 교생선생님 와서 잔칫날처럼 그렇게 느낀다든지 해서 학교 지도교
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날은 이렇게 체크표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최교사, 2013.
5. 1.)
2. 연계를 위한

협

력에서의

권

력감

연계를 위한 협력에서 교수의 권력감은 (1)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 (2) 교수와
교사의 협의회 개최에 대한 견해에 나타났고, 교사의 권력감은 (1) 지도교사의 소극
적 태도, (2) 대학의 실습학교 지원 부족감으로 나타났다.
가. 교수의

권

력감

교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보다 은연 중에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신
들이 권력의 우위에 있고 자신의 지식이 교사의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
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교사와의 관계를 거의 대등한 것으로 여
기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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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교수와 교사의 의견 차이를 설명하면서, 라교수는 연계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과교육과 연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수가 교사들에게 되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교수는, 학생들이 뭔가 활발하게 발표하고 질의
하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 말로 대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다 달아나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 문화를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
교에서는…뭐 일어나면 집중의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거기에서
사실 충돌이 있고, … 예를 들어, 교과교육에 대한 이 수업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야 되는지에 대해, … 선생님들이…학생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라교수, 2013. 5. 23.)

이같은 라교수의 견해는 교수의 교과교육에 대한 지식이 교사의 것보다 우월하므
로 교사가 이를 배워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라교
수는 실습생이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수업 방식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도 교사가 이를 이해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교과교육에 대해서, 인제 연수를 듣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하나의 실습생이 와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요즘 교과교육의…어떤 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연구에 같이 참여
하는, 그런 협력 관계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라교수, 2013. 5. 23.)
2) 교수와 교사의

협

최

의회 개

연구자가 사교수(미술)에게 실습학교 지도교사들이 연수를 제공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을 때, 연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원하는 실습학교에 한하여 대학 측이 예
산을 부담하면서 연수를 제공하되, 일방적 강의보다 협의회의 형식을 빌려서 진행하
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 때 실습학교의 사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들어보면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는 것이 실습생을 보내기 전에
기반을 닦는 길이고 교대가 보여줄 수 있는 예의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사교수: 특강을 의뢰했으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무슨 내용을 원할지 어렴풋이. 그
렇게 가서 하면서, 인제, 그, 특강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듣고, 논의
하고, 컨설팅해주면서 이렇게, ⋯ 카운슬링 같이, 그런 시간을 갖는 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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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연구자: 협의회군요, 협의회.(사교수와의 면담, 2013. 6. 4.)

사교수가 이처럼 지도교사와 협의회의 형태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
은 교수가 교사를 거의 동등한 권력을 지닌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교사의

권

력감

연계를 위한 협력 관계에서 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교사의 입장은 (1) 실
습 지도에서의 소극적 태도, (2) 대학의 실습학교 지원 부족감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들은 평소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표와 교육과정을 따라 상당히 수동적인 생활을 영위하
고 있고,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 고립되어 개인적인 활동에 바쁜 가운데 실습 지도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대학이나 교수의 지
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이런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다.2)
1) 실습 지도에서의 소극적

태

도

지도교사들은 학교에서 약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대학
과의 역할 분담에 참여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교실 개방에 대한 부담감과 공동
체 의식의 부족을 토로하였다.
가) 교실 개방에 대한 부담감

연구자가 C학교 조교사와 진교사에게 4학년 실습생이 학년초에 지도교사가 학급을
세우는 활동을 참관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조교사와 진교사
는 그런 변화는 지도교사에게 교실을 개방하라는 요구인데 이들이 매우 힘들어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오영재, 2010)도 지적한 교사의 고립적 수업 문화
때문임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고립적 수업 문화는 곧 교사의 낮은 권력감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ookhart & Loadman, 1989, 1992).
[학교의] 실습 계획서…보시면은, … 실제로 담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주일
에 7-8시간 정도? … 그 정도 있는 데서…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거의 매일 보여준다
2) 권력감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직무초점에도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
나 권력감은 교수와 교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교사들이 권력의
한계를 느끼는 영역이나, 이 영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권력감에 더 관련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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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이렇게 바뀔 거에요” 했을 때요. “굉장히 힘든거네”부터가 먼저 답변이 나올
것 같구요.(조교사, 2013. 4. 29.)

이렇게 지도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로 실습생의 평가를 받고 창피해할 수도 있
다는 점과 실습생의 평가가 지도교사들로 하여금 상호 간 비교하게 할 것이라는 점
을 조교사가 설명하였다.
저희가 이제 교실을 열 때… 수업을 분석할 것 같고 제 수업을 평가할 것 같다는
점이, … 그걸[것을] 창피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으실 거[것이]에요. … 선생님들은
그게 직장이잖아요. 또 동료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조교사, 2013. 4. 29.)

그래서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습생의 예상되는 반응과 이 반
응들에 대한 지도교사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교사는 설명하였다.
만약에 일상적인데…, 설문을 해서 이런 교생이 이런 일상적인 모습, 수업을 보았
습니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눌 겁니까? 해서 교생들의 일상적인 답변을 받
구요. … 그걸[것을] 듣게 됐을 경우에 교사끼리는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야 되
고…그걸[것을] 고려해서 또 대안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조교사, 2013. 4. 29.)
나) 공동체 의식 부족

C학교 조교사와 진교사는 고립적 학교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함
을 설명하였다. 이 교사들은 다른 업무로 바빠, 실습생을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모여가지고…교생선생님하고 관계 형성에 대해서, … 교생이 왔을 때 뭐 어떤 질
문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책을 추천해주는 건[것은] 어떤지…일반학교 같은 경
우에는 다른 업무로, 회의를 많이 하니깐, 그런 실습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잘 만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조교사, 2013. 4. 29.)

이어서 조교사는 일부 지도교사들이 개별적으로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나름의 방법들을 알고 있으나 이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고 말하였다.
나름 계발 도서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구요, 또 전에 학교에서
다른 동료교사로부터 배우셨던 노하우로 또 인제 실습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꼭 우수하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 형성의 예도 있던 것 같은데 좀 스스로만 가고
있는 면이 있죠.(조교사,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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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것들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교사는 우려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도 많고 또 당황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관계 형
성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구[고], 그냥, 교생도 삐져서 가구[고]. 저
도 속상하고. 그게[것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든 전달이 [되고] 나타날 텐데….(조교
사, 2013. 4. 29.)
2) 대학의 실습학교 지원 부족감

자신들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대학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협

가) 실습학교와의 사전

의회 부실

F학교 탁교사는 대학이 실습학교의 운영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을 제
공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탁교사는 가교대가 주최한 실습학교 대상 사전협의회
에서 기본적인 안내만 1시간 정도에 걸쳐 제공해주는 것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제가 작년 처음에 맡아가지고…여기를 갔을 때는…여기서 해주는 업무에 대한 걸
[것을] 다 알려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갔는데 형식적인 것만 알려주고 이것[실습운영
계획서]만 주셨거든요.(탁교사, 2013. 5. 2.)

이어서 탁교사는 사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실습을 어떻게 하라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교수님의 설명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설문분석이잖아요. ⋯ 근데 학생[실습생]들
이 이렇더라는 것은…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주는 것이고요. 실습 운영을 할 때 어떤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라 라는…그런 게[것이]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탁교사, 2013. 5. 2.)

드맵

나) 교육실습 로

장

의 현

과의

괴

리

연구자가 가교대의 실습운영계획서에 무엇이 추가되기를 기대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탁교사는 자주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 초등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실습학교 현
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가교대가 제공하는 로드맵을 업데이트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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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과정이 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학
교거든요. 근데 이것은…한 번도 안 바꾸고 그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들도…바꿔 주시든지….(탁교사, 2013. 5. 2.)

탁교사는 자신의 학교에서 평가표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급에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근[그런]데 “특별활동의
계획이 적절한가”에요. … 이미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교생이 할
게[것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 활동에 지원을 잘하고 있는가” 라든지. ⋯ 교생한
테…일일 담임할 때 특별활동 한 번 운영해 봐라 하지, … 수업안을 작성하라고…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그런]데 이게 9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형식적
으로 주고 있어요.(탁교사, 2013. 5. 2.)

강건

다) 지도안 작성법 특

반

의 미

영

G학교 황교사는 도교육청이 지도안 양식을 내려 보내고,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는 실습생 또한 그런 양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안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순회지도
나온 교수님들께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런 양식과 이에 대한 특
강을 싫어하셔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교육청에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 그 지도안의 형식을 아이들한테 투영을 했
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 교생들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냐? …딱히…학교 교육
의… 흐름에 대해서…해 주시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현재 흐름에 대해서 강
의를 해 줄 의향이 있다. … 안 받아 들이시는 거죠.(황교사, 2013. 5. 28.)

황교사는 1년 동안의 교육실습이 종료되고 12월에 열리는 교육실습 사후협의회에
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12월에 다 끝나고 실습부장님들 모이고 교육청분 모이고 교학처장님 오시고 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는…생각은 해 보신다 했지만 흐지부지 됐죠.
(황교사, 2013. 5. 28.)
라) 지도교사 연수 지원 부족

차교사는 지도교사들이 실습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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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 그들을 위한 연수를 대학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처음에 위촉교사에 대해서…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는 컨설팅하는 방법이라든
지 지도교사로서의 그런 거를[것을]…좀 권역별로 돌면서, 아니면 가까운 학교끼리
묶어서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차교사, 2013. 5. 1.)

또한 황교사는 지도교사를 위한 연수 강사로 가교대의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고 대
학에서 강사료를 부담해주면 좋겠으나 현재까지 대학과 실습학교 사이의 위계적 관
계 속에서 이런 요구를 대학 측에 전달해본 적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산 부
족으로 교내 교사를 활용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본교 교사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모시고 싶으나. 예전
에는 왜 실습학교에 예산을 줬잖아요, 교육청에서…. 그걸[것으]로 이제 좋은 특강
선생님을 불러서 했는데 지금은 가교대에서 주는 돈도 모자라요. ⋯ 가교대 교수님
도 이게 실습 관련이면 무료로 와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황교사,
2013. 5. 28.)

Ⅴ

. 논의 및 시사점

이상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협력에 대한 가교육대학교 교수와 실습학교 교사의
직무초점과 권력감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면담 겸 숙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Brookhart & Loadman, 1989, 1992)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교수는 이론적
직무초점, 교사는 실천적 직무초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에 비하여
교사는 약자로서 그 권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러 PDS 사례들에서 대학과 학교의 문화적 차이가 매우 심각한 장애 요
인으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가교대와 실습학교 사이의 협
력에서 장애 요인으로서의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양 기관 상호
간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집단 학습
및 탐구를 수행해가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DuFour, Dufour & Eaker,
2008; Hord, 1997). 가교대와 실습학교의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협력은 현재 초기 단
계로서 각 기관 내에서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토대를 두고 기관 간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화
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관 간 학습공동체를 창출해가기 위해서는 ‘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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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탐구’(intercultural inquiry)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Beach & Myers, 2001), 성공
적인 PDS의 특징 10가지3) 중 두 가지, 즉 (1) 상호 신뢰와 존중 (2) 개별 및 공동의
이해관계 인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obinson & Darling-Hammond, 2005:
210).
첫째, 기관 내와 기관 간의 대화는, Freire(1970/1993; 남경태 역, 2002: 116-118)가
언급한 것처럼, 사랑, 겸손, 신념, 희망, 비판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이에 토
대를 두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변화를 시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기관
내의 대화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교과교육 담당 교수들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수의 직무초점이 이론과
연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식적, 학술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교수는 외국의 SIG(special interest group) 활동과 같은 교내
학술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수업모형을 포함하는 교과교육에 대한 논
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교수도 수업모형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
한 교과교육 전공자들의 상호 이해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같은 교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우선 교내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구를 통하여 각자 작성한 기존의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다
양한 수업모형론에 대한 학술적인 의견들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습학교 지도교사들도 상대의 문화에 대한 논의와 이해에 앞서 자신들의 교
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도교사들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
음을 감안하여 대학 측이 실습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도교사 전문성 신장의 방안
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실 개방에 대한 두려움
과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들 사이의 교류를 통한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수업비평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대학 측은 이들이 자생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가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공동체에서 지도 교
사들은 온정, 상호 존중, 이해,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부족함과 실수도 용납하면서 상
대를 평가하기보다 서로 도우면서 상호 간에 수업을 공개하고 관찰하며 수업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DuFour, Dufour & Eaker 2008;
Hord, 1997), 이를 토대로 실습생에게 교실을 개방하는 부담도 줄여가면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관 내의 대화를 통한 학습공동체의 형성에 토대를 두고 기관 사이
3) 이들은 (1) 개별 및 공동의 이해관계 인정, (2) 상호 신뢰와 존중, (3) 의사결정의 공유, (4)
기대하는 결과와 조직의 비전에 대한 합의, (5) 관리 가능한 안건과 활동, (6) 지도자의 헌신,
(7) 재정적 지원, (8) 장기간의 헌신, (9) 계획 및 실행에서의 융통성, (10) 정보공유와 의사소
통이다(Robinson & Darling-Hammond, 2005: 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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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간문화적 탐구(Beach & Myers, 2001: 5)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교수와 교사는 실습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과교육과 수업실습의
연계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문화
적 관점과 인식은 크게 달랐다. 이에 따라 교수는 교사의 실천적 직무초점과 낮은 권
력감에 관련된 문화적 인식, 교사는 교수의 이론적 직무초점과 높은 권력감에 관련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간문화적 탐구를 통해 교
수와 교사는 대학과 학교의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대안적인 관점과 주장들을 인식하
고 분석하면서, 연계를 위한 협력과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포함하는 문화적
인식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간문화적 탐구를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하면서 자신 및 상대의 문화를 자
신의 눈만이 아닌 상대의 눈으로도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 신뢰와 존중과 관련하여, 가교수, 라교수, 마교수는 교과교육과 수업 실
습의 연계를 위한 교수와 교사 사이의 협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
뢰관계(래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래포 부족의 요인들
중 하나는 이들 사이의 권력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교실 개방에 대한 두려움과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되, 수평적인 관계 속에
서 실습의 문제를 놓고 함께 협의를 해나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
다. 이때 협력자들의 장점, 요구, 지식, 관점,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
하면서 실천적 쟁점들에 대한 개방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Robinson &
Darling-Hammond, 2005: 211). 이러한 대화에서 교사들이 대학의 실습학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목한 영역들(실습학교와의 사전협의회 부실 등)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
게 진행해가면서 상호 이해 수준도 높이고 해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 간 학습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각 기관은 개별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obinson & Darling-Hammond, 2005: 210). 연계를 위
한 협력에서 직무초점과 관련하여, 교수는 예비 및 현직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를 원하였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 변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고, 실습 일정의 변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조치를 원하였다. 또한
권력감과 관련하여, 교수는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교사 협의회 개최의 필
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하여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배려와 대학
의 실습학교 지원 강화를 원하였다. 두 기관의 원만한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각 기관
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요구나 이해관계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은 지도교사 연수의 수요를 조사하고 연수를 제공하되 강의보
다 협의회의 형식을 빌려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도와줄 필

3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 로드맵의 개정을 포함하여 교사들이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영역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
라 교육청 장학사, 실습학교장, 실습부장과의 협의회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전개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수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교수는 교사와의 협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기대하는데, 이
는 교수의 업적 평가와 승진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교
수들과 협력하는 교사들이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DS 교사들
은 행정적인 지원에 토대를 두고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대학의 문화
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가교대의 경우
이런 공동 연구는 일반 실습학교와 비교하여 실습지도 전문성과 학술적 탐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설초의 교사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공동 연구는 예비 및 현직 교사들이 현장 실습에서 도제식 훈련에 머무르지 않
고(knowledge in practice), 실습 경험에 대하여 성찰하고 탐구하는 실험적 접근을 통
해(knowledge of practice) 현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학자들
이 생산해 놓은 지식(knowledge for practice)을 단순히 교사들이 배우고 적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Cochran-Smith & Lytle, 1999).
이러한 개별적 이해관계 인정에 토대를 둔 상생적 협력을 넘어 유기적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Schlechty & Whitford, 1988), 새로운 공동의 이해관계(목표)를 확
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연계프로그램뿐만 아니
라 교사의 교과교육 강좌 지도 참여와 교수의 실습생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보다 발
전된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교사교육의 발전과 초등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과 학교의 문화적 차이 중 보상 관련 차이를 다루지
않았다. 과거의 PDS 사례들에서 협력 참여자들의 동기와 보상 체제는 PDS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협력에서의 문화적 차이의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
라서 연계프로그램 관계자들의 협력에 대한 동기와 양 기관의 보상 체제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PDS를 도입,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체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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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school and university in
the collaboration efforts to connect lecture and practicum:
The case of Ga

U

niversity

Kim, Pyeong-gook(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scertain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school
and university in the collaboration efforts to link lecture and practicum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 organic collaborative relationship for the fu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of school and
university in professional focus and sense of power. The foci of professors were on
(1) preservice teachers' reflection and inquiry, (2) separating discussions on
collaboration and on practicum schedule, (3) separating lecture and practicum, and (4)
difficulty in supervising interns in the field whereas the foci of teachers were on (1)
cooperating teachers’ role change, (2) adjusting the timetable of elementary
curriculum, (3) the change in the burden of collaborating teachers, (4) difficulty in
controlling interns, and (5) the influence on elementary students. The professors’
sense of power appeared in relation to (1) enhancing the expertise of collaborating
teachers and (2) holding discussions with cooperating teachers, while the teachers’
sense of power appeared in regard to (1) teachers’ passive attitude toward
supervision and (2) feeling of the lack of university support. The autho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learning communities within and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based on dialogue and intercultural inquiry in order to create a new
culture and organization for PDS, and to establish mutual trust and respect and to
recognize self- and mutual interests.
Key words: school-university collaborative program, cultural
difference, professional focus, sense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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