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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과 대안적 교실 실천*5)

Teachers as researchers
and the alternative classroom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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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습과 교육의 요구가 가일층 높아지는 시대에, 학교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변화의 주체가 되
어야하는교사들은교사로서의삶과일의의미를잃어가고있다. 당면한문제현실을풀기위해대안
적 교사상 탐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은 최근 관심을 모으는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
념과그에따른실천적변화의성격을탐구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하여첫째, 영미권의교
사교육분야를중심으로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이대두된배경을개괄하였다. 둘째, 연구자로서의교
사의역할과의미를전문직수행을위한방법적탐색, 교육의본질과교사의의미에대한인식관심, 사
회변혁을위한비판적실천으로규정하는 세가지 관점을고찰하였다. 셋째, 교사의실제연구 사례를
바탕으로연구자로서의교사는교실실천에서무엇을어떻게달리해야하는지그구체적인변화의성
격을다루었다. 마지막으로한국학교교육현실에비추어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의가능성과교사교
육에주는시사점을논의하였다.
주제어 연구자로서의교사 대안적교사상 교실실천 전문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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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라는 인식,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진단, 더 나아가 교육공동
체의내적갈등에대한우려의소리가가일층높아진다. 그에따라문제해결과변화의방향을모색
하는 시도들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교육 실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 근
대적패러다임에 기초한공교육제도의한계를진단하는 거시적분석, 교실 실제의갈등현상과그
심층적원인들을이해하기위한현장연구등이그것이다(이종태외, 2000; 조용환, 2000; 조한혜정,
1999). 이러한이론적․실제적논의에서제시되는방안들은각기다르지만, 학교교육문제의원인
이자 변화의 동력으로서 공통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교사 이다.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학교교
육 문제는 처방적 관점에서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학교변화의동력은단위교실상황에서학생들과유의미한경험을만들어가는교사의대안적
실천에서부터찾아야할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교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반면,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정체감의 위기를경험하며교사로서의삶과 일의의미를상실해가고 있다. 전통적인교
사의 권위를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쉽게 기대할 수 없게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의 의식
적․무의식적 관념 속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성직적 교사상이 자리하여 갈등의 원천
이 되고 있다(박복순, 1997; 황규호 외, 2000). 학교교육과 교직의 문제 현실은 교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대안적교사상정립을위한공동탐구를요청한다. 이시대에교사가된다는것, 교사라는
것, 교사로서살아간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학생들과의의미있는교육적관계형성의길을
모색하는 현장 교사들이 더불어 추구함직한 대안적 교사상은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비추어본연구에서조명하려는것은 연구자로서의교사(teachers as researchers) 개념이다.
연구자로서의교사란용어자체가나타내듯이학생들을가르치는실천적역할과교육현상을탐
구하는 연구자 역할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교사 개념이다. 이것은 교사를 지식 생산자로 규정하는
점에서이미정해져있는지식을그대로전달하는교수활동에만초점을두는기존의교사관에대
한대안적의미를갖는다. 또한이론과실천의일방향적․위계적구분을넘어서, 실천속에서경험
하는현상의 이론화를통해지식의생산과 활용이순환적으로이루어진다고보는 입장에있다. 교
사는자신의교수실천자체를탐구대상으로삼고교육학관련지식을생산하는과정을통해학교
교육 실제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재규정된다. 여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교사란교사양성교육을통해그자질이완성되는것이아니며전문적교직실천의전과정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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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되어가는존재라는것이다.
이개념이교육학분야에서특히교사교육영역에서이론적논의주제로대두된것은비교적근
래의일이다. 영미권에서는지난 10여년에걸쳐학교교육 혁신을위한교사의역할에주목하게되
면서 교사의 현장 실천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학계에서도 최근
평생학습사회의도전과공교육의위기를논하는맥락에서교사의수업전문성확보와교실개혁방
안이관심을모으고있다(곽병선, 2001; 유한구, 2001). 특히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과현장실천연
구의 의미는 최근 교육인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다(조재식, 2002; 최의창,
1998).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 개념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혹은 교사연구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
역된다. 대안적교사상의사례로다루는 본연구에서는교사의의미에 초점을두면서개념적혼동
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수행하는 현
장 실천연구는 교사연구 (teacher research)로 지칭하고 교사에 관한 연구 일반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한다.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과현장의교사연구에대한관심은학교교육실제의변화가능성에대한
기대와함께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상식적차원에서이해될때는그개념적포
괄성으로인해 문제점들을내재하고있다. 예컨대일견상반된목적을 갖는다양한현장연구와이
론적엄밀성이 결여된방법적탐구활동들이모두 연구자로서의교사의일로간주될 수있다. 그렇
다면과연 어떤대안적가치를추구하는 개념인지가모호해지게된다. 또한가르치면서연구와배
움의자세를계속하는교사상이란크게새로울것이없는보편적의미로보이거나, 혹은교사의실
천적수행의복잡한현실에연구라는새로운부담을가중시키는것으로비칠수도있다. 따라서연
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이 일시적인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삶과 일의 의미를 재정
립하는대안이될수있으려면그이론적․실제적의미에대한명료한이해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학교교육과교직의위기상황을풀기위한대안적교사상탐색의일환으로, 연구
자로서의교사의의미와실천적변화의성격을탐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먼저다음절에서영
미권의교사교육분야를중심으로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과현장에서의교사연구가중요하게부
상하게된배경을개괄한다. 3절에서는연구자로서의교사의역할과의미를이론화하는다양한논
의들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세가지관점을고찰한다. 4절은실제교사연구사례를바탕으로연구
자로서의교사가교실실천에서무엇을어떻게달리해야하는지그구체적인변화의성격과의미
를다룬다. 결론의장에서이를 종합하면서한국학교교육현실에 비추어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
의대안적가능성과교사교육에주는시사점을간략히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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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사연구운동 형성의 배경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에서훌륭한교사로되어감의과정에필연적으로동반되어야하는일은
교사연구 이다. 교사의일이란언제나얼마간의연구활동을포함하는것이지만, 연구자로서의교
사개념에서말하는연구란일상적인수업준비과정에서의연구와는구별되는것이다. 연구자로서
교사 개념과 교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서구 영미권에서 확산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10여년이
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다. 근래의 다양한 논의와 활동들은 이른바 교사연구운동(teacher
research movement) 을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다(Cochran-Smith &
Lytle, 1999b). 연구자로서의 교사개념에대한이론적이해에앞서 먼저이절에서는교사연구운동
형성의실제배경을이루는세가지영향요인을살펴볼것이다.
첫째로는교육정책적차원에서의변화를꼽을수있다. 역사적으로미국공교육제도는그형성
초기부터 개별 교사들의 능력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행정체제 등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역사적특수성으로인해, 미국에서교사의교실실천에대한관심이본격화된것은불
과 20년 정도로 본다(Lieberman & Wood, 2002). 교사에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는 1983년에 위
기에처한국가(A nation at risk) 로잘알려진교육의수월성을위한미국국가교육위원회의보고서
에서비롯된다. 초기에는학교교육실패에 대한교사들의책임을묻는 비판의소리가주류를이루
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이렇게발단된교사에대한관심은결국교사가힘을갖고학교의의사
결정과정에책임있는주체로참여하게될때교육의질적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주장에힘을실
어주게 된다. 80년대 말부터는 교사교육을 혁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적움직임들이본격화된다. 그로부터교사들이어떻게자신들의교육학적지식을계발하는지,
교사들의 계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조건이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
되었다. 학교변화와 교육혁신을위한 교사역할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이 점차높아지면서, 기존의
통제와관리시스템설계(designing controls) 중심관점으로부터교육을책임질수있는교사의 능
력 개발(developing capacity) 중심 관점으로 교육정책결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arling-Hammond, 1993). 이와같이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이주목을끌고교사연구에대한지원
이확산된데에는교사능력개발에중심을두는교육정책적관점의변화가중요하게작용하였다.
둘째로교사연구의확산을추동하였던영향요인으로서교육의이론적․실제적연구전통에변
화를야기하는다양한 학문적발전을들수있다. 대표적인것으로는 20세기후반기에실증주의적
양적연구 전통의 한계를 인식하며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질적연구방법이다. 그 가
운데 특히 실천가 연구(practitioner research) 혹은 현장실천 연구(action research)와 같이 연구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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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통합적 모색을 시도하는 흐름은 비판적 실천으로서 교사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Cochran-Smith & Lytle, 1999b). 교사연구를자극하였던또다른지적전통으로마르크스주의와비판
이론에기초하여 교육의해방적목적을지향하는 교육사회학의흐름을꼽을수 있다. 이러한입장
에서 교사연구는학교교육체제 전반에걸쳐 나타나는 계층별, 성별, 인종별 구분에 따른사회구조
적 불평등이 영속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맥락에서 다루어진다(Kincheloe, 1991). 즉, 교
사들이자신들의단위학교에서학생들이경험하는지역적삶의문제현실을비판적으로인식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교육의 틀을 변혁하려는 시도로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10
여년에걸쳐확산된교사연구의바탕에는이념적방법론적으로교육연구의새로운틀을제안하는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놓여 있었다. 그러한 지적 전통에서 공통되는 점은 구체적인 실제의 질
적인 다원성을중시하고교육현상의연구와비판적사회변혁적실천을연속적으로파악하려는경
향이다.
셋째로교사연구운동확산의배경으로가장중요하게작용한것은유능한교사들의적극적인참
여와 실험적 실천이다. 교사연구 프로젝트에 많은 우수한 교사들과 여러 교사 단체들이 주체적으
로 참여하여 교사의 역할 변화를 실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국어교사협회 등을 중심
으로 교사의 공동체적 학습체제를 구현한 언어와 글쓰기 교육 프로젝트, 진보주의 교육협회를 중
심으로 한 대안적 교육 실험 등을 들 수 있다. 교사연구를 통한 전문성 발달과 학교개혁을 추구한
여러유형의교사교육프로젝트에서교사들은기존의대학에서제공되는연수프로그램을받기만
하는수동적입장으로부터탈피하여능동적인기획자가되었다. 이와더불어교사교육을담당하는
대학의 교수연구자들과 동등한 협력적 탐구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즉, 교사를 테크니션, 소비자,
수동적 전달자, 전문가에 의해 고안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사람 등으로 소극적으로 개념화하는
기존의 교사관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의사결정자, 교육과정 개발자, 기획자, 실천적 운동
가, 학교의리더 로서교사의역할을재정립하였다(Cochran-Smith & Lytle, 1999b). 더나아가기존의
교사관을당연시하는사회-정치적관계에대해서도비판적인도전과근원적인물음을전개하였다.
이와같이교사연구운동은그추진세력을구성하는많은교사들의자발적․창의적참여를바탕
으로확산의동력을얻게된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과 교사연구에 대한 최근 영미권의 관심 확산 이면에는 교
육정책적, 학문적, 교사실천적차원에서의변화가배경요인으로작용하였다. 즉, 학교변화를위한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교육정책적 관점의 변화, 교사연구에서 다양한 실험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학문적발달, 교사들의자발적․협동적참여와탐구공동체형성등이배경이되었다. 이와같
이교사연구운동을추동한다양한영향요인에비추어볼때,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이실현될수
있는조건형성이결코간단하지않은과제임을재인식하게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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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교사연구 확산의 배경에 내포된정책적, 이론적, 실천적 관심들에서예견되듯이,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은한가지로규정되지않는다. Cochran-Smith와 Lytle은지난 10여년에걸친
교사연구 이론을 종합적으로 개괄하면서 대표적인 개념 틀로서 교사연구를 각각 사회적 행위, 공
동체적 인식 방법, 실제적 탐구로서 이론화하는 관점들을 제시한다. Noffke는 교사들이 수행하는
현장실천 연구를역사적 관점에서이론화하면서 전문적 차원, 개인적 차원, 정치적 차원을구분하
였다(Noffke, 1997; Cochran-Smith & Lytle, 1999b, p.18에서재인용). 조재식(2002)은기존이론들을토
대로연구자로서의교사의일과역할을규정하는세가지상호관련되는의미로서전문적행위, 해
방적․윤리적행위, 협동적행위를제시하였다. 이러한선행이론적논의들을종합할때, 연구자로
서의교사개념에내포된다음세가지차원의의미를구분지어볼수있다. 즉, 전문직적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실제 방법적 탐구,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공동체적 깊은 이해, 그
리고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로의변혁을위한비판적실천을추구하는사람이라는뜻을포괄하는
것이다. 이절에서는이세가지개념들각각의의미를살펴볼것이다.
1. 전문직 수행을 위한 방법적 탐구

교사연구는 일차적으로 수업의 방법적 개선과 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탐구이다. 이
러한입장에서볼때, 현장교사들에게일차적관심사는일상의가르치는행위를어떻게보다효과
적으로수행할 수있는가라는실제적인 방법적지식에있다. 따라서교사연구는전문가로서교직
수행을위해필요한실천적지식(practical knowledge)을생성하는탐구방법으로다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지식이란 이론적 명제로 표현되는 형식적 지식과 달리 훌륭한 교사의 실천적 행위
와그안에서그들이행하는반성적사유에암묵적으로녹아있는것이다. 최근전문가의방법적지
식(know-how)에대한관심과함께유능한교사들의실천안에암묵적으로담겨있는그사람의개인
적 지식(personal knowleddge)을 외현화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OECD, 2000).

이러한관점에서교사연구를이론화하는사례로는 Clandinin과 Connelly(1995, 2000)의교사의전
문적지식발달에대한연구를들수있다. 그들은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라고일컫는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공동체적 경험을 살고, 이야기로 나누고, 다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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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살아감으로써 변화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교사들이 어떻게 현장에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전문적지식을계속적으로발달시켜가는지를탐구한다.
이와같이교사연구를전문적실천을위한방법적탐구로보는관점에서교사란단순한수업기
술자가 아니라예술적 기예를 발휘하여행하는 교육 전문가이다. 전문가로서의노하우(know-how),
자신의전문직 수행능력을실천적과정 안에서계속적으로발달시켜가는 사람인것이다. 정해진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자신의 교수 실천 안에서 창조적․실
험적인모색을통해독창적으로전문가로서의실천적지식을발전시켜나가는존재이다.
2.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

교사연구는 또한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일과 삶의 의미에 관련된 깊은 과학적․철학적 이해를
얻는대안적인식방법이다. 앞서살펴본전문가의실천적지식의탐구가교직수행의실제적필요
에서나오는 것이라면, 여기서는교사의 실천적행위그자체의 의미를반성적으로이해하려는관
심에초점을둔다. 이러한관점에서교사연구는자신의교실에서의교수-학습활동그자체를지성
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실천 가운데 당연시해온 믿음과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의미한다. 즉, 교수기술의 성취적수월성 의요구를넘어서, 개인적차원에서교사들이자
신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더 나아가 가르친다는 것과 교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대한깊은이해를통해교사의자아정체성발달을추구한다(Carson, 1997). 이렇게교사들이
탐구의자세(inquiry as stance) 로서자신들의교실과학교, 그리고학생들을탐구하여배우고자할
때, 이론과 실제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위계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며 다양
한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에 부합하는 보다 풍요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

”

”

(Cochran-Smith & Lytle, 1999a).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의 개인적․협동적 탐구를 지원하고, 교사들이 단
위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보다 근원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의 맥락을 깨닫도록 돕는 전문가
공동체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국가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글
쓰기 프로젝트(National Writing Project)에 관한 Lieberman과 Wood(2002)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들은교사들이자신들의일과관심과투쟁을함께공유하는학습공동체네트워크를형성하는양상
을탐구함으로써바람직한교사연구공동체모형을제시해준다.
여기서바탕에깔린교사관에따르면, 교사란교직수행의전생애에걸쳐배움과탐구를지속하
는지식생산자이며, 자신의일과삶의의미에대해깊은이해를추구하는사람이다. 남이알아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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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전달하는 수동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 아니라, 교사자신이 자신의실천가운데에서계속적
으로협동적 탐구를통해새로운지식을 생성하는사람이다. 고정된 지식과규범을전수하는권위
적, 위계적인 존재가아니라, 학생들과 더불어공동탐구자로서 교육적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학
교와교실을탐구의장으로삼고교사로서의실존적의미를깨달아가는사람이다.
3. 사회 변혁을 위한 비판적 실천

마지막으로교사연구는사회현실에대한비판적인식을통해사회변혁을모색하는의식적실천
행위로 이론화된다. 비판이론이나 페미니즘 등에 기초를 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들의 현장 실
천연구는교육현상에대한서술적이해의목적을넘어서근본적으로비판적․변혁적성격을갖는
다. 학교교육의기능, 학교구성원들간의관계, 교육과정결정구조, 학교교육문화의지배적인가치
와규범등에대한근원적인탐구를통하여관료주의적통제체제속에서간과되어온지역적현실
문제를 드러내고변화를 모색하려는것이다. 즉, 여기서 교사연구는교수기술의 효율성 제고를위
한방법만으로한정되는것이아니라, 거시적맥락에서사회의불평등하고억압적인세력으로부터
학교, 교사, 학생들을해방시키고보다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로의변혁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을 이러한 사회-정치적 차원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론화하는 사례로
서, Kincheloe(1991)는현장에서의교사연구를교사의힘기르기혹은권한강화(empowerment)의길을
여는것이라고본다. 그에따르면, 교사들이자신이경험하는복합적인교육현실에대한비판적탐
구에주체적으로참여할때사회속에서전문적지위를확립하고힘을갖춘변화의주체가될수있
다. 즉, 지역적 특수성, 단위 학교의 문화와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교사들이학교교육의목적과수단및교육과정에대해비판적탐구를하게될때에교사의실천적힘이
강화될뿐아니라, 학생들에게질적으로고양된교육적경험의계기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바탕에 놓인 교사관은 기존의 고정된 사회질서와 규범 체계 속으로 학생들을 입
문시키는사회화의대리인이아니라보다나은사회를마음에그리며그실현을위해실천하는비
판적지성인이며사회개혁가이다. 학생들이경험하는세계는다양한가치가갈등하는사회임을의
식하면서보다나은공동체적삶과민주적인관계형성을위해사회적상상력과실천적힘을발휘
하는사람이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자로서의 교사란 전문가로서 교실 실천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 방법적 관심,
교육현상과교사의 일에대한깊은공동체적 이해를형성해가려는인식 관심, 그리고학교교육현
실문제가그일부로서맞닿아있는사회를보다민주적으로변화시키려는사회변혁적관심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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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람이다.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이 어떤 부분적인 수단이 아니라 대안적 교사상으로서
추구되려면, 이러한다양한이론적관점들이균형있게결합된의미로서이해되어야할것이다. 예
컨대, 교사연구에서사회변혁을위한근원적물음과거시적전망은사라지고방법론적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거나, 구체적인 단위 교실의 실천적 변화의 노력은 간과한 채 사회비판적 문제의식만
을논할때진정한대안적가치를담을수없을것이다.

IV. 교사연구를 통한 대안적 교실 실천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을이상에서살펴본대로이해하면서그에따라실천하고자할때, 교사
는구체적으로교실상황에서무엇을어떻게달리행해야하는가? 이러한실제적물음에대하여연
구자로서의교사의미를구현한하나의모범적사례를통해답을찾을수있다. 여기서살펴보려는
것은 Fishman이라는 미국의한철학과교수가 Dewey 교육론을토대로시도한 실험적교실실천사
례이다. 물론대학의수업과초중등학교현실의차이가고려될필요가있지만, 학교간경계를가로
지르는교사연구의전형을제시하고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에서지향하는초중등학교와대학간
의연계성을확보하는점에서적절한검토사례가된다.
Fishman은 1967년부터 미국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강의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철학 수업의
전형적인방식을따라가르치다가추상적논증중심수업의의미에대해점차문제의식을갖게된
다. 우연히수업개선을위한워크샾에참여한것이계기가되어자신의강의를반성적으로성찰하
고 대안을 시도하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로 변화해 간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업 경험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질적연구자 McCarthy와 공동탐구 기회를 갖게 되면서 Fishman의 실
험적실천은새로운전환의계기를맞는다. 그들의공동저서『존듀이와교실실천의도전』(John
Dewey and the challenge of classroom practice)은 15년에걸친한진지한교사의쉽지않았던교사연구
여정과 1995년 가을학기 철학개론 수업에서 마침내 이룩한 작은 성취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다
(Fishman & McCarthy, 1998: 이하에서는 JDC로 약칭함). 이 절에서는 교사연구를 통한 대안적 교실
실천의구체적인과정을 Fishman 사례에서연구의시작, 전개, 종결이라는세단계로구분하여살펴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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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시작: 교사 자신의 삶과 통합된 연구문제 형성

연구자로서의교사는우선자신의문제로서진정으로알고자하고해결하고자하는교육적탐구
질문에서 교사연구를 시작한다.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탐구 문제는 자신의 현재 구체적인
교실수업에서 부딪히는실제적물음들과관련된다. 그러면서동시에그 물음의깊이를파고들어
가볼때자신이살아온과거경험안에서풀리지않은채물음으로남아있는교육본질적문제의식
과도통하는것이된다.
Fishman은 Dewey의 교육철학적 개념 틀을 이용하여 자신이 답하고자 했던 교육적 물음을 학생
과교육과정의통합 문제로규정한다. 즉, 그에게는어떻게하면철학이라는추상적인내용을철학
전공자가아닌일반학생들에게도그들의삶에의미를주는것으로가르칠수있을까하는것이문
제였다. 그것은지난 30년간철학을가르치는교사로서자신의삶의문제였을뿐아니라, 보다근원
적으로는자신이철학을전공하면서대학과대학원에서가졌던경험속에남겨진물음과도통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JCD, pp.69-84). Fishman은 1954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
였는데, 당시 2차대전을겪은후미국의철학계는다른학문영역들과마찬가지로냉전적보수적분
위기로 변화되고 있었다. 철학의 본질적 과제를 인간 삶의 문제에서 찾고자했던 Dewey 사상과 같
은사회철학적 관심은급속히냉각된반면, 직접적인가치의문제로부터 일정거리를두는분석철
학이주류를형성하던시기였다. 그러나 Fishman 자신은철학공부과정을통하여철학이분석적엄
밀성을강조하면서구체적인현실삶의맥락으로부터동떨어져지나치게추상화되는것에대해막
연하게나마문제의식을 형성하게된다. 그 자신의이러한철학에대한 문제의식이추후철학과현
실경험의연결성을강조하는 Dewey 사상에매료될수있었던바탕이된다.
한편, Fishman이대학에서철학을가르치는입장이된이래교사로서의경험에대한회고는자신
이배우는 입장에서가졌던물음들이반향 되어나타나는사례를잘 보여준다(JDC, pp. 85-109). 그
는초기에자신이배워온대로학생들의삶의경험과의관련성을고려함이없이비판적사유의학
으로서철학을가르치기시작하였고, 거의 15년에걸친그의철학강의는새로운시도나발견없이
비슷하게 계속되었다. 그는 서서히 권태감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
드는일이갈수록어렵게되었으며, 점차로가르치는일에대해의미와가치를잃어갔다. 그러면서
자신의철학수업이학생들을비판적으로회의하고논박하는기술을제공했을지언정, 그저비판을
위한비판에그칠뿐학생자신들의삶과관련한무언가를생각하고말하도록돕지못한다는것을
문제로깨닫게 된다. 이러한문제의식에 기초한탐구가본격화되는데는 글쓰기를통한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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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3일간의 워크샾 참가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때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에 맞닿는 교육의
중요성을깊이깨닫게되면서, Fishman은자신의수업에서다양한실험적실천을시도하게된다. 먼
저 추상화된 고전적 철학 내용을 대폭 없애고 철학수업이 학생들에게 개인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
는계기가되도록이른바학생중심교육과정으로의전환을시도한다. 그러나그러한방향으로변화
된수업을 6년쯤시도한끝에지적으로엄밀한이해의성장없이학생의자유로운자기표현에그치
는경우진정한교육적경험이아니라는 Dewey의또다른교훈을깨닫게된다.
이런방식으로철학교과교육과정이학생들의삶의경험안에의미있게통합되는길을찾으려
는 Fishman의다양한현장연구와실험적실천은계속되고있다. 그리고그바탕에는자신의배움과
가르침의 경험 안에서 형성된 학생과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가 그 자신의 근원적인 탐구 질문으로
자리해있다. Fishman은다음과같이회고한다: 내가교사로서직면한모든문제는내가학생으로
서직면했던문제들을되비쳐주는것이었다.... 나자신의대학교육에대해돌아보게되었던그오
랜과정이또한현재내가행하고있는가르침에대해서도새로운빛을던져주었다 (JDC, p.84). 이
와 같이 Fishman의 사례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에게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실제의 교직 수행 과정에
서생기는물음과더불어자신의교육적과정에대한성찰을통해심층적으로파악되는탐구질문
의중요성을시사해준다.
“

”

2. 연구의 전개: 탐구공동체에서 이론과 실천의 순환

연구자로서의교사는교사연구의전개과정을통하여자신에게익숙한교실과학생에대하여자
신의교수실천에대하여그의미를새롭게읽고해석해내야하는대상으로다시만나게된다. 이를
위한실천적과제를공동탐구의장으로교실문화형성, 실천과의순환성에의거한이론적탐색, 학
생 경험의 질적 이해에 근거한 예술적 교수 실천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의 의미는 앞 절에서 살펴본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을 규정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실제
방법적탐구, 공동체적인식의방법, 사회비판적실천과유기적인관련성을갖는다.
가. 교실을 공동탐구의 장으로 만들기

연구자로서의 교사는 자신의 진정한 탐구 질문을 풀어 나가는 길을 일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만나는 공동의교실경험안에서 찾아야한다. 학생들이 능동적이되고자유롭게소통하면서
자신들의직접적인경험을, 자신들의진솔한행동과느낌과생각을드러낼수있도록하는교실문
화형성이선결과제가된다. 따라서자신의수업실천의장에서아직알지못하는무언가를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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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기대하며 접근하는 탐구자가 된다. 또한 자신에게 익숙하게 체화된 선이해의 어느 부분을
유보할수있는용기와열린자세가필요하다.
Fishman은 교실구성원들이 신뢰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끄는데 성공적이었
다. 이를가능케한방법을보면, 첫째, Fishman은수업시작에서자신의연구의도에대해학생들에
게진솔하게소개하면서학생들을자신의수업연구의공동탐구자로초대하였다. 이로써학생들은
수업에더많은관심을쏟게되고대부분의학생들이교사의진지하고선한탐구관심을신뢰하며
적극적으로돕게되었다. 학생들은수업과정에서자신을관찰하고생각해보는것을습관화하게되
었고, 자신의 과제가 세심히 다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으며, 수업에 대한
자신들의경험을진솔하게표현하는성찰일지를쓰면서교사와함께일하고있다는동료의식을형
성하게되었다고말한다(JDC, p.121).
둘째, 수업내용과관련하여학생들 자신의삶의경험과의연결성을강조하였다. 그는 Dewey 사
상을통하여학생들이뭔가를말해야하도록강제될때가아니라진정으로자기자신이말하고싶
은 무언가가있을 때능동적이 된다는 신념을갖게 되었다(JDC, p.87). 자기 자신이말하고 싶은 무
언가라는것은자신의삶의경험과어떤연결성을갖는주제에대해서이다. Fishman은철학적자료
가학생들의경험과동떨어진채추상화된내용으로학습되지않도록, 학생들자신의삶속에서경
험하는문제들과연결고리를갖는것이되도록세심하게배려하였다.
셋째, 학생들이함께협동하면서책임감있게공동으로탐구하는수업활동을도입하고, 수업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서로 돕는 분위기를 구성하였다(JDC,
p.177). 다양한수업활동을통해학생들은배우는자와가르치는자의역할을함께경험해보게되
고, 교사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과정을 간접적으로 돕는 상황을 자
연스럽게만들었다(Dewey, 1904). Fishman의수업에서학생들은자신의생각에동료와교사가진지
하게귀를기울여주는상황을감동적으로체험함으로써교실공동체내에서책임있는참여자가될
수있었다고 말한다. 교사의어떤 통제력행사를통해서가아니라 교실수업문화의구조로부터자
연스럽게그러한특별한상호작용형성이가능해졌던것이다.
나. 실천과의 순환성에 의거한 이론적 탐색

연구자로서의 교사에게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실험의 순환적
연결성을확보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교사가참여하는기존의교육연구에서교사는이론적으로
정립된 교육원리나 수업방법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실행자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
리 Fishman과 McCarthy가공동으로참여한질적연구사례는교사가단지실행자(practitioner)로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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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형성과는 무관한 존재로 간주되는 연구 관점의 한계를 재조명케 한다. 교사연구에서는 이론이
먼저 정립되고 일방향적으로 실제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론적 모색이 실험적 실천과 긴밀
한연계성속에서발전해가는순환적패턴을이루어야한다.
Fishman은 그의 교실 수업에서의 실험적 실천을 통하여 교사-실천가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이론
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학생들과의 교실 실천 가운데에서 탐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교실 사건에 대해 관찰자로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론화하는 연
구자가된다. 그러나그것이자신의가장중요한삶의부분이기때문에완전히거리두기를할수없
을뿐아니라, 연구자로서의분석적탐구의결과얻어지는이해는바로자신의실천적변화에즉각
적으로유용한 자원이되었다. 연구의 대상이자동시에연구자라는이원적 입장에대해그는이렇
게고백한다: 이일은참으로흥미롭고도전적이다. 그것은바로내일수업에서내가무엇을해야
하는가에대한것이다. 그리고우리가지금말하고있는학생들은바로내가다루어야하는바로그
학생들이 아닌가. 이것은 한발 떨어져 하는 연구가 아니며 바로 나의 삶이다 (JDC, p.120). 이와
같이교사연구에서추구하는이론적이해는실천의개선이라는실제적목적과보다긴밀하게연결
된다.
또한 더 나아가 교사연구는 구체적인 실천적 맥락의 다원성 속에서 이론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정교화 하는 기능을 한다. 철학개론 수업을 학생들 개개인의 삶 속에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부터 Fishman과 McCarthy는 우선 다양한 학문영역의 이론들, 특히 처음에는 여성주의 교
육론을 탐색한다(JDC, p.119). 그렇게 교육과정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들에 대한 탐색과 실제
교실수업에 대한 질적연구를 병행하면서 결국 Dewey 교육론의 개념들이 그들의 탐구현상을 위해
보다 적절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Dewey 교육론에 근거하여 학생과 교
육과정이통합되는수업실현을위한이론적틀로서연속성과상호작용성, 흥미와노력, 구성과비
판이라는세가지쌍의개념구조를제시한다. 또한이것을구체적인실제수업상황과경험분석에
적용함으로써, Dewey 이론이실제적으로구현되는사례를예시해준다. 이로써 Dewey의철학적논
의가 이론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데기여를하였다.
“

”

다. 학생 경험의 질적 이해에 근거한 예술적 교수 실천

연구자로서의교사에게무엇보다중요한것은학생들의교육적경험이며이를위해서는교사의
예술적교수실천의능력이관건이된다. 이론적-과학적이해가교사의실천을지성적으로방향잡
기위해필요하지만, 결국공동의교육적경험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매현재적순간에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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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교사의예술적실천이다. Dewey는교육뿐아니라인간경험일반에대해서과학적접근의가
치를중요시한다. 그러면서도그는과학과 예술을서로대비시키는개념 구도속에서교육이어느
쪽에가까운지를정해야한다면예술이라고말한바있다(Dewey, 1929, p.6). 이론적이해와지난경
험에서축적된실천적지혜가교사자신에게통합되어구체적인단위상황에서창조적으로발휘되
는예술적교육실천능력의발달이필요하다.
Fishman의마지막수업시간에대한자세한질적인분석사례를통해우리는교사들이학생들과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적인 선택과 도전에 놓이게 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판단이란 결코어떤법칙을기계적으로 적용해가는과정일수없으며, 교사자신의예
술적 예지가 발휘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엿보게 된다(JDC, pp.133-151). 예컨대, 학생들이
어느정도까지스스로협동적으로탐구하도록지켜보고또한교사가언제어떤방식으로직접적으
로 개입하여 가르칠 것인가, 의도된 텍스트의 이론적 지식과 구체적인 실세계 경험의 연결고리가
학생들에게서헐겁게 풀리는상황을어디까지지켜볼 것인가, 개별학생에 대한배려의필요와나
머지전체학생들의요구가갈등을빚는상황을어떻게조율할것인가, 언제어떤수준으로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혹은 배우는 자로서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등이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교사의예술적예지와교육적상상력을요청하는도전적인과제들이다.
Fishman의사례에서예시되듯이, 교실수업의현재적순간성속에모아져있는미래와의연속성
을바라보는교사는, 자기자신과학생들을신뢰하며상황의힘안에몰입하는용기가있어야한다.
또한반드시이래야한다는기계적인생각으로부터벗어날수있고상황의동력에의지할수있는
개방된마음과 실험적실천안에서배우고자 하는유연함이관건이다. 특히교사의순간적판단에
따른예술적교수실천이진정으로교육적으로가치로운것이될수있게하는가장중요한자원은
학생개개인의경험에대한질적인이해이다.
3. 연구의 종결: 완결의 체험과 연속적 탐구

연구자로서의교사는분명한탐구질문을갖고의식적인실험적실천의과정을통과하며새롭게
깨달아지는 의미와 질적인 완결의 체험으로 하나의 단위 연구를 완성한다. 단위 교실수업이든 한
해에걸친 수업과정이든교사연구를하나의 완성적경험으로만드는일이란 쉽지않지만, 교사는
모든단위탐구과정에대해마음에그리는끝을염두에두면서수업과연구의전과정을의식적으
로조율할수있어야한다.
마지막수업시간을끝내고나오면서 Fishman과 McCarthy는연구자로서의직관이번득이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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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유한다. 그것은뭔가질적으로특별한것으로서한학기에걸쳐오래발전되어온과정이완성
적 정점에 이르렀음을 함께 감지했던 것이다(JDC, p.118). 그와 같이 질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종결
의체험이있을때에그것이학생과교사모두에게새롭게깨달아지는의미를주는교육적경험이
된다. 교사연구를 통한 이러한 완성적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변화되며, 이어지는경험과연속적탐구의의미를강화시켜주는것이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자로서의 교사에게 진정한 탐구 질문은 단위 과정을 의식적으로
실천해갈수있도록작용할뿐아니라연속적으로심화된다는것이다. Fishman의사례는교육적맥
락에서생기는 교사의탐구질문이란 단순히계량적인조건화․측정․판단으로일회적으로끝나
는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그것은학생들내면에서어떤것을경험하는가라는질적으로접
근될수있는주관적경험의문제와연결되며, 또한교사자신의학생시절의물음과맞닿는교육본
질적질문으로심화되는것이다. 교직수행초기의교사들에게는어떻게하면잘가르칠수있을까
라는실제적인 방법론의질문이일차적인문제로 다가온다. 좋은교수법의 모색은실상어느시기
에서나교사의입장에있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지속적인과제이다. 그러나그러한물음으로부터
진지하게탐구해 나갈수록이교과목을왜 가르쳐야하는가, 교과지식을 배운다는것은어떤의미
가있는가, 인간의교육적성장이란무엇인가등다양한보다근원적인물음들로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학생으로서의 교육 경험 안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물음과 함께 얽혀진 교육본질적
질문과만나게되는것이다.
요컨대, 연구자로서의교사는학생들의교육적경험을추구하며다양한실험적실천을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참된 교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 교사가 실천적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란
어떤방법론적처방이나법칙적이론이아니며, 교사자신의일과삶의의미에서의변화이다. 교사
자신이인도하는교수-학습상황을민감하게관찰하고판단하면서창의적으로그변화를조절해가
는 실천적 탐구 과정 자체가 교육적 경험 실현을 위해 가장 효력 있게 교사가 변화되는 조건이
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연구는학교교육의위기와교실변화의과제를풀어나감에있어교사상재정립이필요하다고
보고, 현재주목할만한한가지대안으로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을탐구하였다. 연구자로서의교
사개념은현시대의변화하는인간과지식과사회에대한이해를반영하고학교교육현실의실제
- 217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적변화를 지향하는점에서그대안적 가능성이기대되고있다. 반면에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이
그상식적차원의이해를넘어서이론적논의와실제교사연구사례를축적해온배경맥락을살펴
볼 때, 그 실현의 조건이 간단하지 않은 점을 살펴보았다. 학교교육 실제의 변화에 있어 교사의 중
요성을이해하는정책적관점의변화, 교육에서이론과실천의순환적연계성에대한깊은이해, 현
장의 교실 실천을 이론화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연대의 형성 등이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형성의중요한토양이된다.
교사연구 개념을 이론화하는 대표적인 관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자로서의 교사 개념은 전
문가적실행, 개인의실존적성찰, 사회변혁적실천이라는다차원적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여
기에 담긴 대안적 교사상을 구체화하자면,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기예를 발휘하여 전문가로서의
실천적능력을 고양시켜가는창조적예술가, 교육의본질과교사로서자신의 삶과일의의미를깊
이탐구해가는실존적인간, 교육의사회적의미를통찰하며사회변혁을위한실천을모색하는비
판적지성인의의미를포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것은어느시점에완전하게성취되는목표라
기보다는 교실 실천의 장에서 인간과 지식과 사회를 향해 계속적인 탐구의 자세를 취하며 접근해
갈수있는과정적의미를갖는다. 따라서교사양성교육과정뿐아니라교사의계속적인교육과정
을통해추구될수있는이상이될수있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제 모범적인 교사연구 사례에 비추어 살펴본 바, 연구자로서의 교사의
실천적과제는연구문제의성찰, 교실문화형성, 이론과실천의순환적모색, 예술적교수실천, 탐
구의연속적심화로서요약된다. 그가운데특히강조되어야할점은연구자로서교사는현재의교
실경험에서나오는물음에서출발하여자신의지난삶의경험에서형성된교육에대한근원적물
음과맞닿는 연구문제를심화시켜가는일이다. 이를위하여교사양성교육 및교사의현직연수교
육과정을통해주관적경험에대한질적접근방법및자서전적성찰적연구방법을이론적실제적
으로학습하는 기회가확대될필요가있다. 또한실제교사연구에서 이론화와실험적실천의연결
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유기적 연결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교
원교육과정체제개발이필요하다. 연구자로서의교사에게요구되는실천적변화를바탕으로교사
교육의개선방향을제안하는것은교원교육과정에대한보다엄밀한분석에기초한후속연구과
제로남아있다.
연구자로서의교사개념에대한탐구와논의가이제시작되는단계에있는한국의교육현실에서
는전문성 향상을위한방법적탐구로서의 의미가일차적으로중요시된다. 그러나그와더불어교
사의 실존적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개인적․협동적 인식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사회변혁적 실천의
의미가균형있게추구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엄격한의미에서의교사연구가전개될수있는조
건을 고려할 때에 우리 사회의 교직 문화와 교사교육체제를 조건짓는 분위기는 충분히 성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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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못하다는 반성을하게된다. 교실을교사가읽어야할 텍스트로바라보는관점으로의전환은
학교교육과교실실천의혁신을위한전혀새로운변화의계기를형성할수있다. 이를위하여교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단위 학교 공동체의 문화,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가의 민주적 지도력,
이론과실천의위계적관계를넘어서교사의실천가운데공동탐구를하고자하는대학의교육학
연구풍토의쇄신등다양한변화가동시에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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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 as researchers and the alternative classroom practice

Yang, Eun-Joo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chooling in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serious crisis, which is even called classroom collapse, while we
enter into the era of life-long learning and continuous education. Teachers have been experiencing despair in
the everyday classroom practices, failing to function as the potential agency of transformative change of
schooling. In view of this problematic contex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onception of "teachers as
researchers" as an alternative ideal of a good teacher imag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so-called teacher research movement is reviewed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particularly among British and American academic communities of educational researchers.
Secondly, the three conceptual frameworks are analyzed, which each theorize the conception of teachers as
researchers and teacher research distinctively. They are practical inquiry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of teaching; ways of collaborative knowing about the essential meanings of teachers' lives and
works; and critical action for social transformation.
Thirdly, the characteristic nature of alternative classroom practices is examined as embodied in an
exemplary teacher-researcher, who has engaged a long-term classroom inquiry at a university level based on a
Deweyan experimental spirit.

Key words :

teachers as researchers,

alternativ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 221 -

image,

classroom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