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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임상장학은 현대장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현직교육
과 직전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형성되고 있다.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려면 하나 하나의 교실이 변하고, 한명 한명의 교사가 변하
여야 한다(Fullan et al., 1989). 교육개혁의 기초는 교실개혁이고 교실개혁의 기초는 교사이
기 때문이다. 임상장학은 전개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며,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서의 교
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학담당자와 교사간의 동료관계(colleagueship relationship)를 중
시하는 가운데 발전적 변화지향적인 건강한 학교풍토의 형성에 기여하며, 이것은 교실개혁,
학교개혁, 교육개혁의 기초가 된다.
임상장학에서는 자기장학뿐 아니라 동료장학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
간의 협력적 노력은 학급수준에서의 학생간의 협력적 노력의 모델이 된다. 이와 같이 임상
장학을 통하여 학교와 학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간에 체계적인 일치(systematic
congruence)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임상장학은 궁극적인 교육목표인 협력적 창의성을 지
닌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임상장학이 소개되었고, 당시 지배적이던 전문 기술
적/교훈적 모형, 선택적 장학이 임상장학의 전부로 여겨지는 가운데, 임상장학은 신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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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유경험 교사에게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상장학의 기원과 발달, 임상장학의 여러 가지 모형들, 학습사회를 지향
하는 장학의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임상장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임상장학의 기원과 발달
1. 임상장학의 기원
임상장학은 1950년대 중반에 Harvard대학의 Morris Cogan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Cogan과 그의 동료들은 당시 비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인
Master of Arts in Teaching(MAT)을 맡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면밀히
지도되는 교육실습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과 대학의 실습지도자는
이 실습 프로그램이 교사의 역할을 익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교육실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Cogan은 임상장학의 개념과 기
술을 개발해냈다.
임상장학에서 강조하는 수업계획, 수업관찰,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관찰
후 협의회는 1950년대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925년에 이미 교사의 자기 분석을 격려하
는 방법으로 수업전 협의회(preteaching confernce), 수업방문(classroom visit), 추수협의회
(follow-up conference)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Cogan은 이 세 단계를 상세하게 구체화하였
다. 그는 임상장학을 자신의 수업행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변화와 다른 사람의 지원에 대
하여 개방적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지시적이며 전문적인 면에서 책임감있는 교사를 개발하
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임상장학의 발생은 그 이전에 장학의 실제와 이론을 지배하였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집단전략의 중단을 의미하였다. 임상장학도 반성적 문제해결(reflective problem solving)을
강조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개인의 수업을 목표로 하며, 교사를 변화 촉진자로 보고 있다.
Harvard대학에서 Cogan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이었던 Robert Goldhammer는 임상장
학의 실제와 정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4년에 Cogan이 University of Pittsbugh
로 옮겨가며, Goldhammer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가서, Harvard대학의 MIT프
로그램을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실시해 보았다. 그 이후 Harvard와 Pittsburgh는 여러 해
동안 임상장학의 계속적인 발달과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Pittsbugh에서 Goldhammer는 Harvard의 MIT program에서 장학담당자로 일하며 수집
한 자료를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책도 출판할 준비를 하였다. Goldhammer가
1968년에 사망하자 그의 책 “Clinical Supervision: Special Methods for the Super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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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는 당시에 Harvard대학교 교수였던 Robert Anderson이 마지막 손질을 하여 출판
하였다. 그 후에 Anderson은 Robert Krajewski와 함께 Goldhammer의 책을 두 번 출판하
였다.
Cogan이 Pittsburgh로 간 뒤에도 계속 Harvard의 MIT 프로그램에서 일하던 Ralph
Mosher와 David Purpel은 1972년에 Supervision: The Reluctant Profession을 공저로 출판
하였다. 이 책에서는 임상장학과 ego counseling을 결합하였고, 교사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을 대상으로 일하는 데서 오는 이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임상장학에 대한 두 번째 책
이 Cogan의 구조화된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 출판되었다.
Cogan은 1973년에 책을 출판하기 전에 15년에 걸쳐서 임상장학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집필을 해왔으나, 이들 가운데 많은 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 Cogan의 친지들에 의하면
Cogan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완벽한 것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출판하기를 꺼리었다고
한다. Cogan은 “Clinical Supervision”을 1973년에 출판하기 전에 4번이나 고쳐 썼다고 하
며, 출판할 때에도 임상장학 모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잠정적인 원칙(rationale)으로 보
고 있다(Saundra, 1998).
2. 임상장학의 발달
Robert Goldhammer(1969)의 책의 첫판의 서문에서 Robert H. Anderson은 임상장학이
수업장학의 실제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장학은
수업장학의 실제를 형성하는데 주역이 되어왔다. Anderson은 당시에 수업장학의 근거가 될
문헌의 부족을 한탄하였으나, Goldhammer의 책이 출판된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은 일선의
교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장학의 접근법이 나와있다(Goldhammer & Anderson
& Krajewski, 1993).
교육에 대한 많은 다른 개혁 프로그램과 달리 임상장학은 거의 유래없이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임상장학의 기본틀을 재해석하고 상세함에 따라서
그 동안 그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임상장학은 거의 30년 동안 활기를 잃지 않고 있
으며, 이것은 다양한 아이디어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육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장학 모형을 4집단으로 구분하여 발생시기, 강조점
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초에 나타난 초기 임상장학, 그리
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타난 인간중심적/예술적 임상장학, 전문 기술적/교훈적 임상장
학, 그리고 발달적/반성적 임상장학이라는 임상장학의 범주에 따라서 수업관찰의 과정, 피
이드백, 교사와 수업관찰자 간의 관계의 성격이 다르다. 각 범주와 이에 속하는 접근법의
특징을 임상장학의 모형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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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상장학의 다양한 모형들
1. 초기 임상장학 모형들
Robert Goldhammer, Raph Mosher와 David Purpel, 그리고 Morris Cogan의 모형은 집
단적으로 보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나 철학적인 면에서는 경험주의, 현상학, 행동주의, 발달
주의 그리고 전문적 기술(technique)이 특이하게 혼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절충적 성격은
아마도 당시에 교육계가 이론적 관점에 집착해 있을 때 이 학자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대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초기 임상장학 모형들에 내재하
는 개념적 관점은 그들의 힘과 활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그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
점은 뒤에 다양한 모형들이 나오게 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초기 임상장학 모형들과 이들
에 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나타나는 인본주의적/예술적 모형들은 교사의 성장을
증진하고 학급사태에 대한 협력적 탐색을 조장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자와 교사간의 긍정적
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Saundra, 1998).
Goldhammer(1969)는 최초로 임상장학의 과정을 5단계-관찰전 협의회, 관찰, 분석과 전
략 결정, 비판적 대화와 협력적 계획, 장학담당자의 자신의 효과성 분석-로 상세하게 진술
하였다. 장학의 목적은 교사의 자아의식(self awareness)과 전문적인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Mosher와 Purpel(1972)의 임상장학 모형에서는 장학의 3단계-수업계획, 수업관찰, 평가
또는 분석-에 ego counseling을 결합하고 있다. Mosher와 Purpel에 의하면 신임교사는 전
문가로서 긍정적이며 일관성있는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히 신임교사가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 자신의 기대, 실제 수업행동들 간의 차이에
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해소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유경험 교사가 자신의 수업 스타일을
다듬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장학담당자가 ego counseling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Mosher와 Purpel은 교사들이 동료들의 견해에 접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집단
을 대상(supervision with groups)으로 한 장학을 강력히 주장한다.
Cogan(1973)은 임상장학의 과정을 8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장학담당자와 교사
가 상호신뢰감을 확립하는 단계이고, 2단계에서는 협력적으로 수업계획을 세우며, 3단계는
관찰에 대한 계획단계로 수업관찰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양, 자료수집에 이용할 관찰
도구를 결정한다. 4단계에서는 수업을 관찰하고 5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6단계에서는 참관후 협의회에 대한 계획, 7단계에서는 관찰후 협의회가 이루어
지고, 8단계에서는 7단계의 결과로 새로운 수업관찰 계획이 이루어진다. 장학의 목적은 궁
극적으로 자기지시적이고, 자신의 수업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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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들이는 전문적인 면에서 책임감 있는 교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술적/인본주의적 모형들
Arthur Blumberg(1980)와 Elliott Eisner(1982)에 의하여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형성된 이 모형들은 경험적인 면과 절차를 강조하는 초기의 모형과는 대조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Blumberg는 실존주의에 가까운 관점에서 임상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장학
담당자간의 대인관계이지 장학담당자가 미리 정해진 일련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isner는 장학에 경험적 절차를 적용할 때 교수행위와 장학에서 직관(intuition),
예술적 기술(artistry), 개성(idiosyncracy)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위협을 받게된다고 주장한
다. Eisner에 의하면 장학 담당자는 수업사태에 대한 풍요로운 진술과 직관적, 예술적 해석
을 통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행위의 예술적 기술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Blumberg는 지시적 그리고 비지시적인 정도가 다른 4가지 장학 스타일과 장학담당자가
자신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한 협의회를 포함하는 접근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학교와 학급은 주로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곳이므로, 장학담
당자는 순수하고 개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경험하
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Blumberg는 학교를 교사집단이
협력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탐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학
교에서 장학담당자는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와 수업행동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간의 비공식적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Eisner는 수업의 내용과 과정은 분리할 수 없으며, 수업의 질은 양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주장한다. 그는 수업을 내용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Eisner의 접근법을
이용하는 장학 담당자는 수업에서 일어나는 중요하며 미묘한 사태를 파악해내는 수업의 감
식가(connoiseur)이어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수업의 실제와 배경을 지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기록된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 관찰 후에 장학담당자는 시적
상상력과 함께 사회과학의 이론, 모형, 개념을 근거로 자료를 해석한다. Eisner가 구상해낸
교육적 비평(educational criticism)은 질적 탐구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수업의 교육적 의미
에 대한 평가는 Eisner의 모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장학담당자는 교육과정, 교수행위, 학
생의 성취결과에 대하여 따로따로 또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춘다.
3. 전문적 기술 중심의 모형들/교훈적 모형들
1980년대 초에서 중반에 걸쳐 나타난 전문적 기술중심의 모형들/교훈적 모형들은 기술
의 숙지와 조직 목표의 성취를 강조한다.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이전의 예술적/인
본주의적 모형과 다르다. 이 모형들에서는 초기 임상장학 모형에서 강조된 단계적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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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다. 예를 들면, Keith Acheson과 Meredith Gall(1997)의 장학의 3단계-계획, 관찰, 협
의회-는 32가지 독립된 장학기술로 다시 나누어진다. Madeline Hunter(1986)의 모형과
Bruce Joyce와 Showers(1982)의 모형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따르도록
격려되는 한가지 이상의 미리 결정된 수업모형을 강화하기 위한 피이드백의 자원으로 수업
관찰을 이용한다. 즉, 교육연구자들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미리 선택된 교수전략을 구성하
는 행동을 적절히 실천에 옮기도록 교사를 지도하거나 코치하는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수업
관찰과 협의회가 이용된다.
Acheson과 Gall에 따르면 개인적인 수업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에는 자신의 교
수행위를 분석하고 개선할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장학담당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임상장학의 첫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
교사와 장학담당자는 관찰하는 시간을 정하고, 관찰 전략을 선정하고, 수업 내용과 수업 전
략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단계인 관찰단계에서는 선택된 영역에서 말 그대로 기록하기,
좌석표를 이용한 관찰 등 다양한 관찰 기술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3단계인 피이드
백 협의회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협력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며, 의도한 것과 실제 이
루어진 것에 대한 탐색이 교사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Madeline Hunter(1986)에 의하면 인간학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근거한 효과적인 교
수원칙은 교사행동의 지침이 되어 보다 많은 학생이 학습하고 모든 학생들이 더 빨리 학습
하게 할 수 있다. Hunter는 임상장학의 5단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요소와 결합하고
있다. 첫 단계에는 교사에게 3가지 형태의 진단-형식적, 비형식적, 추론적-을 소개하는 현
직교육이 포함된다. 두번째 단계는 관찰 단계로 수업시간에 이야기되고 행해진 것에 대한
기록인 script taping이 주도 이용된다. 셋째 단계에서는 자료분석이 이루어지고, 4번째 단
계에서는 참관후 협의회가 이루어진다. 다섯번째 단계는 추수단계로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
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Joyce와 Showers는 교사의 전문적인 면의 발달 (professional development)은 학교생활
에서 필수적이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모형에는 교직원 개발에
대한 연구에 근거를 든 4가지 요소-연구, 시범, 연습과 피이드백, 코칭-가 포함된다. Joyce
와 Showers에 의하면 교사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특정한 교수법이나 교수모형에 대하여 읽
기 시작할 때 전문적인 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교사들은 새 교수법
에 대한 전문가의 시범을 보아야 한다. 다음에 교사는 동료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수업
(minilesson)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후에 실제로 수업에서 새 교수법을 이용해 본다. 끝
으로 2-3명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피이드백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코칭이 이루어
진다. Joyce와 Showers에 의하면 서로 코치하는 풍토(coaching environment)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풍토가 이루어지려면 학교가 학습실험실(learning laboratory)이 되
는 방향으로의 학교의 규범적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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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달적 모형/반성적 모형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발달적/반성적 장학의 주창자들은 교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을 추구한다. 그들은 교사의 개선을 돕기 위하여 장학 담당자가
교사의 사고과정과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한다. 이 모형들 가운데는 인지 심리학
과 발달 심리학에 그거를 둔 것이 있고, John Dewey에 근거를 둔 것도 있으며, 현대 사회
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비판에 근거를 둔 것도 있다. 발달적/반성적 장학
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학담당자가 교사의 성찰을 격려하며, 상황에 따른 실천 원칙
(context-specific principles of practice)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을 강조한다. Goldhammer,
Mosher와 Purpel, 그리고 Cogan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상황 속에서
수업의 실제와 동기를 이해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현상학 신봉자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들은 교수와 학습의 조직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윤리적 상황을 고려하려고 하
는 면에서 초기의 모형들과 다르다.
Carl Glickman(1990)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 밖의 학교수준의 관심사에 시간과 에너지
를 쏟도록 격려해야 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사고하도록 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발달, 인지적 도덕적 발달, 동기에 대한 연구의 이론을 근거
로, Glickman은 교사의 발달 수준을 저, 중, 고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며, 장학담당자가 교사
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접근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는 팀을 이루어 일
한 경험, 인지수준,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가 낮은 교사에게는 지시적인 접근법을, 중간 수준
의 교사에게는 협력적 접근법을 높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비지시적 접근법을 권한다.
Costa와 Garmston(1986)은 “인지적 코칭(congnitive coaching)”이라는 장학모형을 제시
한다. 이들은 교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장학이 교수행위의 근저에 있는 내적 사고과정
(inner thinking proces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학 모형에서는 신뢰, 학
습, 자율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4가지 요소에는 행동전 즉 계
획단계, 상호작용 즉 교수단계, 반성적 즉 분석적/평가적 단계, 투시적 즉 적용단계가 포함
된다.
Schon의 반성적 코칭(reflective coaching)(1987), Zeichner와 Liston의 반성적 행동
(reflective action)(1988), Garman의 반성적 핵심(reflective heart)(1982), Smyth(1984)와
Relallick의 비판의식(critical consciousness)(1990), Bowers와 Flinders(1991)의 문화적인 면
에 관심을 기울이는 장학(culturally responsive supervision)에서는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 단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숙지하는 것 이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의
Goldhammer의 모형과 같이, 이들은 학생에 대한 그리고 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은 교사와 장학 담당자의 주의 깊
은 자기 탐색, 학생에 대한 보다 큰 이해, 정의와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태도를
강조한다. 교수법과 수업자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반성적 장학에서의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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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심은 교수행위와 장학의 근거와 지침이 되고 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
치관, 이론, 신념, 기본가정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1〉임상장학의 모형들
모형과 관련학자

발생시기

강조점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관점을 절충함. 장학담당자와 교사간의 우
호적인 관계, 협력적 의미 탐색, 개인의 특

초기의 임상장학 모형들
Goldhammer
Mosher & Purpel

경험주의적, 현상학적, 행동주의적, 발달적

Cogan

유한 교수 스타일의 개발을 강조한다.

인본주의적/예술적모형들
Blumberg

실존주의 및 심미적 원칙에 근거함. 단계
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방적 대인관계,

Eisner

1971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

개인적 직관, 예술적 수완, 개성과 학습사
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강조한다. 장
학 담당자는 교사들이 교수행위가 표현과
예술성 면에서 풍요로움을 이해하도록 도
울 것이 권장된다.

전문기술적/교훈적모형들
Acheson & Gall Hunter
Joyce & Showers

1970년대의 과정-결과 연구, 효과적인 교
수에 대한 연구에 근거함. 수업관찰과 피
1980년대 초에서 중반 이드백을 통하여 “효과적인” 행동과 미리
결정된 교수모형을 강화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발달적/반성적 모형들
Glickman
Costa & Garmston
Schon
Zeichner and Liston
Garman

개인차와 수업의 조직적, 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 배경에 민감함. 장학 담당자는
교사의 전문적인 면의 성장을 조장하고, 각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수업상황에 적절한 실천 원칙을 발견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사들 간에 반성
과 성찰을 격려한다.

Smyth
Retallick
Bowers & Flinders

Glickman의 접근법, Costa와 Garmston의 접근법과 다양한 반성적 접근법은 교사가 학
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개방적 마음,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실
험정신을 형성하려고 한다(Goldsberry, 1988). 특히 반성적 장학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감정
이입, 개인차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교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사회 불평등의 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반성적 모형들이 주장하는 현
장연구는 교사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업무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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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지닌 하나의 탐구형태라는 면에서 장학의 확대로 볼 수 있다
(McCutcheon & Jung, 1990).
Goldhammer와 Cogan의 초기 임상장학 모형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점도 있지만, 요즈음
의 반성적 접근법들은 교수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면에서 보다 급격한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반성적 장학에서는 의식적이며 사려 깊고, 신중하며,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무
언의 게임의 법칙을 확인해내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화에는 학급과 학
교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 교사들, 부모들, 장학담당자들이 보다 더 결정권을 갖
도록 그들 간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Ⅳ. 임상장학 : 학습사회 및 장학의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1. 임상장학과 학습사회
정보와 원거리 통신 기술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의 성격이 지식의 생산, 통제, 그리고 확산과 함께 변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자들에게는 학교의 운영방법,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간의 관계, 교사
와 학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교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사와 기업체와의 관계, 교사와
정부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개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당면 과제에 대처하
기 위하여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처리와 원거리 통신 면에서의 발전을 근거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이 요구되
고 있다. 하나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구경제(global economy)와 관련된 것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이론가인 Peter Drucker(1989)에 의하면 오늘날의 지식사회에서 각국의 경제적 경쟁
력은 일차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강력한 분석적 기능, 대인관계 기술, 커뮤
니케이션 기술과 함께 지식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의 능력에
달려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 대중에 대한 책임, 다문화 및 성차별에 대한 문제, 환경과 관련
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전세계에 걸쳐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악
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교육과정 이론가인 Henry Giroux에 의하면 전통적인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시민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매우 둔감하며, “미국의 젊은이는 21세기에 민주주의
를 위하여 투쟁하고,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도 없고, 이를 위한 준비도 대체로 잘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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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1991, p.46).
Drucker와 Giroux의 입장에는 주목할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에 대하
여 의견을 같이하는 점도 있다.
․ 지식과 이를 이용하는 능력이 바로 힘(power)이므로, 학교는 개인과 사회의 미래에 점
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Drucker에게 지식의 힘은 경제적인 면의 힘을 Giroux에게는
정치적인 힘을 의미한다.
․ Drucker와 Giroux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가 길러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두사람은 모두 민주사회가 습득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간에 점점 커지는 간격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요즈음 교육자와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가장 잘 구조
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로 관료적 조직이 학교의 성공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조직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관료적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의 결여, 교사들간의 고립, 조직의 경직
성, 낮은 근무의욕, 학급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관계없는 치밀한 평가체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새로운 조직형태는 분권적인 구조, 참여적 의사결정, 학교중심 경영, 우
호적인 동료관계, 교사에 대한 권한 부여로 특정 지어진다. 교장이 보다 큰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게 되며, 교사, 행정가 그리고 흔히 지역사회 인사로 이루어진 지도자 팀
(leadership team)이 집단적으로 학교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조직의 핵심은 수석교사(mentor teachers)와 동료코치(peer coaches)가 신임교사의 교
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서로의 수업을 자주 관찰하며 수업을 개선하고 개혁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장학의 형태에서 수업관찰 중에 수집한 자료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구성원간에 계속적인 대화의 근거가 된다.
Fortune지에 의하며, 1990년대에 가장 성공적인 회사는 다양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습사회”일 것이다(Dumaine, 1990). 대부분의 교육
자들은 학습이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것 이상이라는데 동의한다. 학습은 사고(thinking)와
창의적 표현(organic expression)의 유기적 과정(organic profess)이다. 실제로 현대 기업과
학교는 기계적 조직(mechanical organization)보다는 유기적 조직을 닮아가고 있다. 최대한의
적응력을 지닌 학습조직은 아직은 이상에 가깝지만, 많은 기업과 학교는 이미 덜 관료적이
고 분권적인 구조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제중심의 팀
(problem-focused team)을 이용하고 있다(Senge, 1990). 이와 같은 것은 공동의 교육적 힘으
로서의 협력적 민주적 행동에 대한 Dewey의 생각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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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의도적인 교수조직(teaching organization)으로 반드시 학습조직은 아니다. 대부분
의 학교는 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현재로는 정보를 생성하고 발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조직적으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잘된 것은 항상 계속적인
실험과 피이드백을 통하여 강화되고, 개선되고, 내면화된다. 지금까지 학교는 보다 잘 가르치
게 하려는데 관심을 집중했지만, 앞으로의 학교는 더 잘 배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정조보직
으로서의 학교는 앞으로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교육자가
당면한 도전적인 문제는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개혁이 생성되고 내면화되도록 학급과 학
교에서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가 보다 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하며 급속히 변화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상장학은, 특히 피이드백이 교사의 동료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에는 수업과 학습 상황
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수업향상과 전문적인 면
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집단과 전체 학교사회의 학습능력에 기여할 수 있
다. 그러나 수업관찰과 피이드백은 관료적 조직과 학습조직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음의 틀과 질문은 교육자 집단이 자신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관찰 방
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2〉관료적 조직과 학습사회
관료적 조직
교장이 교사의 수업행동을 평가할 목적으로 학급을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임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따금 이루어진다. 이따금 교육청의 장학 담당자가 공식적
으로 방문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수업을 참관하러 오도록 초청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효과적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미리 결정된 행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
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외부인의 침입을 불유쾌하게 생각한다.
학습사회
학습사회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동료코칭을 하며, 수업개선을 위하여 서로의 수업
을 참관한다. 신임교사는 멘터의 역할을 하는 수석교사와 짝지어진다. 덜 유능한 교사는 다른 사
람의 수업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도록 동료로부터 은근한 압력을 느낄 수 있
다.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수업에 초점을 맞춘 현장연구를 통하여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
여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와 수업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사회를 향하여 움직일 때 고려해야 할 질문들이다.
∙ 우리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관찰 몇 협의회 면에서, 교사 상호간의관계
면에서,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집된 자료의 이용 면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어떠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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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일련의 단계가 필요한가?
∙ 누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나?
∙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은 교사들이 자신과 학교에 가장 적절한 임상장학 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질
문들이다.
∙ 이 장학모형은 어떻게 나의 학급과 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을까?
∙ 교사와 교사가 어떻게 대하여져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장학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나는 교사로서 이 장학모형에 대하여 편안하게 느끼는가? 편하거나 편하지 않게 느끼
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는 멘터 또는 동료코치로서 이 장학모형을 이용할 때 편안하게 느낄까? 편하거나
편하지 않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장학담당자나 교장으로 이 장학모형을 이용할 때 나는 편안하게 느낄까? 편하게 느끼
거나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는 교사로서 이 모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나는 장학담당자로서 이 모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이 장학모형은 나의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
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2. 임상장학과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장학의 당면과제
교사들은 수업, 교육과정, 교직원 개발, 학생의 요구, 조직으로서의 학교의 역동성에 대
하여 많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흔히 학교조직은 교사들이 서로 고립된 가운데
대화를 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학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교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한 많은 지식을 서로 나누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분위
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임상장학의 초기 모형들이 이러한 목적에 특히 적절할 것이다. Mosher와 Pupel의 집단
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group-focused approach)은 교사들이 서로 지혜를 나누도록 비위협
적인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다. 교사들은 녹화된 수업을 논의하는 가운에 전문적인 면의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고립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Anastos, 1987). 교사
들이 편한 마음으로 서로의 학급을 방문하고, 수업을 분석하며 논의할 수 있다면,
Goldhammer의 비판단적인 접근법(nonjudgemental approach)이 수업의 실제에 대하여 가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료장학 또는 “동료자문
(collegial consultation)을 통하여 협력적인 측정, 교사와 학생의 행동패턴의 확인, 의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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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기하지 않은 학습 결과에 대한 숙고, 교사의 목표와 원칙의 실천에 대한 기반을 구
출할 수 있다(Goldsberry, 1986).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업의 관찰자와 피관찰자가 동등한 파
트너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Blumberg와 Eisner(1982) 대인관계 중심의 예술적 접근(interpersonal, artistic
approach)을 통하여 자신의 교수 스타일을 다듬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Blumberg와
Eisner의 접근법은 학교 전체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특히 적절하다.
동료간에 임상장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간, 확고한 태도, 상호신뢰감과 같은 대인
관계 문제나 조직의 문제는 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학습사회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학이 당면하고 있는 2번째 과제는 교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소개되고, 학교와 수업에 통합될 수 있는 상황을 확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학, 교육과정, 교수법, 조직 패턴을 신중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임상
장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Cogan이었다. Acheson과 Gall의 접
근법, Hunter의 접근법, Joyce와 Showers의 접근법과 함께 Glickman의 접근법도 수업관찰
과 피이드백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확립과 유지에 매우 적절하다.
학급과 학교 밖으로부터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교수와 학습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새
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론을 살펴보는 연구집단(study groups)에 소개되어 논의될 수 있
다(Glatthorn, 1987). 공식적인 교직원 개발도 귀중한 개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새로운 교수법을 통합하고 싶어할 때, 개인적 및 집단적으로 목표
를 확립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동료교사의 코치를 받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
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다 자주, 보다 적절히, 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혁신적인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Hosack-Curlin, 1988;Gilman
& Miller, 1988).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동료코칭의 변형물로는 유경험 교사와 신임교사를 짝지어 주는
mentoring program이 있다. Goldhammer, Mosher Purpel, Glickman은 신임교사들이 지니
는 특유한 욕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경험 교사와 신임교사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의 차이 때문에 계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신임교사는 유경험 교사의 지원과 도움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
며, 유경험 교사는 젊은 교사의 이상주의와 열정, 그리고 최신자료와 기술에 접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동료코칭이 성공하려면 학교라는 사회조직은 신뢰 및 지원과 함께 우호적
인 동료관계, 혁신에 대한 개방성, 협력, 실험을 조장해야 한다. Joyce와 Showers, 그리고
Glickman의 팀 중심의 접근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고, 성공적임이 증명된 혁신
을 계속하여 헌신적으로 실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변적이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장학이 당면하고 있는 세번째
문제는 교수와 학습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내고 실천에 옮길 필요성에 관한 것이
다. Glickman, Costa와 Garmston, 그리고 다양한 반성적 모형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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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개방적인 마음,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실험정신을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반성적 모형들은 교사의 학생
에 대한 감정이입, 개인차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교사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사
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이해시키려고 한다.

Ⅴ. 나오는 말
임상장학은 현대장학의 핵심으로 다양한 모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식기반 사회, 지구
촌 사회에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도전적인 일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초기의 임상장학 모형에서 장학담당자는 교사가 특유한 교수스타일을 개발하도록 돕고,
인본주의적/예술적 모형에서 장학담당자는 교사가 표현과 예술성 면에서 교수행위가 얼마
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전문 기술적/교훈적 모형에서 장학담당자는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행동과 교수모형을 습득하는 것을 도우며, 발달적/반성적 모형에서 장
학담당자는 교사가 개인차와 수업의 조직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배경에 민감하고 반성
적이 되도록 돕는다.
임상장학에서는 자기장학과 함께 동료간의 협력적 노력-동료장학-이 강조되어, 임상장
학은 교사들이 경험에 근거를 둔 많은 지식을 서로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수업과 학교에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간의 협력적
노력으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과 동일한 관계(homology)가 형성되어 협동학습을
통한 협력적 창의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장학은 그 의미와 발전방향 면에서 민주적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Dewey의 협
력적 행동지향적 탐구는 임상장학의 근거이며, 임상장학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집단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 혁신을 창출해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학교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평등, 참여, 사회정의, 개인적인 책임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하며, 임상장학은 교사개발과 민주적 가치를 행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지도자로서의 교사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가 지도자로서 자신이 지
도하는 학습자를 가르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학습지향적인 사회에서 팀을 이루어 실
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임상장학을 통하여 이러한 교사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상장학은 교육과의 관계에서 만병통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에게 알려진 임상장학에 대한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질 때 학습사회로의 우리의 교육현실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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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upervision : It's Various Models and Becoming a Learning Society

Yoon, Kiok

Clinical supervision which first appeared in MAT program of Harvard university in
the middle of 1950s has become the heart of modern supervision. It has been widely
used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as the society and curriculum
changes various models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Original clinical models which emerged between 1960s and early 1970s emphasize
collegiality and mutual discovery of meaning. Humanistic and artistic models which
emerged between 1970s and early 1980s emphasize positive and productive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holistic understanding of classroom events. Technical and didactic models
which emerged between early to mid 1980s emphasize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techniques, and organizational expectations. Developmental and reflective models which
emerged between mid 1980s and early 1990s emphasize teacher cognitive development,
introspection and discovery of context-specific principles of practice.
The most successful organizations are the "learning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adapting quickly in a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lthough the
maximally adaptive organization is still an ideal, many schools are moving toward less
bureaucratic, decentralized structures and are using problem-focused tea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which is similar to peer supervision.
One issue supervision faces involves creat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xisting
rich craft knowledge of teaching can be shared and made part of an ongoing
professional discussion. As for this the original models seem to be especially
well-suited.
Second issue facing supervision with respect to building learning communities
involves creating conditions by which new knowledge about teaching can be introduced
and incorporated into classrooms and schools. Many of clinical models seem to be
well-suited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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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rd issue facing supervision is the need to invent and act upon new knowledge
about teaching and learning, and models by Glickman, Costa and Garmston, as well as
reflective models seem to be well-suited for it.
Clinical supervision is an umbrella term which involves various models, and it can
help teachers become continuous learners and schools become learning societies. It is
not a specific type of supervision which is needed by beginning teachers and
experienced teachers wi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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