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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조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사에게도 창의성, 상상력, 통찰력, 심미안 등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
양성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이론 중심적인 수업과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에
게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양성교
육에서 예비교사들이 기존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직과 교사> 수업에 스마트폰 영화제작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직
과 교사에 관한 학생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2년 1학
기 S대학교의 수업에 참여한 총17명의 학생이며, 2012년 4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총 9
주에 걸쳐 수합된, 총 147편의 개인 저널과 수업관찰일지, 면담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직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주제는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와 인간관계,
교사양성제도 등으로 주로 교직 입직 단계의 주제에 집중되었으며, 법규나 제도적 측면보다
는 학교 현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과 교사에 관한
선행 인식 및 관점은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이해, 교사의 “모범”적 삶에 대한 당
위적 인식,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변화, 교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형
성 등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점이 보다 확장되고 수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교사 양성 교육과정, 학습 경험, 학습 과정,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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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선 지식창조사회의 도래는 지식근로자가 아닌 새로운 인간상을 요
구하고 있다(Nonaka, 2010). 미래학자 Pink(2012)는 새로운 시대를 ‘개념과 감성의 시대’로
보고 미래 인재의 조건을 6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미래 인재는 예술적, 감성적 아름
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인 하이컨셉 재능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인 하이터치 재능이 필
요하며, 디자인(design), 스토리(story), 조화(symphony), 공감(empathy), 유희(play), 의미
(meaning)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argreaves(2011)도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은 창의력, 융통성, 문제해결력, 정교성, 집단지성, 전문적 신뢰, 위험
감수, 지속적인 발전을 함양하고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미래 사회는 우리에게
조화, 공감 등의 감성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에게도 전공 교과 지식 중심의 전문성에서 벗어나(소경희, 2003;
Hargreaves & Fullan, 2000), 창의성, 상상력, 통찰력, 심미안 등의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하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진동섭, 한은정, 2013).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연구자들은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실행가(practitioner)가 아닌, 학교
교육의 실제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개발하는 설계자(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소경희, 2003; 진동섭, 2012). 또한 Hargreaves(2011)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
식사회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동료와 팀으로 일하고 학습하며, 집단 지성에 기초해 사고하는
능력 등의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이론 중심적인 수업과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양성교육 기관에서는 지식 전문성을 위주로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서윤경, 2009; 임
연기, 2009), 교직 과목 수업들도 이론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비교사들의 자세나 태도,
신념 등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찬, 2002). 교사양성교육
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지식창조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양성교육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기존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의
틀을 극복하고, 창의성, 상상력, 감성 등을 갖춘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기존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갖는 제한적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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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사고를 통해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Eisner(2007)나 Gardner(1993, 1998)
와 같은 교육학자와 인지심리학자들은 예술을 인간이 지식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사고방식 중의 하나라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의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느끼고 지각하고 사
유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곽덕주, 2014; Read, 2007). 또한 최근의 예술은
감정의 고무나 정화 등의 가치뿐만 아니라(Read, 2007), 지식과 진리를 이해하는 사고방식
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조영태, 2009).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예술을 활용한 교육
이 논리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왕동, 2011;
태진미, 2011; Tishman & Palmer, 2006; Root-Bernstein & Root-Berstein, 1999).
이에 진동섭, 한은정(2013)은 기존의 교사양성교육에서 제기되었던 교육의 ‘질’을 개선하
기 위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인 감성, 창의성, 상상력 등의 예술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합 예술 장르인 영
화를 활용하여 유기적인 학습 과정으로 구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학생들도 손쉽게 제
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 제작 교육방법에 착안하게 되었다. 영화는 초중등학
교의 선택교과 및 재량활동으로 운영되는 등(서인숙, 2004)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교육적
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인희, 2000; 이찬복, 2005; 정재형 외,
2004; 정영근, 200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영화는 대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정영근, 2003),
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서인숙, 2004;
정재형 외, 2004; 황보성진, 박지윤, 이은희, 2010),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을 통
해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의 사회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
과가 입증되고 있다(이찬복, 2005).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의 발달로, 과거에는 전
문가의 영역이었던 영화 제작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다른 예술 장르에 비
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교사양성기관에서 스마트폰 영화 제작 과정을 활용한 수업
을 구안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2012년 1학기, S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직과 교사｣ 강의에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수
법을 적용하고, 이에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습 과정의 분석 방법은
학생들이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성주의적 관점
에서 이루어진 학습 과정 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김병찬, 2002; 김정화, 2003; 신기현,
2002, 2003). 즉 학생들이 영화 제작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선행 지식 및 관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학습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표현되는지를 분석한 후, 학습 과정에서 나타
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양성기관에서 영화 제작 활용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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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져오는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교사양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화의 교육적 활용과 효과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빠른 파급 효과를 갖고 있으며, 영화가 갖고 있는 영향력
과 중요성은 다른 어떤 대중문화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전숙희, 2011). 이에 정영근(2003)
은 영화가 현대인의 문화 생활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실천을 위한 인식의 학문인 교육학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즉 영화 읽기를 위한 교육과 영화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시대의 필연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Eisner도 종합예술로서의 영
화에 주목하고, 영화를 통해 교육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재형, 2011).
그에 따르면 영화는 다양한 표상과 그 처리 양식을 결합하는 수단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다. 영화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 등장인물에 관한 대리 경험, 언어의 인습적 ․ 비인
습적 사용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이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Eisner, 1994: 104).
영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만들기’(making)와 ‘읽기’(appreciating)로 나누
어진다(Michael & Miranda, 2009). 만들기 영역은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물로서 미학적 통
제(aesthetic control)가 이루어지고, 읽기 영역은 미학적 이해(aesthetic understanding)가 이
루어진다. 미학적 통제와 이해는 비평적 수용과 창조(critical engagement and creation)로
귀결되며, 이상의 4개 영역은 교육적 연속성을 위해 상호작용한다(이아람찬, 2010: 131). 여
기서 ‘만들기’는 다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화 제작을 가르치는 ‘영화 제작 교육’
과 영화 제작을 활용하여 교과를 가르치는 ‘영화 제작을 활용한 교육’이다. ‘영화 제작 교
육’은 대학의 영화 관련 학과나 일부 중 ․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영화 제작 과정 및 기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은 ‘영화 제작을 활용한 교육’(이하 ‘영화 제작 활용 교육’)으로 학생들로 하
여금 특정 교과의 내용에 대해 자발적 ․ 창의적 ․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영화 작품을 최종 산출물로 삼아 이를 위한 일련의 제작 과정을 통해 능
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즉, 영화 제작 과정이 일종의 학습 과정이 되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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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 ․ 연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 과정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이양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그들이
구성하는 지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이
인희, 2000; 정재형, 2011).
선행 연구 중 ‘영화 제작 활용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영화와 교육을 접목
시킨 연구는 대부분 ‘영화 읽기 교육’ 또는 ‘영화 제작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인숙,
2004; 오진곤, 1999; 이인희, 2000; 이찬복, 2005; 정재형, 2004; 황보성진, 2010). 그 중에서
학습 과정의 특성상 ‘영화 제작 교육’이 ‘영화 제작 활용 교육’과 유사하므로, 이에 초점을
두어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제작 교육은
교육 활동이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협동심, 책임감, 대인관계능력 등의 측
면에서 효과가 있다. 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2004)에서는 영화 제작에서 요구되는 협
동학습이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함양해 주며, 인간
관계의 개선과 자아 존중, 교과목에 대한 선호와 교사에 대한 신뢰 등 긍정적인 효과를 산
출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안적인 학습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협동심, 책임감, 소속감, 대인관계 능력,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영화 제
작 교육의 효과로 보고 있다(서인숙, 2004; 이찬복, 2005; 정재형 외, 2004; 황보성진, 박지
윤, 이은희, 2010). 둘째, 영화 제작 교육은 영화의 속성과 제작 과정의 특징으로 인한 교육
적 효과가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영화의 직관적이고 구상적 접근 방법은 대상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정영근, 2003), 현실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서인숙, 2004; 정영근, 2003; 정
재형 외, 2004; 황보성진, 박지윤, 이은희, 2010). 또한 예술적 감성과 미적 인식, 공감 능력
등이 발달할 수 있다(정재형 외, 2004).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영화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
에서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와 자발적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서인숙, 2004; 정재형 외,
2004). 그리고 기획과 조직 편성, 리서치 능력, 문제분석 능력,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
결 능력, 논리적 사고 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이 함양될 수 있다(이찬복, 2005).
이러한 영화 제작 교육의 효과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의 효과,
즉 대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
력의 신장과 관련이 있다. 즉, 예비교사들이 ‘교직과 교사’ 수업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과
정에서 교직이나 교사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관점이 아닌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교직이나 교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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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 교육에 대한 한계와 관련해서는 영화 제작 과정보다는 영화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영화 이해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이미지를 중
심으로 상호 소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상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영화가 문화 산
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유도해내어 수동적으로 소비시키고 있다는
점, 영상문화가 주로 직관과 즉흥적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화, 추상화 능력
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다(정영근, 2003).

2.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새로운 방법적 시도와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수법
교사양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결국 학생
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 즉 수업의 질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 대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길양숙, 2011). 즉 실제 수행되는
교수 학습 장면에서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
의 특정 교과목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경험
을 분석해왔다. 마이크로티칭(서윤경, 2009), 반성적 저널(김병찬, 2002; 노경주, 2012; 신동
일‧김나희, 2006; 조덕주, 2009; 홍재영, 2012) 포트폴리오(손영민, 2007; 임승렬, 2000), 액션
러닝(박수정, 2012) 등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마이크로 티칭은 196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을 받기 전 준비
단계로 개발된 것으로(조영남, 1993), 수업 시간, 규모, 내용 등을 5분～20분으로 축소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여 피드백함으로써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Jensen, 1997).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수업 사례를 분석한 서
윤경(2009)은 반성적 실천, 전문가적인 태도 형성,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 등의 효
과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교수법은 한 가지 수업 기술을 숙달하는 데에는 도움
이 되지만, 한 가지 수업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전적으로 탈맥락적이라는 점, 수업 시
간을 짧게 설정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Davis, 1982).
최근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성적
교육이다. 반성적 교육은 교사들로 하여금 상황이나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하
고, 이를 통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Zeichner, 1986). 이것은 개별 교수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관점으로서, 이를 위해 저널

- 178 -

스마트폰 영화제작 교수법을 통한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쓰기, 포트폴리오, 현장 실습 등이 구체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반성적 저널 쓰기는 여러 과목에서 예비교사의 성찰과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전공교육 과목에서 수업시연과 더불어 수행되기도 하고(홍재영, 2012), 교직 과목
인 교육행정학 원론이나 교수법 강좌에서 이론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
도 하였다(김병찬, 2002; 노경주, 2012). 또한 예비 영어교사들이 교생 실습, 스터디 모임,
석사 논문 연구 등의 대학원 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도구
로도 활용되었다(신동일, 김나희, 2006).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일정한 체계에 따라 학습자의
성취물을 모아 놓은 것으로 학습자의 성과물과 능력을 폭넓게 준다는 특징이 있다(Barton
& Collins, 1993). 학습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
점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반성적 사고를 진작하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한다는
점,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 증진된다는 점(송명섭, 1997)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손
영민(2007)은 티칭 포트폴리오의 효과로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재확립, 교수활동에 대
한 성찰의 기회 제공,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증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책임감의 강화, 협력적인 교사 문화 형성에의 기여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활용을 통해 얻는 효과들은 대부분 반성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액션러닝은 1940년대부터 기업의 조직 개발 방법으로 출발한 것으로, 현장에서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해 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방법이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이 방법은 그동안 대학의 강
의에서도 적용되고(장경원, 박수정, 2011), 학교와 교사, 학교컨설턴트의 전문성 개발의 방
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장경원, 2011). 최근 박수정(2012)은 액션러닝을 교육행정학 강의
에 적용한 결과, 팀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학교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렇게 교사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적 시도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기술 발전, 관련
분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티칭은 비디오
가 발달하면서, 포트폴리오는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교사양성교육의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반성적 교육은 교사교육에서 구성주의와 같이 교사 자신의 경험을 통한 학습
이 강조됨에 따라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1). 또한 액션러닝은 기업 경영에서 조직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팀 활동이 강조되고, 이것이 학교교육이나 대학교육에 도입되면서 교사교육
1) Korthagen et al.(2007)는 선행 연구에서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적 이론들을 활용하여,
반성적 접근을 옹호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 179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 둘째, 이들 교육방법은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기보다는 서로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교수자들은 마이크로티칭이나
액션러닝을 적용하면서, 그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저널을 쓰거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박수정, 2012; 서윤경, 2009). 즉 수업의 목적이나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지식창조사회의 도래와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
화, 유투브 등 영상을 통한 소통 방식의 확산, 각종 스마트 기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등의 변화는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적 시도가 모색될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예비교사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스마트러닝의 일환으로 ‘SMART Teacher Lab’2)
을 도입하여, 웹기반의 콘텐츠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하고, 블로그의 콘
텐츠 합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도도 이에 해당한다(김혜영, 임채원, 2013). 3차원 가상세계의
역할 놀이를 통해, 예비교사로 하여금 저성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이
해하도록 한 연구도 새로운 방법적 시도라 할 수 있다(조영환, 김윤강, 황매향, 2014).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도 이러한 흐름에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영화라는 문화적 매체
를 활용한다는 점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 교육방법은 수업 전반부인 1-6주에는 교
과의 기본 지식 이해, 중반부인 7-13주에는 영화 제작, 14-16주에는 영화 상영 및 평가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개인 저널과 조별 포트폴
리오를 작성하며, 최종 산출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최근 이를 적용하여 교직 과목을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진동섭 ․ 한은정, 2013;
진동섭 ․ 최현진 ․ 한은정, 2014; 박수정, 2015).

2) 스마트 교육 혹은 스마트러닝이란 모바일의 속성인 “언제, 어디서나”라는 유비쿼터스의 개념에, 교육부
에서 제시한 SMART(Self-directed, Motivating, Adaptive, Resource-free, Technology-embedded)의 개념을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이러닝 교육을 의미한다(김혜영, 임채원, 2013: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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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2012년 1학기의 수업 및 수업 대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이에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생산된 개인별 저널과 조별 포트폴리오, 강의 관찰 일지, 강
의 종료 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면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개인별 저널이다. 저널 쓰기는 교사교육 분
야에서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는 측면 때문에 교
사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Yinger & Clark, 1981; 김병찬, 2002에서 재인용).
본 수업에서 저널 쓰기는 학생들이 매 주별로 조별 협동 학습을 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촉
진한다는 점에 교육적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고 흐름뿐만 아
니라, 공유된 의사소통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지식의 구성 과정 등 학습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개인 저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읽기 활동을 하고, 유의미하게 발견되는 학습
과정과 학습 경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코딩하고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읽기와 쓰기는
그 자체로 자기 반성적인 과정이며, 쓰기 과정을 통해서 작성한 노트들은 다음 번 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복되는 쓰기는 일종의 앎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대중,
2009: 216-217). 이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의 지식 및 신념의 형성 과정을 저널
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김정화(2003), 김병찬(2003)의 분석 방법을 참조하되, 연구 목적과
문제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영화 제작 활동 이전의 개인 차원에서의 관심사와 선행 지식 및 관점, 2)영화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점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매 주차 저널을 중심으로 정독하면서, 자료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기본 단위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본 단위를 읽으면서 주제를 재분류하여 범주를 선
정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강의 관찰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
간에 발표한 관심사와 저널에 기록한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에
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해당하는 기본 단위에는 별도로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분
류하여 정리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관련해서는, 강의 종료 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면담 자료의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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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작업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해석 내용은 해당 자료의
여백에 기록하거나 별도로 기록, 정리하였다. 분석 과정과 동시에 진행된 해석 내용은 다
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재해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가. 스마트폰 영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직과 교사｣의 수업 목표 및 구성
1) 수업 구성 및 절차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은 ‘교과의 기본 지식 이해’, ‘영화 제작’, ‘상영 및 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과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사를 탐
색하고 주제를 구체화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학습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각 단계별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다. 교과의 기본 지
식 이해 단계에서는 교과에 관한 주제 및 이론 개관을, 영화 제작 단계에서는 주제 선정,
기획, 촬영, 편집을, 상영 및 평가에서는 영화 상영 및 평가회를 주요 과업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2012년 1학기 S대학교 사범대학 「교직
과 교사」 과목에 적용하였다. 수업목표는 1)교직과 교사에 관한 주요 개념, 가정, 이론을
이해하고, 2) 학교의 조직적 맥락 속에서 교직과 교사의 특성을 이해하며, 3)교사의 자질과
자격, 양성, 인사, 교직단체 등의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4)교직과 교사에 대한 창의적 문제
의식, 메시지,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교직과 교사｣ 과목의
수업 구성 및 절차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직과 교사｣의 수업 구성
단 계

1. 교과의
기본 지식 이해

주요 과업

교과에 관한
주제 및 이론
개관

주차

일시

1주

3.6

•강의 목표 및 수업 운영 안내

2주

3.13

•진단 평가
• 교직과 교사 관련 주요 이슈 토의

3주

3.20

•학교 조직의 특징

4주

3.27

•교직의 전문성
• 교직의 직업적 특성

5주

4.3

•중간 고사
•교직과 교사 관련 주요 현황 및 이슈

6주

4.10

•개인별 관심사 발표
•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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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과업

2. 영화 제작

3. 상영 및 평가

주제 선정
기획
촬영
편집

영화 상영 및
평가회

주차

일시

구체적 활동

7주

4.17-4.23

•팀별 역할 분담, 일정 계획
•주제 선정 및 제작 기획

8주

4.24-4.30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9주

5.1-5.7

10-11주

5.8-5.14
5.15-5.20

•촬영

12주

5.21-5.27

•촬영 및 편집상의 어려움 공유(5.21)
•촬영 및 편집

13주

5.28-6.4

•편집

14주

6.5

•예비 시사회

15주

6.21

•스마트폰 교육영화제
(영화 상영 및 토론, 강의 평가)

•제작기획서 발표(5.1)
•스마트폰 영화 감독 특강(5.1)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2) 과제물 및 평가 기준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 저널, 조별 포트폴리오, 영화의 3가지 과제를 부과하였
으며, 이들 과제와 중간고사 성적, 출결 상황을 포함하여 평가의 항목으로 삼았다. 각 항목
의 평가 기준은 출석 10%, 중간고사 20%, 개인 저널 30%, 조별 포트폴리오 및 영화 40%
로 하였다.
그 중 과제물인 개인 저널, 조별 포트폴리오, 영화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저널은 한 주 동안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생각, 느낌들을 자유 형식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차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강의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저널이라 할 수 있는 6주차 저널은
개인별 관심사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7주차부터 14주차까지에 걸쳐 영화 제작 활동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느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별 포트폴리오
는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활동일지로 구성되었다. 제작기획서에는 기획 의도와
시놉시스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
록 하였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영화화하기 위하여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그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활동일지는 조별 회의 내용을
기록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일지와 촬영일지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하였다. 셋째, 영화
는 학생들이 전체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든 최종 결과물로, 소집단별로 제작한 영화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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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을 적용한 2012년 1학기 S대학교 사범대학
의 ｢교직과 교사｣ 수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17명으로, 학과별로
는 교과교육학과 3명, 교육학과 14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 7명, 여학생 10명이었다.
<표 Ⅲ-2> 연구 대상자의 특징
이름

학과

성별

학번

송민수

사회교육과

남

2007

이재영

생물교육과

여

2008

김민아

영어교육과

여

2012

윤보민

교육학과
(영어교육 복수 전공)

여

2011

박상훈

교육학과

남

2008

박은주

교육학과

여

2008

이기찬

교육학과

남

2008

최준수

교육학과

남

2008

김희빈

교육학과

여

2009

이지혜

교육학과

여

2010

곽상준

교육학과

남

2011

김다혜

교육학과

여

2011

김승수

교육학과

남

2011

김지영

교육학과

여

2011

김현주

교육학과

여

2011

김희찬

교육학과

남

2011

윤단아

교육학과

여

2011

*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임.

분석 자료는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기간 중에 작성한 개인 저널과 조별
포트폴리오를 주로 활용했다. 보조적으로는 강의 관찰 일지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분석
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저널은 전체 수업 과정에서 개인 관심사 논의가 이루어진
6주차와 영화 제작 활동이 이루어진 7주차부터 14주차까지 작성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2012년 4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총 9주에 걸쳐 수합된, 총 147편의 개인 저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별 포트폴리오는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활동일지 등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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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학생들의 영화 기획 의도나 영화 제작 과정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총 4개
팀에서 각 1권씩의 포트폴리오가 수합되어, 이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 외 보조적으로 1
주부터 6주차까지의 강의 및 토의 내용과 9주차, 11주차에 이루어진 발표 및 피드백, 특강
등에 관해 관찰하고 기록한 강의관찰일지, 면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관한 선행 지식과 관점
영화 제작 과정을 지식의 재구성 과정으로 볼 때, 학생들이 영화 제작 이전에 갖고 있었
던 지식, 즉 ‘선행 지식 및 관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 지식 및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1-5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영
화로 만들고자 하는 관심 주제이고, 하나는 영화 제작 이전에 교직과 교사 전반에 관해 갖
고 있는 인식 및 관점이다. 전자는 수업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지식과 관점이 나타나 있으
며, 후자는 수업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직과 교사에 대한 관점
이 나타나 있다.

가. 관심 주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3)는 교직 사회화(6명)였으며, 교사의 인간관
계(3명)나 교사양성제도(2명), 교사 전문성(2명)에 관한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그 외 소수
의견으로는 교사 임용, 교사 연수, 수석교사제, 교직 입직 동기, 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 사
이의 갈등과 화합,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퇴직 교원의 활용, 교생 실습을 통한 변화 등
이 관심 주제로 나타났다4).
3) 영화 제작 초기에 이루어졌던 관심 주제 발표는 교직과 교사의 다양한 분야 중 어떤 것을 영화화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 때, 교수자는 ‘주제’를 의도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소재’에 대해 발
표하였고, 일부만이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재’와 ‘주제’를 구별하지 않
고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것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제’라는 식으로 수식어를
통해 서술하였다.
4) 총17명의 학생들 중 2명은 관심 주제에 관한 저널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총15명의 저널을 분석하
였다. 이들 중 관심 주제를 2개 이상 제출한 학생들이 있어, 이들도 모두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따라
서 이 절에서 분석하고 있는 개별 관심 주제의 갯수는 총22개이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기타의 하
위 항목을 포함하여 총12개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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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교직과 교사｣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 주제
관심 영역

교직사회화

교사의 인간관계

교사양성제도
교사전문성

세부 주제

인원(명)

•교직 사회화 과정의 어려움
(“외롭고 힘든” 과정, “자기사회화”)

4명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입교사와 기존 교사의 갈등
(교직에 대한 개념의 차이,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에 따른 갈등)

1명

•교직 여성화에 따른 남성‧여성 신입 교사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

1명

•학생과의 인간관계
(직업의 업무 특성상 매우 중요한 관계로서의 의미)

1명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학부모와 교사 간의 위상 문제)

1명

•교장과의 인간관계
(교장의 “절대적 권한” 보유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자”로서의 교사)

1명

•현행 교원양성체제의 교사 양성의 질 문제

2명

•교사전문성의 필요성

1명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가로막는 학교 관료제 시스템의 문제

1명

•교사 임용 제도
•교사 연수
•수석교사제
•교직 입직 동기
기타

•교원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갈등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생 실습
•퇴직 교원 문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사 위상의 변화
•교사 개성의 중요성

이들 주제 중 학생들의 관심이 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교사 발달 단계 중에서
초기 입직 단계로 나타났다(11명). 교사양성제도, 교사임용, 교직 입직 동기, 교생실습 등의
주제가 이에 해당하며, 교직사회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입교
사’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시간상으로나 경험상으로 본인들과 가
까운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진동섭·한은정, 2013).
물론 1-5주차에 교수자의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은 교사
의 인간관계, 교사 전문성, 교사 연수, 수석교사제, 교원 노조원과 비노조원과의 갈등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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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퇴직 교원의 활용 등 교직과 교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7명).
그러나 실제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 논의를 통해 영화화하게 된 주제는 이들 주제
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초기 입직 단계와 관련한 주제에 집중되었다. <표 Ⅳ-2>를 보면,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 교사의 소명의식, 교사임용고사 제도, 학교 조직과 교사의 목표 갈
등 등 4개 팀의 영화 주제가 실제로 신입교사나 교직 입직 직전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교직과 교사」의 팀별 영화 제목 및 주제
연번

영화 제목

주제

1

현경을 보라

교사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의 중요성

2

신입교사 구보씨의 일일

신입교사가 경험하는 교직 사회화 과정의 어려움

3

프로젝트 T

임용고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The Dream Not Taken

학교 조직과 교사의 교육 목표 간의 갈등과 조화

나.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점
1)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이해
학생들은 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에 교직과 교사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5명). 이들은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심 주제를 고민하면서 “학창 시절
겪었던 선생님”들의 모습과 이미지를 떠올렸다. 학생들은 과거에 보았던 교사의 모습을 설
명하면서,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상”으로 남아 있으며,
그 당시에 “학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언급한 학생들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명). 이는 영화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식 습득 욕구와 자발적 학습 동기가 유발되
다는 선행 연구(서인숙, 2004; 정재형 외, 2004)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창 시절 겪었던 선생님들의 모습
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 기억
속의 선생님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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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판단했던 기억이 난다.

- 박은주(2012.4.16.)

중, 고등학교에 다니며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만 해도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었
던 것 같다. (…중략…) 그 당시에는 내가 학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만약 이와 관련해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면,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지혜(2012.4.16.)

2) 교사의 “모범”적 삶에 대한 당위적 인식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관심 주제로 삼은 한 학생은 사회적으로 교사에게 “많은 것
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회는 교사들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에 교사들도 이러한 시선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교사들은 “모
두”, “하루에 24시간을”,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라고 여겼음을 밝히
고 있다.
교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업무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교사들은 사회적인 시선에 신경을 곤
두세우며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다 하루에 24시간을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곽상준(2012.4.16.)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기존의 교직에 대한 관점인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중 성
직관에 가까운 관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직관으로 인해 예비교사인 학생들 스스로가 다
른 직업에 비해 교사들의 모범적 삶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한 학생은 대학생 이전의 학창 시절에는 교장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에
교사가 자율권을 누리지 못하고 “교장의 피고용인”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기존의 영화”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려왔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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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녔던 학교들을 돌아보아도 학교에 대해 교장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대상이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교사인데, 정작
자율권을 누려야 할 그들은 교장의 피고용인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기존의 영화들을 보아
도, 현실을 모르는 교장, 바깥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는 교장, 학생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편
안함만 즐기는 교장에 대해서만 그려왔고, 착하고 꿈 많은 선생님은 이러한 교장 때문에 좌절하고
시련을 겪는 상황들만 그려왔다.

- 김다혜(2012.4.16.)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초 ․ 중 ․ 고등학생으로서 생활을 해
오면서 교장에 비해 학급이나 수업 시간에 직접 만나는 교사에게 더 친근감을 느꼈고, 이
로 인해 교사에게 직장 상사의 역할을 하는 교장이 실제보다 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
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위의 학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영화에서 비춰진 교장들
의 모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상화되어 온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
다. 다만, 이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 수업 중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업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지식과 관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관점을 보다 현실에 근거한, 또는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학습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2. 학생들의 교직과 교사에 대한 관점의 변화
가. “학생의 시선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학생들은 영화 제작 과정 초기에 주제를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
로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항상 학생의 눈으로만, 학생의 시야에서만 교직을 바라봤을 뿐”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공유하면서, “학생의 시
선에서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교사 자신이 되어, 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여러 인물
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교직과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주제를 잡고 나서도 이 부분에서 다들 매우 어려워하고 의견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학생의 눈으로만, 학생의 시
야에서만 교직을 바라봤을 뿐 실제로 교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실제로 교실 밖에서, 혹은 교무회의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교장과 교감이, 혹은 교장 및 교감
과 평교사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들여다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 김희빈(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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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던 시간도 좋았다. 그러면서 학생의 시선에서만 바
라보던 것이, 이제는 교사 자신이 되어, 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여러 인물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
- 김다혜(2012.6.4.)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학생들이 일종의 “상황극”을 통해 “교육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된
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사범대학 학생들이 현실에 무심하고 이상
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 이슈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끌어오는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의 직관적이고 구상적 접근
방법이 대상의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선행 연구(정영근, 200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근데 영화 찍는 게 괜찮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교육학과 애들이 제일..지금 현실 입
시제도나 교육현실에 대해서 약간 무심한 것 같더라구요.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 가장
최신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하고 입시제도의 변화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하면은……. 사실 일종의 상황극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뭐…거
기 주제들도 보면요, 영화하는 애들 주제들을 보면요, 거기서 뭐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들을 설정하
게 되는 거잖아요. 이슈를 끌어와서 설정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걸 보면
은 공부하는 관점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더 유의미한 것 같은데…….”
- 이기찬 인터뷰(2014.6.20.)

나. 교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형성
학생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교직이나 교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고, 교사가
처한 여건이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수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소명의
식이 없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악랄하거나 못된 특수한 일부
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였고, 교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들
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저희는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소명 의식이 없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비치는 악영향을 날카롭게 표현하여 고발하고자 했다.
(…중략…) 영화를 완성한 지금 여전히 소명의식 없이 교사가 된 사람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소명의식 없는 교사가 결코 악
랄하거나 못된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 <현경을 보라> 포트폴리오
능력도 부족하고, 헌신성도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일만 바쁜 사람들. 많은 교사들이 그렇다고
생각했다.‘교직과 교사’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이 과목을 들으면서 교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 김승수(20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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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화의 구상적 접근 방법이 대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정영근,
2003), 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서인숙, 2004; 정영근, 2003; 정재
형 외, 2004; 황보성진, 박지윤, 이은희, 2010)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즉, 영
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찾고 교사를 인터뷰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교사가 되어 연기하고, 이를 다시 영화로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교
사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의 적용 결과 나타난 예비교사들의 교직과 교사에 관한 관
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 문제들
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직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주제는 신입교사의 교직사회화와 인간관계, 교사양성
제도 등으로 주로 교직 입직 단계의 주제에 집중되었으며, 법규나 제도적 측면보다는 학교
현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교직과 교사에 관한 선행 인식 및 관점은
“학생의 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이해, 교사의 “모범”적 삶에 대한 당위적 인식,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반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 및 관점은 현재 학
생들이 교사양성교육에서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 주제나 선행 인식 및 관점은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면
서, 자기 주변적 경험에서 학교 조직과 교직에 관한 관점으로의 확장, 교사에 관한 이해와
공감의 형성 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 방법의 학습 과정의 의미를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영화 제작을 통한 지식의 재구성 과정은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은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고 이
를 형상화하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며, 이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러
한 측면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영화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 대
학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별 프로젝트나 발표식 수업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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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창조된 의미는 영화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창조된 의미
라는 점에서, 기존의 수업 방식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고 창조된 ‘학문적 지식’으
로서의 의미와는 다소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문학, 음악, 미술, 연기 등의 예술 활
동5)에 필요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의미이다.
따라서 이 의미는 머릿속에 기억된 학문적, 논리적 지식이 아닌, 몸과 마음에 체화된 ‘내면
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교육자인 Siegesmund가 예술을 ‘이성적 지각(reasoned perception)’이
라는 용어로 재정의한 것과 유사하며, Broudy의 ‘지적인 감정(knowledgeful feeling)’과 ‘감
정적 지식(feelingful knowledge)’, Martin의 ‘감각 지각을 통한 앎’, Rorty의 ‘미적 이해
(aesthetic understanding)’ 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연희, 2007). 상당수의 철학자, 교육
학자, 인지심리학자들도 예술을 인간이 지식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방식, 즉 인간의
인지 방식이나 지능으로 파악하고 있다(Eisner, 2007; Gardner, 1993, 1998). 자유로운 상상
과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적 표상은 언어나 수학적 표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Bamford, 2007; Collingwood, 1996; Eisner, 2004),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색다르고 풍부하며 다양한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태진미, 2011). 유네스코
는 예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예술의 10가지 기능 중 마지막인 ‘통합으로서의 예술’
에서 예술은 인간의 감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통합적 작용으로 조화로
운 인간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고경화, 200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술은 이
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의 고른 발달을 지향하는 전인 교육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
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현장에서
그 스스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가르쳐야 하는 예비 교사들에게,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활
용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은 교사로서의 가치관, 자질, 태도 등을 내면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교사양성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개발, 적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방향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사양성교육은 기존의 ‘내용’ 중심적 접근에서 ‘방법’ 중심적 접근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변
5)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작성, 배경음악의 선정, 스토리보드 그리기,
배우로서의 연기 등 문학, 음악, 미술, 연기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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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고, 이에 ‘내용을 고려한 방법’ 중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
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유한구(1991)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교육내
용과 ‘어떻게’에 해당하는 교육방법은 개념적으로는 구분(conceptual distinction)되지만 사
실적으로는 분리(seperation)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머릿속에서 생
각할 때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교육이라는 실제 상황에서는 ‘각각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홍우림, 2012: 112).
둘째, 교사양성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영화 제작 활용 교육방법과 같은, 예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미 예술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에 관해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의미가 인정되고 있다. 과학적 사고 능력에 버금가는 예술적 사고 능력은 그
둘이 결합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예술의 속성상 창의성, 감성, 인성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도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영화의 예술적 속성으로 인해 ‘내면화된 지식’을 갖게 됨
으로써, 예술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과적인 교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현재의 교사양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내
용과 결합하여 예술적 사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내용과 관련한 가치관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예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도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사양성교육에 있어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한 교육방법
의 탐색이 필요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개
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 시절에 교육받았던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양성기관에서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과 실천은 교사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는 학교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93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 참 고 문 헌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201-223.
곽덕주(2014).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구성. 전미숙 외(저). 미적 체험과 예술교육. 서울:
이음스토리, pp. 170-187.
김갑성 외(2009).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 분석: 경험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RR2009-07. 한국교육개발원.
김병찬(2002). 구성주의적 교사양성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의 학습 특성. 교육행정학연구, 20(4), 107-131.
김왕동(201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와 예술 융합(STEAM). STEPI Insight, 67.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이경, 고대혁, 김재춘, 박상완, 정수현(2004). 교원자격 ․ 양성제도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화(2003). 구성주의 교사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과학교육에 대한 신념의 형성과정. 한국교원교
육연구, 20(2). 97-120.
김혜영‧임채원(2013). 예비교사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스마트러닝 활용방안: SMART Teacher Lab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197-220.
길양숙(2011). 대학의 수업 방법과 교수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405-428.
노경주(2012). 예비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에 관한 사례 연구: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자기 이해와
반성의 제고.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417-443.
박상완(2000). 사범대학의 교사교육 관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수정(2012). 액션러닝을 적용한 교육행정학 강의에 대한 형성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389-416.
박수정(2015). 스마트폰 영화 제작 교육방법의 대학 강의 적용 사례와 성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5(7), 403-421.
소경희(2003).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연구, 21(4). 77-96
서윤경(2009).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티칭의 효과와 운영 전략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71-297.
서인숙(2004). 영화교육 및 교직과정 연구. 영화연구, 24, 280-298.
송명섭(1997). 과학교육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 과학 ․ 수학 교육연구, 20, 107-123.
손영민(2007). 교사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포트폴리오. 한국교원교육연구, 24(2). 175-198.
신기현(2002). 구성주의교사교육의 연구쟁점과 향후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0(3). 49-68.

______(2003). 구성주의 교육활동을 통한 교사학습자들의 신념 변화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
151-173.
신동일‧김나희(2006).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예비 영어교사의 교육적 성장 과정. 한국교원교육
연구, 23(1). 27-49.
유한구(1991). 아동중심 교육방법의 인식론적 고찰. 초등교육연구, 5, 5-18.
이원희(1998). 교사교육의 구성주의 접근. 한국교사교육, 15(2), 56-78.
이인희(2000).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영상제작 실습교육 방법과 사례. 커뮤니케이션 연구, 15, 65-80.

- 194 -

스마트폰 영화제작 교수법을 통한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찬복(2005). 초, 중, 고 과정의 영화 제작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미국 노동부 필수능력 취득위원회가
제시한 워크플레이스 노우하우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7, 223-246.
임연기(2009).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123-143.
임승렬(2000). 교사교육에서 포트폴리오 개발과 활용. 한국교사교육, 17(1), 32-57.
장경원(2011). 액션러닝 방식의 학교경영컨설팅 실습.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한국교육개
발원, 215-256.
장경원, 박수정(2011). 액션러닝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례 연구. 열린교육연구, 19(2), 99-120.
조덕주(2009). 반성적 사고 중심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411-436.
조영남(1993). 마이크로티칭과 교사교육-교수행동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교육학연구, 31(5), 77-92.
조영태(2009). 예술과 교육: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모형 검토. 도덕교육연구, 21(1). 31-90.
조영환, 김윤강, 황매향(2014). 가상세계를 활용한 미래 교사교육 디자인: 역할놀이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도 BK21 Plus 미래교육디자인 연구사업단 세미나. 71-94.
정미경, 김갑성, 류성창, 김병찬, 박상완(2010).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영근(2003). 디지털문화시대의 영화와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6(2), 205-224.
정재형, 김정환, 배혜린, 이아람찬, 서곡숙, 이정은, 김종국, 정재우, 김윤아, 김시무(2004). N세대를
위한 새로운 영화/영상 교육. 서울: 집문당.
정진곤, 황규호, 조동섭(2004).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경원(2004). 중등교원 양성교육의 비판적 검토. 교육과학연구, 35(1), 1-19.
진동섭(2012). 학교컨설팅의 회고와 전망.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5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24.
진동섭, 이윤식, 유현숙, 김병찬(2003). 교장 지도성 개발 프로그램 적용 연구-구성주의 기반 갈등관리
지도성 개발 프로그램-. 한국교원교육연구, 20(3), 117-138.
진동섭, 최현진, 한은정(2014). 스마트폰 영화 제작 활용 교수법에서 나타난 학습경험 특성 분석. 한국
교원교육연구, 31(1), 25-47.
진동섭, 한은정(2013).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스마트폰 영화 제작 활용 교수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51(1), 107-136
태진미(2011). 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왜 예술교육에 주목하는가? 영재교육연구, 21(4). 1011-1032.
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RD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458&cid=51072&

categoryId=51072. 검색일: 2015.12.12.
황보성진, 박지윤, 이은희(2010). 영화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황윤한(1998). 21세기를 위한 교육과정 철학.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전방향. 열린교육학회 ‘98
춘계학술발표대회. 11-28.
허은정, 정성수(2013). 예비교사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1(4), 1-25.
홍우림(2012). 예비 초등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 초등교육연구, 27(1). 187-209.
홍재영(2012). 수업시연과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하여 경험한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 분석. 특수
교육재활과학연구, 51(2). 73-99.

- 195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Barton, J. & Collins, A. (1993). Portfolios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 200–210.
Davis, B. K. (1982). Microteaching: From Infant Death to Immortality. ED 222-246.
Eisner, E. W. (2007). 예술교육론-미술교과의 재발견. (강현석, 김혜숙, 박승배 옮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 출판 2002).
Feiman-Nemser, S. (1990). Teacher Preparation: Structural and Conceptual Alternatives. In W. R.
Houston(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N.Y.: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12-233.
Gardner, H. (1993). 마음의 틀. (이경희 옮김). 서울: 문음사. (원서 출판 1983)
___________ (1998).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김명희, 이경희 옮김). 서울: 양미원. (원서 출판 1983).
Hargreaves, A. (2011). 지식사회와 학교교육-불안정한 시대의 교육. (곽덕주, 양성관, 이지현, 이현숙,
장경윤, 조덕주, 황종배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 출판 2009).

Hargreaves, A. & Fullan, M. (2000). Mentoring in the new millennium. Theory into Practice, 39 (1), 50–55.
Jensen, R. N. (1997). 마이크로티칭: VCR을 이용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유혜령 옮김). 서울: 문
음사. (원서 출판 1974).

Joyce, B. (1975). Conceptions of M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in K.
Ryan(Ed.). Teacher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1-145.
Korthagen, F. & Hildelien, S. V. (2007). Do you encounter your students or yourself?. In T.
Russell & J. Loughran(eds.). Enacting a Pedagogy of Teacher Education. NY: Routledge. 166-181.
Lanier, J. E. & Little, J. W. (1986).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in M.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 (pp.527-569). N. 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onaka, I., Drucker, P. F., Garvin, D. A., Argyris, C., Leonard, D., Straus, S., Kleiner, A., Roth,
G., Brown, J. S., Quinn, J. B., Anderson, P., & Finkelstein, S. (2010). 지식경영 : 조직내 지적
자산의 창출 및 공유·확대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옮김).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원서 출판 1999).

Pink, D. H. (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 :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김명철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
문. (원서 출판 2006).

Read, H. (2007). 예술을 통한 교육. (황향숙, 김성숙, 김지균 역). 서울: 학지사. (원서 출판 1970).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1999). Sparks of Genius: The thirteen thinking tools of the
world's most creative people. Boston, NY: Houghton Miffin Company.
Schubert, H. (1989). Reconceptualizing and the matter of paradigm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0(1). 27-32.
Tishman, S.,& Palmer, P. (2006). "Artful Thinking Final Report." Artful Thinking Project at Project
Zero.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ttp://www. pz. harvard. edu/at/index. cfm
Yinger, R. & Clark, C. (1981). Reflective journal writing: Theory and practice. East Lansing, MI:
Institute for Research on Teaching. Occasional Paper No. 50.
Zeichner, K. M. (1983). Alternative Paradigms of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4(3). 3-9.

- 196 -

스마트폰 영화제작 교수법을 통한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Study on the Change of the Pre-service Teachers’ Viewpoint about School
Teachers through a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Han, Eun-Jung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With the advent of a knowledge-creating society, creativity and emotional competencies
such as harmony and sympathy have been emphasized. Hence, teachers as well have been
required to manage and create a knowledge on the basis of a sense of creativity,
imagination, insight, and aesthetic. Howeve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o far has hardly
focused

on

such

competencies

due

to

the

lessons

that

were

instructor-centered,

theory-focused. Thus, it is needed to develop and apply an alternative instruction method
that would improve the knowledge-creating competency.
This study applied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to 「Schoolteachers」
course designed for pre-service teachers for a semester, and analyzed students’ learning
process and results. For this purpose, personal journals and team portfolios were collected.
Also, course observation reports and interview data were included as a complementary
material. Then, they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perspectives towards school teachers were reflected as topics for their films,
most of which were related to the initial stage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ance, they were interested in teacher socialization,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cher training system, and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lso, their interests were
characterized as understanding of a teacher from student’s perspective, a question for a
teacher’s normative model, and reflection on preconceived idea of school principals. Second,
students have changed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school teachers through
learning. While they focused only on issues around them at first, they have widened their
horizons to a school organization and a teaching profession. Moreover, they have changed
their perceptions towards teaching profession and school teachers throughout the course.
Key words : Teacher Education Program,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Process, Smart-phone
Film-making I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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