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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교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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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변화는 교사들의 행동과 신념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변화가 교사들에 대하여 가지
는유의미성(meaningfulness)은그들의동기부여를가능케하며교육개혁의성공여부를좌우한다. 우리
의교육개혁은관료제적 행정체제와합리적-구조적접근법에 의존하여왔으며이러한 메카니즘은인
간에 대한 도구적 관점과 외발적(external) 통제, 외생적인(exogenous) 개혁 아이디어, 사물과 인간에 대
한비현실적가정, 학습시간의부족, 일관성의결여, 형식주의, 정서적측면에대한무관심등의문제를
수반하면서 변화과제가 교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유의미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메카니즘은결국피상적, 형식적인변화만을가져왔으며우리교육의근본적인문제를극복하지못하
였다.
이에대한대안은교육개혁의패러다임을바꾸는것이며이는본질적으로교사들의동기유발에초
점을맞춘개혁메카니즘을수립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교사들의주관적현실과변화를위한학습중
시, 현장중심의귀납적개혁과제도출, reinvention으로서의변화과정인식, 업무체제내일관성확보, 시
간에대한새로운인식, 교직의전문직문화형성등에대한각별한노력이요구된다. 교육개혁에의교
사참여는이와같은새로운패러다임에입각한접근이이루어져야하며단순한양적확대는효과를거
두기어렵다.
주제어 교육개혁 교육변화 교사참여
:

,

,

지금까지우리의교육개혁과관련하여끊임없이지적되어온문제점중의하나는정책수립과정
에 교사의 참여가 미흡하여 교사들이 처한 학교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비현실적인 개혁 프
로그램이수립시달되고결과적으로일선교사들의호응을얻는데실패하여원래취지대로실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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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한다는점이었다. 또한관료제적, 중앙집권적통제로인한단위학교및교사의자율성제한과
그에 따른 경직된 형식주의적 학교행정이 개혁 실패의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 왔다. 문제의 요체는 결국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메카니즘이 개혁성공
에 필요한 교사들의 동기부여에 실패해 왔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 문
제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가? 교육개혁에의 교사참여는 그 자체로서
민주적도덕적가치를지니는것이나, 그현실적대처방안모색은결국바람직한교육변화노력을
위한교사들의동기부여가어떻게이루어질수있는가하는현실적질문에서비롯되어야한다.

I. 교육변화의 조건
교육실천의변화는궁극적으로교실에서일하는교사에달려있다. 교육의변화는교육실천에관
련된교사들의 행동의변화를의미한다. 교사행동의변화는그들이과거와 다른새로운행동의패
턴을습득하는 것을의미한다. 인지적학습이론에의하면인간은 외부적자극에직접반응하기보
다는자극에대한그자신의인식과해석에반응한다. 인간행동에있어주관적현실은객관적현실
보다더 중요하다. 사람들은객관적으로 동일한상황에놓여있을때에도 서로다른주관적현실을
가지고 있을 수있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의것과는 매우 다른 주관적현실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주관적 현실의 변형은 변화의 핵심요소이다. 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아이디어와
과정에 대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해석하는 대로 행동하며 그들의 해석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들의
인식과해석이일어나는그들의인지모형(mental model)은그들의과거경험과인성에바탕을두고
형성된다. 교사들은교육개혁에대한 과거경험을통해교육개혁에 대한그들특유의인지모형을
형성하며이는다시새로다가오는개혁에대한인식과반응에영향을미친다. 만일그들이실패하
는교육개혁을지속적으로목도하고체험했다면그들은교육개혁에대한부정적인개념과새로운
개혁에대한낮은기대를갖고있을가능성이크다.
교사행동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변화가 교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유의미성
(meaningfulness)이다. 이는개혁아이디어뿐만아니라개혁과정의모든단계 - 정책형성, 기획, 아이
디어의전파, 실행, 평가 - 에연관된다. 교육변화는교사들의새로운교육실천방법학습을통해이
루어진다. 학생과마찬가지로, 교사들은의미있는학습경험을가질때더잘배울수있다. 교사의
학습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새로획득되는지식과행동패턴이그들의직무에유용하여야하고그
들의성취가 인정되고평가되어야한다. 개혁을실천하기위해필요한 것을배우기위해서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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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원, 주의 깊은 배려, 그들이 갖고 있는 종래의 신념과 행위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
해볼수있는충분한기회를가져야한다.
동기부여에 대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성취
가능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기대할 때 그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된다고
한다(Mohrman & Lawler, 1996).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그들이 새로운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그들스스로중시하는보상을얻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할때이를시도하기위한개인
적노력을쏟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가유의미한변화이며그들의변화노력에대한헌신을이끌
어낼수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meaning)에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소가포함된다. 즉의미는이해(understanding)와애착(attachment)으로구성된다. 사람들은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대하여 감정적인 애착을 지니게 되며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고 지지되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러한 가치가 무시되고 손상되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Evans, 1996). 교사들
은특히 학생들과의인간적인관계를가장 중시한다. 교사가가장 성취감을느끼는때는학생들에
게 자신이 도움을 주어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노력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이
며, 자신의 권위의 원천은 학생의 인정에 있다. 교사의 실패도 역시 학생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교
사의학생에대한애착은따라서교직이갖는본질적인정서이며교사들의주관적현실속에서성
공과실패를결정짓는핵심요소가된다.
사람들이변화에대하여갖는불안감과변화과정에서경험하는상실, 무능력, 혼란, 갈등에서오
는스트레스등은모두정서적인것이며변화에대한행동과태도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다. 변
화에대한저항은주로새로운것을실행하는데서오는불확실성및불확실성이가져오는불안감
에서비롯된다. 자신이기존에해오던것을포기하여야하는데서오는상실(loss), 새로운과제를수
행하는데요구되는능력의부족(incompetency), 새로운상호작용과관계형성에따른지위변동에서
야기되는갈등(conflict), 새로운역할과일하는방식, 규정등이정착되기까지의혼란(confusion) 등은
모두이러한불안감을형성하는요소들이다(Evans, 1996). 사람들이가지고있는인식, 가치관, 믿음
등은매우개인적인것으로서그것을바꾼다는것은지금까지투자해온것의상실을의미한다. 지
금까지많은투자를들이고삶의방식중일부가되어왔던한부분을버리고새로운것을받아들이
는과정은따라서필연적으로정서적인반응을가져오며이성적, 인지적인측면만으로는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실감을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자신의신념체계속에받아들이고그에대하여새로운의미부여, 즉인지적해석과감정적애
착을형성해나가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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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개혁 메카니즘의 속성
1. 관료제적 통제

관료제적 지배체제(governance system)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 및 학교체제는 관료주의
적병폐를그대로안고있다. 인간에대한도구적관점과개인의자율성및창의성제한, 목적과수
단의 전도(goal displacement), 형식주의(red tape), 문서주의, 고객의 요구에 대한 둔감성
(unresponsiveness) 등은쉽게목격되는우리시스템의문제들이다. 형식주의적학교행정, 과다한교
육외적업무로인한본연의교육업무소홀, 행정적규제에따른자율성제한등은교사들이흔히경
험하는고충들이다.
관료제적인 학교체제 내에서 교사들은 상의하달식으로 부과된 과업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
직이게된다. 그들이사전에처방된대로과업을수행하는가여부는감독과통제를통해확인된다.
상급기관에보고하기 위한문서를작성하고결재를 받기위해많은시간을 보낸다. 이러한시간들
은교사들이학생들과함께할시간을빼앗아가는것이다. 정해진규정과지시에따르지않는일탈
행위는제재를 받게된다. 교사들이 지시를따르는것은내재적인 동기보다는그렇게하지않았을
때의 제재와 부과된 임무를 수행했을 때 오는 외발적(external) 보상 때문이다. 교사들의 일은 상당
부분정례화되어있으며그러한정해진양식(routine)을따르는것은자신이할일을하고있다는것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은별로요구되지않으며그에대한인정과공식적보상도별로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체제속에
서교사의사기는높을수가없다. 교사들은학생을위한본연의과업에전념할수없게되며, 이러
한체제는교사들의가르치는일에대한열정(desire)을자극하거나장려하기보다는오히려이를앗
아간다. 이러한양태로운영되는학교에대하여고객인학생과학부모는만족하기힘들게된다.
2. 합리적-구조적 패러다임

이는인간을항상자기이익을위해행동하는합리적존재이며통제및조작이가능한존재로본
다. 인간은보상과제재를통해그행동을통제할수있으며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세상은 질서 정연하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명료하고 선형적인(linear)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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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에의해움직인다. 따라서, 원하는결과는관련된변인들을조작함으로써산출해낼수있다.
이접근법에서는구조, 기능, 과업, 규정과같은공식적요소들이중시되며조직내인간행동을통제
하는데외발적(external) 보상과제재를강조한다. 변화를위한전략도이러한인간행동통제를전제
로 하여 공식적 변인의 조작을 중심으로 수립되며 변화과정은 체계적 시간적으로 조직되고 그 과
정은 선형적이며 명료화된다. 이러한 계획은 합리적, 과학적, 체계적이며 명쾌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대중에대한설득력을지닌다.
이접근법에서는아이디어자체가매우중요하며따라서개혁아이디어를제안하는사람들이중
요해진다. 개혁아이디어들은대부분학교체제밖의인사들에의해주도되어왔다. 정치인, 전문가,
학자, 관료, 산업계, 사회단체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의 아이디어가 개혁기획자들에 의해 채택되고
학교로전달된다. 그때문에, 기본적으로개혁아이디어는위에서아래로흐르게된다. 결정은상부
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처방된 대로 실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와 통제가 학교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다. 교사들은 상부로부터 시달된 명령과
규칙을따르도록요구되며일종의외부적상벌체제에의해통제된다.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Combs(1991)는 1) 이루
어야할목표들이명확하게정의될수있고, 2) 목표가간단명료하고복잡하지않으며, 3) 변화과정
을 개혁주도자들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교육개혁 과정에 있어서,
학교교육에있어서이러한조건이얼마나충족될수있는가? 우리는분명한목표를가지며이에대
한합의를이루고있는가? 교육행정가들은교사를전적으로통제할수있는가? 교사는학생을전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학교를 이완된 조직(a loosely coupled system)으로 보는 견해에 입각해서 볼
때이러한전제조건은과연충족될수있는것인가?
합리적-구조적 접근법에서는 변화의 과정(process)보다는 투입과 산출에 더 관심이 주어진다. 왜
냐하면 과정은 사전에 논리적으로 조직 구성되어 현장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정은 정해
진대로이행되어야하는것으로서公式化(formularized)되며관리통제의대상이된다. 산출을결정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따라서 투입의 질이다. 개혁지도자들은 보다 훌륭한 개혁 아이디어들을 찾
아개혁안에주워담는데열중하며개혁안이시달되고나면산출물이빨리나오기를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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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일/지위/문화
가. 교직문화의 보수성

는 교사의작업형태가 보수적, 현재지향적, 개인주의적으로 특징지어지는독특한학
교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교사업무의 한 특징은 불확실성인데 이는 따라야 할 구체적
교수모형의 부재, 불분명한 영향관계, 다양하고 논쟁가능한 교육의 기준들, 평가시기의 애매모호,
불안정한결과등에기인한다. 이러한불확실성은교사들로하여금하고있는일의변화에대한두
려움을갖게 하고, 이러한두려움은 그들로하여금위험부담있는 불확실한방법을시도하는것보
다는익숙한방법에집착하게하는경향이있다.
교사들은업무의불확실성및그들의성취와직결되지않는보상으로말미암아그들이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생존적
(sink-or-swim) 상황에서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개발해 나가며 내면적 보상을 추구
한다. 이러한문화는본질적으로변화에저항하며, 특히그변화요구가외부의힘에의해부과되는
것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고생해가며 발전시켜온 자신들의 방법은 다
른 외부의 힘에의해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성취해 온 것에대한 무시는 그들을 심적으
로불편하게그리고저항적으로만들것이다.
Lortie(1975)

나. 교사의 지위와 하향식 교육개혁

오랜역사를지닌하향식교육개혁방식은교사의영향력(power)과사회적지위에연관되어있다.
교육개혁의 대다수의 아이디어가 교사보다는 학자, 전문가, 관료나 산업계 지도자 같은 외부집단
에의해주도되었다는인식이교육계에널리퍼져있다. 직업의전문적자격수준에서볼때, 교직은
의사나변호사와 같은다른전문직에비해 덜엄격한것으로인식되어 왔다. 교사들은아웃사이더
들이도전할 수없을정도의전문적 권위를수립하는데실패하였다. 그들은교직에진입하는데필
요한엄격한자격을구축하는데실패하였고따라서최고의우수한인력을교직으로유치하지못하
였다. 이러한권위문제는 누가개혁아이디어를결정하고 개혁과정을주도하는가와관련하여중
요하다. 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권위는 그들이 교육개혁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을 어렵
게한다. 주도권은보다높은권력과권위를지닌자들에의해행사되며그들의아이디어가채택되
게된다.
하향식교육개혁을조장하는사회적인요인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들은산업체나일반행
정조직과완전히같은것은아니다. Weick(1976)는학교조직을 "느슨히결합된체제(a loosely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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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분석하였는데이는일들이약하게, 빈번치않게, 느리게또는최소한의상호의존성을지
닌상태에서서로결합된것을의미한다. 그는학교안의사람들이서로어느정도접촉하고있으나
각 개인이 상당한 정체성을 지닌 채 분리되어 있으며, 그들의 접촉은 완곡하고, 빈번치 않으며, 상
호영향면에서미약하며, 중요치않거나느리게반응하는등의특징을지닌다고주장한다. 그는합
리적기획과 계층적통제의개념을거부하고 안정된하위부속간의느슨한 연계를강조한다. 하위
부속이란 어떤 조직이나 체제 내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항상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Lortie(1975)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건 간에 일단 교사자신
이거기에주의를기울이지않기로하면그지식이교사의행동을통제할수없음을지적하였다.
이러한관점은학교를사람들이의사결정상의자율권을결여한관료제조직으로간주하는전통
적관점과는상당히다르다. 학교에대한관료제적통제가선이든악이든, 만일학교통제에있어서
본질적인함정이있다면학교와교사를통제하는데관료제를사용하는아이디어는치명적인약점
을지니게된다.
system)"

III. 개혁 메카니즘의 문제
관료제적 통제와 합리적-구조적 패러다임에 의한 개혁 추진은 과연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오
는데적합한접근인가? 기존의메커니즘은교사들을동기부여하는데있어서중요한결함을지니
고있다. 다음은개혁메커니즘이안고있는문제들로서교사들이개혁과정및개혁프로그램에대
하여부여하는유의미성을저해하여그들의동기부여를가로막는요소들이다. 개혁메커니즘안의
사람들이이를의식하는가의여부와상관없이이요소들은존재하며깊은속에서암묵적으로작용
하고있다.
1. 인간에 대한 도구적 관점과 외발적 평가/보상에 의한 인간행동 통제

조직목적달성을위한인간의도구화는인간을통제되어야할객체(object)로보고인간의주체성
을무시한다. 인간은자신에게주어진공식적역할외에는그가치가인정되지않으며그가가진창
조성및잠재력의발휘도제한된범위내에서정해진방식으로만기대된다. 이러한시스템은기본
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데 부적합하다. 개인은 주어진 공식적 책임 수행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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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능력 발휘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그에
대한 보상도없는상황에서주어진일외의일을수행하는데서오는위험을감수할의지를갖지못
한다.
기존의개혁메커니즘속에서는외재적인기준으로개인을평가하고외재적인보상과제재를통
해인간의행동을통제하고자한다. 교사에있어가장중요한가치는학생과관련된것이다. 그들의
진정한행복과 쓰라린실패는모두학생과의 관계에서나온다. 학생의 성공은그들의성공이요학
생의 실패는 그들의 실패이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내재되어 있는(intrinsic) 가치이다. 아무리
많은외재적(extrinsic) 보상이주어져도그것이내재적가치가실현되는데서오는만족을대체할수
는 없다. 외재적 조건에 의해 유발된 행동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며
내재적동기에바탕을둔행동이야말로인간의열망(desire)을충족시키며지속성을가지게된다.
2. 개혁 아이디어의 외발성(externality) : 연속성과 연계성의 결여

교사의낮은지위와 power, 교직문화의보수성등의영향으로대부분교육개혁의아이디어는외
부로부터 학교로전달되는 것이전형이 되어왔다. Dewey(1916)는외생적인 아이디어가갖는 문제
점에대하여다음과같이명쾌한지적을내리고있다.
목표는 현재의 조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 현 상
황의활용가능한자원, 장애요소등에기초하여야한다. 우리활동의적절한목적을제시하고자하는이
론들은종종이원칙을위반한다. 그들은우리의활동밖에놓여있는목표들, 구체적인상황형성과무관
한 목표들, 외부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된 목표들을 제시한다. 문제는 이와 같이 밖으로부터 공급된
목표를실현하기위해우리의행동을그리로끌어가야한다는것이다. 그목표들은우리가어쩔수없이
수행하여야하는그런것들이다. 어떤경우에도그러한목표들은우리의지적활동을제약한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중에 보다 나은 것을 예견하고, 관찰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mind)
을표현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들은우리의지적활동과는상관없이외부적권위에의해이미결
정된것으로부과되어우리에게수단에대한기계적선택만을남겨둠으로써우리의지적활동을제약한
다(p. 104).

외생적아이디어는자신의주어진현실에서문제를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
는 일선 교사의 눈에는 자기가 당면한 현실과 연계성(connection)이 부족하고 절실하지 않으며
(uncompelling) 그것보다시급하고긴요한과제가많다고생각할수있다. 그것을받아들인다는것은
종종현실과의단절(discontinuity)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은교사의문제해결을위한내재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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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 역량의 발휘를 저
해한다. 개혁프로그램이자신의 일이라는주인의식을갖도록하지 못하며마지못해이행해야할
새로운부담으로받아들여진다.
3. 비현실적 가정들

합리적-구조적접근법은 개념적, 실천적오류를모두 안고있다. 이접근은 조직내부 및주위의
동태적 흐름과복합성을 무시하고있다. 이는 선형성, 합리성과공식적 구조를 지나치게중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현실(vital realities of the context), 인간의 심리, 변화의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Evans, 1996).
인간보다 사물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구조적 접근은 인간이 사회문화적, 제도적 맥락에서 어떻
게행동하는가에 대한진지한관심을결여하고 있다. 인간은어떤 자극에대하여항상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그들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관심 밖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나타난 행동이며 객관적인 요소들과 그 행동과의 인과관계이다. 그 때문에 인간들은
통제되고조작되어야 할객체로간주된다. 인간행동에대한이러한 단순한가정은인간의동기부
여측면에서 심각한약점을보여왔다. 이러한면에서사람들이 획득하는주관적의미가객관적인
자극보다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이그동안강력하게제기되어왔다.
합리적-구조적접근은현실그자체를지나치게단순화한다. 세상은이접근법에서가정되는것
보다훨씬복잡하다. 많은경우에사물은분명한선형적인과관계에있지않다. 선형성의가정은사
물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서로 얽혀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전통적접근법의단순주의적가정은문제상황의복잡성을이해토록하는데실패해왔다.
이 접근법의 또 다른 문제는 투입과 산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혁의 실천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다. 과정은 관련된 객체들간의 분명한 선형적 관계에 기초하여 공식화되기 때문에 산출물의 질을
결정하는가장 중요한요인은투입의내용이라고 인식된다. 과정은단지 관리통제되어야할대상
으로인식되며창조, 재창조되는것이라는인식은결여되어있다. 투입과산출에비하여과정에대
한상대적으로낮은관심은산출의질에영향을미치는과정변인에대한적절한지식의결핍을가
져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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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의 문제

교육변화를 교사의 학습과정으로 보면 교사들도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Dwyer, Ringstaff와 Sandholtz(1991)는 교수방법의 변화가 '진입-채
택-적응-조절-창조'의 단계를 통해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들
의 신념의 변화이며 이는 시행착오와 연속적인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교사가 학생과 상호
작용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교수방법의 조그만 변화조차도 이러한 진화론적 발전 과정을 거치
며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학습(learning)하고 옛것을 버리는 일
(unlearning)의어려움은개혁주도자들에게는거의인식되지못해왔다. 교육의변화는하나의과정
이지일회적사건이아니다.
그러나정치적환경은개혁주도자로하여금결과생산을서두르도록하고이해당사자들에게자
신이무엇인가를 하고있음을알리기위해 또다른새로운개혁으로 움직이도록강요한다. 개혁의
진정한결과는그들이기다리기에는너무느리게나타나기때문에그들은투입(input) 지향적이되
고상징적인(symbolic) 것을추구한다. 개혁주도자들에게는그들이어떤프로그램을얼마나많이시
달하였는가가프로그램의실천이질적으로얼마나성숙되었는가보다더중요하다. 따라서이전의
프로그램이 교사들에 의해 학습되고 실행되기 이전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배달된다. 그러면, 이
전프로그램에주어졌던관심과자원은새로운프로그램으로옮겨가거나분산된다. 교사들은새로
운프로그램에최선을다할것을요구받고관료제속의어느누구도이전의것을돌보지않는다. 이
전의것에대한학습은더이상장려되지않는다. 결국교사들의학습이완성되지않으므로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혁은 피상적 변화에 그친다. 시간의 부족과 자신의 일을 완성했다는
느낌의결여는교사들이경험하는고질적문제이다. 일을완성했다는느낌, 흥분과성취감등은어
떤교육적변화에있어서도가장강력한자극제가된다.
정치가들의 정치적 시간의 틀(political time frame), 행정가들의 기술적 합리적 시간의 틀
(technical/rational time frame)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시간의 틀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자에게는아래서진행되는일의속도가느려보인다는 Hawking의이론은학교에도그
대로 적용된다(Hargreaves, 1994). 교사들은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시되는 나름대로의
주관적 시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사가 하는 일의 속성 -완성(completion), 상황(context) 및
인간(people) 지향적-과 연관된다. 정치가, 행정가의 시간의 틀-일정(schedule), 표준화된 절차
(standardized procedure) 및 과업(task) 지향적-을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로서 변화노력에
집중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시간을 방해하며 그들의 개인적 성향, 태도, 관심, 개성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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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학습경험의기회를박탈하는어리석음을범할수있다.
5. 일관성(coherency)의 결여

대부분의경우개혁안은복수의프로그램들을포함하며종종마치백화점에상품진열되듯나열
된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신중한 조정 없이 별개로 실행되며 당연히 서로 상충되는 프로그램들이
나타난다. 교육개혁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는 하나의 개혁안을
상충되는아이디어와실천의복합체로만든다. 프로그램간의유기적인조정이없는개혁안은조각
난프로그램의집합(aggregation)이된다.
새로운프로그램들은종종이전의프로그램들과단절되며이러한현상은주기적으로반복된다.
교육이진지하게진전을보이려면교사들은단순히새롭고근사해보이는프로그램보다는실제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그들의 노력을집중함으로써 그 시계추(pendulum)를 멈추게 해야 한다. 연속
되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에서의 비일관성과 불연속성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직접 고통을 겪지 않으며
고통을 겪는 자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다. 전자는 과거의 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으나, 교사와
학생들은과거에 해온것을그냥무시할 수가없다. 만일 교사들이그들의교수방법을변화시키려
한다면지난수십년간그들이이룩해온교수법뿐만아니라그들의학생들이경험해온학습법을
무시할수없으며이를극복하는데는많은시간과노력이요구된다.
또한교사들은그들의업무를수행하면서여러가지갈등을겪게되는데이들갈등은그들의변
화노력에대한집중도를저하시킨다. 자신이교사로서추구하는가치와현실적교사평가기준간의
불일치, 자신의 교육철학, 교수방법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의 불일치,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외
부로부터부과되는일과의불일치등에서오는갈등또는딜레마는교사의시간, 노력, 에너지를분
산시키고성취감보다는불만, 죄책감(guilt), 회의등을가져온다.
6. 형식주의, 안전을 위한 가장(safe simulation), 강화(intensification)

형식주의(formalism)는 개혁 메카니즘의 중요한 속성인 동시에 다른 속성들로 인해 학교체제 속
의구성원들이 나타내는유형화된행동적반응이라고도 할수있다. 교사들이자신의현실을표현
하는데흔히사용하는용어중의하나는 이중잣대 또는 이중장부 이다. 이는학교내에존재하는
비일관성에서비롯된다. 비현실적가정에기초하여수립된개혁과제는교사들에게의미있게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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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지 않으며 그들의 내재적 변화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 교사들은 관료제적 통제 속에서 이
를수행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놓이게되며그들이택하는현실적인선택은 안전을위한가장
(safe simulation) 이다. 이는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척하는 행동을말한다. 사실 관료제적통제 시스템에서는이러한 방식의 생존이가능하다. 공식적
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안전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성취
감을얻을 수는없으며진정한 변화노력을유발하지 못한다. 안전을 위한가장 은교사들의 열망
(desire)에 기초한 헌신(commitment)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피상적인 변화에 그치게 한다(Hargreaves,
1994). 변화는형식에그치며본질은바뀌지않는다.
이러한 변화의 실패와 지속되는 학교의 보수성은 학교의 속성에 맞지 않는 개혁 메커니즘이 초
래한 결과이다.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변하지 않는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 메커니즘을 본질
적으로변환시키기보다는지금까지해온방식을더강화(intensify)하는경향이있다. 더많은유사한
프로그램들이제안되고 교사들에게더많은과제가 주어진다. 교사의일은 증가되며더많은강화
된지시들이 학교에시달된다. 새로운 과제에대한교사연수가 실시되고실천여부를점검하기위
한평가가이루어진다. 강화(intensification)란점점바빠지고, 구속되고종속되며자율성이줄어드는
반면 일의 종류와양은 늘어나나 일의 질은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Hargreaves, 1994). 교사들에게
는보다더많고다양한과업이요구되나스스로의연구와경험을통해새로운지식과기술을습득
하기보다는 외부전문가의 처방을 따르고 의존하게 된다. 결국 교사들은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가며, 자신이하는일에대한완성도는점점낮아지고성취감을느끼는것은더욱어렵게된다.
이러한현상은결국형식주의와 안전을위한가장(safe simulation) 을더욱심화시키는악순환을초
래한다.
‘

’

‘

‘

’

’

7. 정서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

변화에대한동기부여는변화요구및실천과정에대한인식, 해석, 가치판단등의지적인작용과
그에대한 감정적수용여부에따라 결정된다. 논리적으로옳고 타당한아이디어에대하여도사람
들은부정적인정서적반응을보일수있다. 새로운과제를수행할능력을가지고있어도새로운시
도에따른결과가자기가중요시하는욕구와가치를충족시켜주지못한다면동기부여는제대로일
어날 수 없다.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적인 부정적 반응-상실, 불안, 혼란, 갈등-은 변화의 동기
를 저해하고 변화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한다. 교사들의 주관적인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미부여(meaning-making) 과정을이해하는것이며이는그들이가지고있는감정의원인까지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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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이해하는것을의미한다. 논리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된개혁논리와프로그램이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것이 교사들의 감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
문이며이는다시말해교사들에게유의미한변화과제로받아들여지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
이다.
기존의 개혁 메커니즘 속에서 교사들은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인 성취감과 긍지를 갖기 힘들
다. 종종현장과의연계성을결여한 채하향식으로부과된비현실적 과제수행이이루어지는형식
주의적학교행정체제속에서, 내재적동기보다는외발적보상에의한동기부여를강조하는교육정
책 시스템 속에서 교사들은 성취감을 맛보기 어려우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느끼기도
힘들다. 교육개혁이 시도되면 될수록 교사들의 불만과 회의가 늘어나며 사기는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혁정책에대한경험이많은교사일수록새로운개혁에대한기대는낮다. 부정적인경험
은부정적인기대를형성하고부정적인반응을가져오게한다. 이러한교사들의정서적, 심리적상
태는개혁성공의저해요소가되는한편개혁의성공을위하여극복되어야할과제이다. 문제는그
것이교사들본래의결함이아니라기존의개혁메카니즘속의반복되는경험의결과로형성된것
이라는점이다.

IV. 교육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사참여
기존개혁메커니즘의문제는결국현장에서개혁을실천해야할교사들을동기부여하는데있
어결함을안고있다는것이다. 수많은개혁노력이있어왔고많은자원과시간이투자되었음에도
학교교육이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은 개혁의 내용보다도 개혁이 추진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정과 그에 기초한 접근법이 개혁
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현장의 교사들이 형성하는 주관적인 현실과 불일치 하는 데서 비롯되며,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혁과제와 그를 둘러싼 업무체제 속에서 교사들이 갖는 경험이
그들에게 유의미(meaningful)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것이다.
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향을설정하는것은어렵지않다. 앞으로의교육개혁노력이교사들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개혁 메커니즘을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에의 교사참여는
이러한 새로운 개혁 메커니즘 수립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존의 개혁 패러다임을 고수하
면서다만교사의목소리를좀더듣기위한이런저런기회를확대하는수준의대안으로는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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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수없다. 참여그자체보다도왜교사의참여가이루어지지않으면안되는가에대한본질적
인질문과대답이선행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
1. 주관적 현실에 대한 정책 초점

인간행동은자신이인식하는주관적인현실, 즉자기가놓여있는상황에서자신이경험하는주
관적인 세계(constructed realities)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의 인간행동의
변화를의도하는것이라면현장에있는사람들의주관적인현실을정확히이해하는데서출발해야
한다. 객관적으로는동일한조건에서도사람들은 서로다른주관적인현실을 가지고있을수있으
며 그에 따라 동일한 과제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인식과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정책은그결과를예측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나타난결과에대한효과적인대응책도마련할수
없게된다. 현장에있는사람들의주관적인현실에대하여제대로알지못하고정책을추진하는것
은마치장님이길을나서는것과같다. 이와관련, 정책담당자들은질적인접근법을통한정책연구
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입견을 버리고 현장의 내부자적 관점(insider's viewpoint)을 이해하기 위
한진지한 노력을강구하여야한다. 이러한노력은현장의교사들을 이해하여정책의타당성을높
이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진지한대화를통해신뢰로운관계를구축하는출발점이될수있다.
2. 변화를 위한 교사의 학습

교사들의행동변화는곧교사들의학습을통해이루어지며학습이란새로운변화에대한의미형
성(meaning-construc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반
응을 보이는데 이는 행동, 태도, 정서적인 양태로 나타난다.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변화과제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이며 이에대한판단은 그들의욕구, 가치관, 신념, 기대등에 좌우된다. 이
러한학습은일회적인사건(event)으로일어나는것이아니라일련의경험을통해이루어지는과정
(process)이며따라서기본적으로어느정도의시간을요구한다. 성공적인변화는자신의학습을완
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외양과 형식의 수준을 넘어 신념의 변화단계까지 이를
때비로소지속가능한새로운행동변화로정착될수있게된다. 따라서변화의핵심요소는그변화
의유의미성, 학습경험의기회와여건, 그리고학습완성을위한시간의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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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의 시작은 현장으로부터 - 연속성과 연계성의 확보

학교현장의 절실한 필요에서가 아니라 외부 원천(source)으로부터 시작되어 하향식으로 학교에
전달되는 외생적인 개혁 아이디어들은 현장 교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개혁과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
게되고또한 Dewey가지적한바와같이과제수행에있어교사들의지적역량을극대화시키지 못
한다는것이다. 또한, 교사들은이러한과제를수행하는데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하는반면자신
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과업에상대적으로소홀하게된다.
따라서학교교육의변화를위한개혁과제는학교현장에서발굴되고형성되어야한다. 학교교육
의문제는교사들스스로가가장정확하게이해하고있으며그들의손을거쳐해결될수밖에없다.
교사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로부터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 스스로 또는 학
교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렴되어 행정적, 제도적인 과제로 추출되는 개혁과제의 귀
납적인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개혁과제는 교사들의 업무에 연속성과 연계
성을부여할수있으며개혁과제를유의미하게만들수있는필수불가결한조건이된다.
4. 창조, 재창조(reinvention)로서의 변화과정

어떤 개혁과제이든 그것이 개개인 교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매우
개인적인(personal) 것이다. 교사들은자신들의현실적인여건 -능력, 지원체제, 조직환경등- 속에서
새로운과제에 대한재정의(redefinition)를내리고 채택여부및그 정도를결정한다. 자신이 놓여있
는 상황에서 현실과의 타협(compromise) 또는 적응(accommodation)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의개혁안은수정또는재창조된다.
중요한것은정책결정자들이이러한변화과정의속성을이해하는것이다. 정책과제는그것을받
아들이는 교사들의 주관적 현실,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상황(local context) 속에서재창조
된다. 자신이 시달한 정책안이 다양한 상황(context)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
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며, 오히려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동시에궁극적으로정책효과를거둘수있는실용적인관점이라할수있다. 정책실행과정을단순
히공식화하고그내용을표준화하여획일적인것을기대하고그에대한일탈을방지하기위해노
력하는접근법은실패를예약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중요한것은본질이지형태가아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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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학교의 서로 다른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신축성 있는 정책실행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노력을 기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
한조건이된다.
5. 업무체제 내의 일관성(coherency)

교사들이처하는현실에서의여러가지비일관적인요소들은그들의변화노력을저해하는또하
나의중요한걸림돌이다. 교육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교사들의업무체제가의도하는변화의방
향으로초점이 맞춰져야한다. 그들이 의미를부여하고실천하는일과 그들에대한평가기준은일
치해야 한다. 서로 모순 상충되는 역할이나 교육방법, 가치, 기준 등은 최대한 합치점을 찾아내어
교사들이 딜레마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형
식주의를 해소하는방안으로서또한의미를지닌다. 교육의본질과형식이따로놀때본질은훼손
되고형식주의가횡행하게된다. 본질추구에도움이되지않는형식은형식으로서의의미를더이
상지니지못하나사람들은종종형식의노예가되어본질을소홀히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교
사들은내재적동기에충실한의미있는과업수행을할수없게되고실질적인교육의진전을실현
할 수 없다. 개혁과정과 학교교육 체제 내에 존재하는 비일관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변화노력에
초점을맞춘개혁메카니즘을수립하는것은교사들의동기부여를위한절실한과제이다.
6. 새로운 시간 개념

교사들은나름대로의시간의틀(time frame) 속에서일하고있으며그것은그들이하는일의속성
과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들에게중요한 것은객관적시간이아니라 그들이인식하는주관적시간
이다. 이는자신들이당면한과제와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우선순위, 시간배분, 과업완성에소요
되는시간, 시간활용의능률성등과 연관되며교사들은자신들의전체 업무속에서주관적으로설
정하는현실적인시간활용계획을가지고있다. 문제는정책결정가나행정가들은자신들이추진하
는과제의관점에서만부분적으로교사의일을바라보며자신들이요구하는스케줄에맞추어교사
들이일해 줄것을바란다는점이다. 수많은과제들이동시에 교사들에게부과되며각각이요구하
는스케줄이있다. 더구나교실과멀리떨어져있는행정가들은학교에서의시간진행이너무느리
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administrator's impatience).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시간적 요구는 교사가지닌
주관적 시간의 틀을 방해하기 쉽다. 또한 교사는 개혁과제가 늘어날수록 업무부담에 시달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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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의부족은교사가겪는 고질적인현상이며자신의과업을 완성시키지못하고있다는죄책
감(guilt)을갖게하고 안전을위한가장(safe simulation) 을초래하는주요원인이된다.
교사의변화노력은학습의과정을통해이루어지며학습에는시간이소요된다. 학습시간의부족
은교육개혁이 겉돌게되는원인중의하나이다. 너무나많은 과제가동시에주어지는데서문제가
나타나기도하지만가르치는일과상관없는무의미한문서처리등과같은잡무가시간을빼앗아간
다. 또한외부기관등에서요구하는 업무처리시간이너무급박하여 교사들에게어려움을주고가
르치는 일에까지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로 하여금 의미 있는
변화노력에집중할수있는시간적여건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해교사들에게요구되고또
한 그들이 중시하는 시간의 틀은 무엇이며, 무엇이 교사들의 바람직한 시간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가를분석할필요가있다.
‘

’

7. 전문직 문화의 형성

이상의논의들은주로정책결정자나행정가와같은개혁주도자들이채택하여야할새로운접근
법에대한것이었다. 그렇다면교사들은어떤노력을하여야하는가? 교사들은어떤방향에서어떤
방식으로교육변화노력을경주해야할것인가?
교사의일이어느정도전문직의성격을지니며전문직으로발전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
반대하는사람은별로없을것이다. 전문직은그직업에진입하기위해오랜준비기간동안교육훈
련과정을거치며, 전문지식과기술, 경험을바탕으로그능력이형성되고, 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
스스로 엄격한직업윤리를 설정하고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동료 간의 평가를중시하고, 고객
에게봉사하는소명을갖는다는것을특징으로한다. 전형적인전문직의기준에서볼때교직은현
실적으로는그요건을충분히갖추지못하는경우들이나타난다. 그것은교원의수급상황, 양성연
수 체제의 미흡, 학교조직의 관료제적 통제, 교원의 공직자 신분, 교육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등과
밀접하게관련된다.
현실적인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교직이나아가야할방향은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이
다. 이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과 개념적, 실천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관료제 속의 수동적인
통제대상으로서주체의식을결여한채일방적으로부과되는과다한그러나무의미한과제를수행
하며불만과회의를지닌채본연의업무의질을낮추는상황을탈피하는길은관료제적통제보다
는 전문직 스스로의 기준에 따른 자율적 통제를 따르고,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과업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과업을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며, 상부기관에 대한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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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고객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주
인이 되고 자율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전문적 능력과 도덕성을 유지 발전시켜 업무의 질을 향상시
킴으로써 고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일로부터 성취감과 긍지를 얻는 것이 전문
직화의방향이다.
여기서중요한요건이되는것은자율과책임이다. 관료제속에서는자율이제한되는반면책임
도부분적이며유한하다. 어느면에서는이러한체제속에서사람들은더편하고안전할수도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는 것은 전문직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수있듯이그러한시스템이교육의진정한변화노력에도움을주지못하고오히려이를저해한
다는것이다. 따라서전문직화로가는것은학교교육과교직이발전할수있는유일한방향이며자
율과책임도받아들이지않으면안되는길이다.
협동(collaboration)은 전문조직화 된 학교가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의미있는교육변화를성취한학교들의공통점은개인주의보다는협동적인문화를형성하고있는
경우가많다. 협동은조직내의 갈등을완화해소하고합치점을 이루어냄으로써보다응집된변화
노력을 가능케 하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의사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변화의 전파
속도를높이는효과가있다. 협동은또한전문직종사자간의자기계발노력의중요한형태가된다.
지식, 기술, 경험의 상호 교환을 통한 전문적 역량 신장은 이미 많은 교사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교직의전문직화는또한현재문제가되고있는교원의권위와지위하락에대한유일한대처방
안이다. 교원의권위와지위는국가가 특별법을제정하고보수를올려주는 방법으로향상될수없
다. 교원의권위는본질적으로학생과의관계에서나온다. 환자를잘고치는의사가의사로서의권
위를지니듯이 교사도학생을지도하는능력에서 권위가나오는것이다. 권위의요소는능력과도
덕성을바탕으로한신뢰(trust)이다. 학생이교사의능력과도덕성을인정할때교사와학생간에신
뢰가형성되며 비로소교사의권위가수용되는 것이다. 교사의지위는 결국교사의권위를반영하
는것이다. 교직을전문직화하는것은교사의권위를향상시키기위한요건을갖추는길이다. 전문
직이전문직으로서인정받는것은그권위의근거가되는전문적능력과도덕성때문인것이다. 교
사의권위는결국교사스스로세울수밖에없는것이다.
정치가와행정가가교직의전문직화를돕는길은행정적, 제도적으로전문직의요건이갖추어질
수있도록 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교사들이전문적역량과도덕성을 확보하는데장애가되는요
소들을해소하고 자율과책임을존중하며협동이 촉진될수있도록측면에서 돕는것이다. 중요한
것은이러한전문직화를위한교사들스스로의노력과행정적인지원이지속되고상승적으로작용
하여학교체제내에전문직문화(professional culture)가형성되는것이다. 이러한문화속에서는전문
(accountability)

- 72 -

교육개혁과 교사참여

직적인 사고와 행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손상하는 어떤 움직임도 배격된다. 업무의 질
을 향상시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직 본연의 노력이 장려되고 추구된
다. 학교교육의질적향상과교사들의전문적권위의회복은이러한문화속에서그희망을찾을수
있다.

V. 맺는 말
교육에있어서의의미있는변화는교사들의행동변화에의하여실현되고그것이일시적인행위
의변화가아니라신념의변화에기초한내재적동기에의한변화의수준에이를때비로소진정한
변화가이루어진것이라할수있다. 현재교육개혁이이루어지는방식과환경은이러한진정한변
화가이루어지는데필요한요소들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정치가, 행
정가, 교사, 일반사회모두이러한본질적인문제를인식하고어떻게하면그러한조건들을마련해
나갈 것인가에초점을 맞추어 방법을논의하고 각자의 주어진역할 수행을 통해기여하는 것이다.
교사의내재적 동기유발외에교육변화를진정으로 실현시킬수있는방법은 없다. 교사들은이러
한진정한변화를이루어가는과정에서비로소그들의권위와지위를높일수있다. 학교교육의고
객인학생, 학부모, 일반사회는이를통해서만양질의교육서비스를공급받을수있다.
정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이 원하는 변화가 교사들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유의미성을 손상시키는 현 시스
템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변화의 메카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사들은전문직화를위한스스로의노력을기울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현시스템속의안주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교사들은 전문적 능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신뢰
를회복함으로써그들의권위와지위를확보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노력이결집될때전문성
에기초한새로운교직문화가형성될것이며그것이우리학교를살리고교육의질을높이는궁극
적인행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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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Reform

Inhee Kim(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 educational change takes place through the change of teachers' behaviors and beliefs. The
meaningfulness of a change to teachers helps them motivated and this assures a successful outcome of the
change effort. The mechanism of our education reform has been highly dependent upon the bureaucratic
governance system and the rational-structural approach and it is to blame for the loss of the meaningfulness of
change tasks while accompanied by the perspective on people as an instrument and the external control over
them, the externality of reform ideas, unrealistic assumptions on things and people, lack of time for teachers'
learning, incoherency in teachers' work, the formalism in school, and the ignorance of teachers' emotional
aspects. As a result, it has brought about only superficial changes in our school lea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untouched.
A response to this problem is to transform the current paradigm of education reform and it is to establish a
reform mechanism which is focused on the motivation of teachers. For this, we need to make special effort for
some tasks: respect of teachers' subjective realities and their learning for change; inductive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hange tasks; understanding of change process as reinvention; improvement of coherence in
teachers' work, understanding of the time issue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e creation of a professional
culture in schools. Teache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reform has to be approached from this new paradigm.
Just a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ir participation is likely to be another meaningless effort.

Key words : education reform, educational change, teacher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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