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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각기 다른 세 가지 문화적 상황에서 가르쳤던 연구자들의 교수경험을 성
찰함으로써, 그 경험이 새롭고 낯선 교수 상황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치게 될 교사와 교사
교육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낯선 상황에서 가르치며
혼란스럽고 불확실했던 우리의 교수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혼
란스러움과 불확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교사로서 또는 교사교육자로서 추구했던 교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교수 경험의 공유와 성찰적 대화를 통한 본 연구에서, 가르치며 배우는 일은 우리의 경험,
즉 우리의 교수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고, 느낌, 행위가 포함된 경험을 통해 서서히 나타
난다(Dewey, 1988)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가르치고 배
우는 일과 우리의 경험에서 희망을 찾는 일은 성찰적으로 일어난다(Nunn, 2005)는 사실과 내러
티브적으로 구현된 지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 내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Huber, Steeves, Clandinin, & Huber, 2005)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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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은 캐나다 알버타 대학(The University of Alberta)의 교사교육발달
센터(Centre for Research for 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CRTED)에서 매주 화요일 마다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이 각자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
가을, 중국에서 이민 온 Yi Li가 대학원생으로서 알버타 대학에서 처음 강의할 때 긴장되고
떨렸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Yi Li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센터를 방문 중이던 지숙과 대
학원생 Jennifer는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가르쳤던 자신들의 교수경험을 떠올리고 Yi Li의
이야기에 공감하였다. 지숙은 캐나다에서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서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느낌이 생각났고,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Jennifer는 터키
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을 때의 경험이 생각났다. 그 후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우리
의 경험이 낯설고 새로운 교수환경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사교육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
을까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서로 공
유했던 회고적 이야기들(Nelson, 2002)로부터 우리는 각자의 교수경험을 더 깊이 성찰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작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교수 상황에서 가르치며 배웠던 경험을 탐구하고 서로의 경험으
로부터 배운 것과 이러한 경험이 낯설고 새로운 교수환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는 가르치게
될 교사와 교사교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낯설고 새로운 교수 상황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로서, 교사교육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인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시작하고자 한다.
지숙
한국에서 교육학 전공 학사와 유아교육 전공 석사를 마치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과 2년제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르친 경험이 있다. 1990년에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CRTED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가 1998년부터 대
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지숙은 알버타 대학에서 배우고 경험한 교수 방법들을 한국
의 대학에 적용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있었다. 그러나 시간강사로서 가르치던 첫 해에 지
숙은 자신이 한국에서 학생이었을 때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0년부터 지숙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예비교
사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Connelly & Clandinin, 1988)을 발달시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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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캐나다 동부 출신인 Jennifer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노바스코샤에서 교육받고 그 곳에
서 5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였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가
르쳐보기 위해 Jennifer는 1998년 시카고에서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년의
계약 조건으로 터키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2005년 알버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Jennifer는 7년 동안 그 곳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Jennifer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 즉 국가
시험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터키의 학교체제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Jennifer는 캐나다에서
학생으로 교사로서 자신의 이야기가 학생의 학습 성취를 우선시 하는 터키에서의 경험
이야기와 맞부딪힌다는 것을 깨달았다.
Yi Li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Yi Li는 싱가포르의 디플로
마(diploma)과정에서 10개월간 영어교수 분야를 공부했다. 1998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Yi Li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험 중심 교육체제인 중국의
교사 중심 교수학습체제에 익숙했던 Yi Li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캐나
다의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체제로의 변화에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꼈다. Yi Li는 캐나다의
전문적 지식의 전경에서 자신이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누구인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
다.

Ⅱ. 이론적 배경에 관한 우리의 입장: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하기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개념화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개인의 삶을 살아내고(lived) 말
해지는(told) 이야기들로 바라본다. 내러티브 탐구를 본 연구의 개념적 틀로 설정하면서, 우리
의 교수경험을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개
되고 구성돼 온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가 그 곳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희망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여러 번의 반성적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일
과 우리의 경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일은 성찰적(Nunn, 2005)으로 그리고 관계적(Clandinin,
Huber, Huber, Murphy, Murray-Orr, Pearce, & Steeves, 2006)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
었다. 낯설고 새로운 문화적, 교육적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사/교사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자신
의 교수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희망을 내러티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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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하기: 내러티브 지식으로서의 개인적․실천적 지식
우리 삶이 교육적 상황에서 전개될 때 그 삶의 관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개념화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Clandinin과 Connelly(1995)가 제시한 은유적 표현인 전문
적 지식의 전경(professional knowledge landscape)과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되는 교
사의 실천적 지식(Connelly & Clandinin, 1988)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1995)는 전문적 지식의 전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경이라는 은유는 특별히 우리의 목적에 잘 맞는 말이다. 전경이라는 은유를 사용할 때
공간, 장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 사물
들,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존재의 가능성과 확장감(a sense of
expansiveness)을 지닌다. 전경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이해하는 일은 지식을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영향
을 받는 것으로서 개념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문적 지식의 전경을 사람들, 장소
들, 사물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이고 도덕적인 전경으로
본다(pp. 4-5).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전경(school landscapes)은 특정한 학교 상황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경험과 관계의 의미에 의해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전경은 또한 이야기되는 전경(storied landscape,
Clandinin & Connelly, 2000)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이 내재된 이야기가 관계적
일뿐만 아니라, 학교 전경이 잠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내는 이야기, 학교에 대한 이
야기(stories of school), 학교 이야기(school stories), 그리고 제도적 내러티브(institutional narrative)
와 갈등을 겪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와 장소들로 구성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학교 전경은 또

․

한 교사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Connelly & Clandinin, 1988)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Connelly와 Clandinin은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知人

우리로 하여금 교사를 지식 있는 지인(
)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다. 개인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과거 경험, 교사의 현재 마음과 몸, 그리고 미래의 계획과 행동에 있다. 개인의 실천적 지
식은 교사의 실천에서 발견된다. 어느 교사에게나 그것은 현재 상황의 위급함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의도하는 특정한 방법이다. 지식은 ‘정신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신체 안에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천에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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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lly와 Clandinin(1988)이 개념화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은 내러티브적이고, 구현된
(embodied), 도덕적 지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교사지식에 대한 이 같은 내러티브적 관점은
교실에서의 교사를 이야기되는 존재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즉 교사는 자신의 교수실천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인공(Keats Whelan, Huber, Rose, Davies, & Clandinin, 2001)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를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학교 이야기,
제도적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교사가 살아내는 이야기와 그들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으로 구
성된 상호작용으로 엮여진 전경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와
교사지식을 이처럼 내러티브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자신의 삶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
게 관계적으로 형성되는가를 개념화하고 성찰해 볼 수 있었다.

2. 희망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내러티브적 개념으로서의 성찰적 실천
희망을 계량화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환자나 면담자의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Farran, Herth, & Popovich, 1995; Cheaven, Michael, & Snyder, 2005)이 심리
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으로서의 희망은 복잡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Jevne, 2005)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Dufault와 Martocchio(1985)는 간호학 분야의 연구에서, 희망을 다차원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희망은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사고, 느낌, 행위들의 복합체”(Dufault & Martocchio, 1985: 380)이다.
Dufault와 Martocchio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그 이후 간호학, 카운슬링,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희망을 질적으로 탐구해 왔다. 희망에 대한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희망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희망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자들로서 우리는 희망을 좀 더 내러티브적으로 개념화하기 위
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Nunn(2005)의 희망에 대한 내러티브적 개념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우리 삶의 경험 속에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Nunn(2005: 71-72)에 의하면 희망은 불확실성, 가능성, 바람직함(desirability), 선량함(goodness)
등의 특성을 지니는 개념이며, 개인의 과거와 그 자신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와 더불어 일
어난다. 이러한 견지에서 희망을 앞을 내다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들
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지난날을 회고하는 성
찰적 실천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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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 대한 Nunn의 내러티브적 개념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성찰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자의 과거가 지니는 가능성과 그러한 과
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미래의 교수실천과 낯설고 새로운 교수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함께 성찰할 때, 우리 세 사람은 희망에 대한 이러한 내러티
브 개념이 우리의 대화와 사고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Ⅲ.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자들로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연구의 현상이자 연구의 방법”(Clandinin &
Connelly, 2000: 4)으로 이해한다. 다른 연구 방법론들과는 달리,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
한 의미 창조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자신을 “일련의 포개어진 이야기들(nested
set of stories)-우리자신의 이야기들과 그들의 이야기들- 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또한 “시간,
장소, 사회적 차원을 동반한 어딘가에 자리 잡은- 한복판에(Clandinin & Connelly, 2000: 63, 원
문에 강조)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
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똑같은 영감(spirit)으로 탐구를 진행시켜나간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
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에서 탐구를 마무리 짓는다. 간단히 말해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이다(p. 20).

낯선 학교 전경에서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우리 경험을 주의 깊게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삼차원적 은유 공간(three-dimensional metaphorical space(Clandinin & Connelly,
2000: 50) 위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이란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내러티브 탐구라는

․

연구 방법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시킨 은유적 용어로서, 개인적 사회적인 상호작용

․ ․

(interaction),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장소라는 개념으로서의
상황(situation)을 말한다. 내러티브 탐구자들로서 삼차원적 공간 내에서 우리의 교수경험을 연
구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할 때, 우리는 기억 뒤편에 있는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회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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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제공해 주었다. 즉,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와 만날 수 있었다(염지숙, 2003).
다음 절에서는 낯선 상황과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가르치며 느꼈던 불편함과 긴장감이 담
긴 우리 세 사람의 교수 경험이야기와 그러한 경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공
유하고 각각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풀어내고자 한다. 또한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교수경험을 성찰함으로써, 그 경험으로부터 희망을 내러티
브적(Nunn, 2005)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즉, 과거 교수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이야기(Clandinin & Connelly, 2000)함으로써 처음에 우리가 품었던 희
망이 어떻게 사라졌으며, 이러한 과거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
가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공유하는 우리의 교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교육현장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용하기보다는, 독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교수 상황에서 적용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42).

Ⅳ. 낯선 교육환경에서 가르치며 배우기:
세 사람의 교수경험 이야기

본 절에서 공유하는 첫 번째 이야기들은 외국의 낯선 교육상황 또는 오랜 기간의 부재 후
본국에 돌아가서 새롭게 느껴지는 학교환경에서 가르쳤던 우리의 경험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공유하는 두 번째 이야기들은 처음의 교수경험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자 각자가
행했던 교수실천에 대한 이야기이다. 각 이야기들을 공유한 후에는, 교수경험을 공유하고 성
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각성한 바를 통해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 우리의 교수경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 혼란스러움
귀국 후 첫 교수경험: 지숙의 이야기
강의 첫날, 40명의 학생들이 존경과 기대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모국에서 모국어로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캐나다에서 공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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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처음 서는 강단에서 나는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다. 다리가 떨려오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계획을 설명할 때, 나는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서, 나의 강의에 기대를 많이 하는 눈치였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강의가 몇 주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좀 지루해 하는 듯 했다. 몇
몇 학생들이 조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지 않았다. 대
신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철저하게 강의목표와 강의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학기말 고사를 치루던 마지막 날 나는 강의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 쉬었다. 그
러나 내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내가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던 실패한
교사교육자라는 불편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캐나다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방식을 한
국의 대학에서 적용하고 싶었던 열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마도 그 당시 대부분
의 교수들이 가르쳤던 강의 방식일지도 모르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앙카라에서의 학교 첫날: Jennifer의 이야기
학교 첫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가 있는 가파른 언덕을 걸어내려 갔다. 이 작은
터키 고등학교에는 외국인 교사들이 단 네 명밖에는 없었다. 서른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지역 출신이었다. 정문 가까이에서 Heather라는 이름의 미국인 영어과 주임
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나갔고, 그 사이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누군가 Heather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둘 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교복을
입은 키가 훤칠한 남학생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 남학생이 자신의 손을 힘차게 우리
쪽에 내밀었을 때 Heather는 앞으로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서로의 뺨에 입 맞추며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갑작스레 나타난 그의 모습에 그
리고 서로 인사 나누는 방법에 대한 나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
다. 내가 눈길을 돌렸을 때, 부모처럼 보이는 어른들이 가까이서 미소 짓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교사들도 학생들과 서로 껴안고 그들의 볼에 입 맞추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앞으
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다 에드먼튼에서의 첫 교수 경험: Yi Li의 이야기
이전 학기에 바로 그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었는데도,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몹시도
불편했다. 책상과 의자가 둥그렇게 놓여 있는 교실 한 가운데는 공간이 커다랗게 비어 있
었다. 한 책상에 네다섯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교수가 그
날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나를 소개했을 때, 나는 문 옆에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 학생
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준비해 온 것을 가르칠 때, 나는 교실 중간으로 한두 발짝 다가
가다 멈추곤 했는데, 아주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디에 서서, 무엇을 보아야 할 지, 내 손
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몰랐다. 중국에서는 항상 탁자 뒤에 서서 교과서를 읽거나 강의
하고, 열 지어 놓인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주의를 잘 기울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교실 전체를 둘러보는 게 다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학교 강의실에서 처음
가르치던 그 날은 내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45분간의 수업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학생들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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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교실을 나설 때 비록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쑤시기는 했
지만, 큰 안도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온갖 불확실함으로 인해, 나는 다시는 캐나다의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성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전문적 지식의 전경(Clandinin &
Connelly, 1995)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세 사람 모두 불확실하고 모호한 감정
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교육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가 형성하고 있던 개인적 실천적 지식(Clandinin & Connelly, 1988)을 실행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일종의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이전에 가르쳤던 상황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
서 형성된 교수지식의 타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전의 교육환경에
서 형성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품었던 희망은 새로운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동기화하
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사라져버렸다.
대학교의 강의실과 학교 운동장에서 겪었던 경험은 여러 면에서 수년 전 각자가 초임 교
육자로서 가졌던 느낌을 생각나게 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가르침의 순간을 성찰
했을 때, Vinz(1997)의 연구와 교사로서 그리고 교사교육자로서의 자신으로부터 “입장 이탈
(dis-positioning)”에 대한 개념이 우리마음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다. 또한 Vinz(1997: 144)가 “틀
림없을 것처럼 보이는 입장들로부터 우리의 교수 행위를 검토하고 맞서기 위한”방법들로서
주장한 “앎에 대한 의식적 회피(un-knowing)”와 “알지 못함(not-knowing)” 사이를 넘나드는 교
수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Vinz(1997: 139)에 의하면, “앎에 대한 의식적 회피는 우
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교수실천을 포기하는” 실천인 반면, “알지 못함”은 “모호함
과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로서 지니고 있던 기존 입장에서 계속해서 벗
어나려고 노력하는 것과 우리의 앎에 대해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가 해왔던 교수실천을 생각하고 되돌아 보아야하
는 혼란스러운 장소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사가 되
어가는 계속적인 학습과정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입장 이탈”을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시켜 생각을 공유하자, 우리는 성찰적 희망(Nunn,
2005)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자가 가르쳤던 새롭고 낯선 학교 전경들은 처음에는 희망이 없
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가르침이 교사로서 우리자신에 대한 이해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도록 요구했고, “알지 못함”에 대한 성찰은 학교공동체내의 학생들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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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존
의 관념으로부터의 이러한 “입장이탈”은 우리 각자에게 교수실천에 대한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보다 활발하게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앎(knowing)을 현장에서 구현하기(embody) 시작했고, 점차 우리
의 교수실천의 방향을 바꾸어나갔다. Dewey(1988)가 기술했듯이, 가르치며 배우는 일은 우리
의 경험, 즉 우리의 교수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고, 느낌, 행위가 포함된 경험을 통해
서 서서히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하는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했던 몇 가
지 행위들, 즉 교사로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의 방향을 바꾼(Clandinin & Connelly, 1996) 행위
들과 지금 교사교육자들로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행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우리의 교수경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들: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교수경험: 지숙의 이야기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후, 나는 4년제 대학의 교수가 되어 30명의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론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귀국 후 첫 강의 이후 나는 캐나다의 대학에서 교육 받은 방식
을 떠올리며, 내 교수 방식에 대한 반성적 저널쓰기, 학생들과의 대화, 저널 교환 등을 통
하여 나의 교수실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래서 교사론 강의 때 나
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 이
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들과 다
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학생들도 곧 편안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
려고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순간들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자서전을 써 보
도록 하기도 했고 ‘가르친다는 것’을 은유로 생각해보게도 하였으며 유아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시 배열하고
학생들에게 그림 그리기, 만들기, 콜라지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 교사상을 표현해
보고 공유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한 적이 없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는 눈치였지만, 곧바로 이 같은 소집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재미있어 했다.
16주간의 강의가 끝날 무렵,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
해하는 앎의 주체자로서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론 강의는 지금까지와
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리고 교사교육자로서 나 자신
을 알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그 강의를 통해 내 교수실천과 학생들에 대한 희
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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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의 봉사활동 프로젝트(service learning project): Jennifer의 이야기
학생시절과 교사시절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활동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
던 나는 터키에서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이 이미 짜인 바쁜 스케줄 속에서 다른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이 끝난 직후면 벌써 건물이 텅 비는 것에
나는 너무도 놀랐다.
학생들이 학교 담장 밖의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봉사활동 프로젝
트를 만들었다. 나는 내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개인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두 학교 간에 관계가 형성되기를 나는 희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프로젝트는 매주 내 강의의 일부가 되었다.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과 지역사회에 내가 공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부모
와 학교 행정가들도 학교에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생도우미들 가운데 한명인 Cihan이 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프로젝트의 열기가 누그러지는 듯했다. 나의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나는 그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 걱정
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매주 이루어졌고 Cihan은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는 내가 Cihan의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만난 것과 가족의 격려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프로젝트 자체뿐만 아니라 Cihan과 그의 가족과 내가 맺은 관계가 교사로서 교사교육자로
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나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캐나다의 대학에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경험: Yi Li의 이야기
캐나다 대학에서의 첫 강의 이후 나는 대학원생으로 수업을 듣고, 대학 강의 프로그램
(University Teaching Program)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CRTED에서 열리는 연구모임 대화에
매주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점점 더 캐나다의 학문적 환경에 익숙해지
고 변화되어 갔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경험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대학
교 강사로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다.
처음 캐나다 대학에서 가르친 지 4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는 오전 7시에
교실에 도착해서 일렬로 정렬되어 있던 의자를 4개의 그룹으로 모아 배열하였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내가 가르칠 교수 자료를 정리해 놓고 칠판에는 가르칠 내용을 적었다. 수업이
시작되는 8시까지 나는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은 치루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수업시간은 우리가 배운 것
을 공유하고 함께 자축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이미 알려준 상태였다. 첫 번째 활동을 끝내
고 그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는 수업 전에 각자가 이미 준비했던 활동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고 동료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했다. 그 다음, 반원으로
둘러 앉아 지난 한 학기 동안 논의해 왔던 두 개의 주요 개념틀을 중심으로 개념, 용어,
이론, 아이디어 등을 재검토했다. 나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이 자신 있게 이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평가 용지를 건네주고 내
가 다시 이 과목을 가르친다면 어떤 면을 보강해야 할지 제안해 달라고 했다. 평가용지를
수거하면서 나는 미래에 캐나다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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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전문적
지식의 전경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의 교수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천천히 바뀌
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의 변화가 우리자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놀랐다. 새로운 전문적 지식
의 전경으로 우리의 위치와 입장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 우리 각자는 교사로서의
우리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여러 면에서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곤경으로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없는 이야기 부재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로서의 목소리를 되찾았을 때,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자신을 발견했
던 낯선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수실천을 형성하는 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Huber,
Steeves, Clandinin, & Huber, 2005)가 되어 있었다. 대학원생으로서 캐나다의 대학에서 자신이
배웠던 방식을 성찰하면서 지숙은 교사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교수모델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수 모델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학생 중심의 교수 모
델은 예비교사들이 이야기 나누기, 자서전적 글쓰기, 소집단 토론, 그림그리기, 만들기, 콜라
지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지숙은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을 자신의 강의에 끌어들이면서 한국의 대학교 교실에서의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진
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Jennifer의 경우, 앙카라 학교의 전문적 지식의 전경 내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그리로 어떻
게 이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 준 것은 봉사활동 프로젝트였다. 봉사활동 프
로젝트는 Jennifer로 하여금 한때 그녀가 노바스코샤에서 학생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
으로 개입했던 그런 봉사활동의 순간을 느끼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스케줄을
잠시 접어두고 표준화된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계획되고 지시된 교육과정”(Aoki, 1993)으로
부터 벗어나는 삶으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Jennifer와 몇몇 학생들은 토요일
오전에 학교 스케줄을 떠나 학교 밖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면에서 교사로서 Jennifer
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Jennifer와 그녀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 즉 “체험적 교
육과정(lived curriculum, Aoki, 1993)”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느꼈던 바로 그 봉사활동 프로젝
트 때문이었다.
Yi Li는 강의 시작 전에 책상을 다시 배열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실에 왔는데, 이러한
책상배열은 Yi Li 자신의 교수 방법, 교실 내에서의 자신의 입장, 학생과 자신과의 관계를 반
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Yi Li는 학생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왔던 대학 교실에 대한 선입견
을 없애고, 대학수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워야 한다고
Yi Li 자신이 믿어왔던 방식으로 캐나다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교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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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로서 Yi Li의 희망을 계속 유지시켜주었던 것은 대학에서의 수업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관점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교사로서의 자신의 개인적 요구와 학생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과정
계획자”이면서 “교육과정 창조자”(Connelly & Clandinin, 1988)였다. 우리는 새롭고 낯선 전문

․

적 지식의 전경에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가고 있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활동 소개, 정규수업 외
에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기존에 행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
수 맥락을 형성하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희망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대항 이야기(counter-story, Nelson, 1995)를 창의적으로 살아냄으로써 스스로의 교수맥
락에 대한 방향감을 얻었다. 그러한 대항 이야기는 교사로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

새로운 전문적 지식의 전경위에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내러티브
적으로 구현된 지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 내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Huber et al., 2005).

Ⅴ. 연구를 마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길가의 파릇파릇한 잔디가 에드먼튼의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2007년 5월 어느 주말에 우리 세 사람은 알버타 호프 재단(Hope Foundation of Alberta)의 본
부인 호프 하우스(Hope House)에 모였다. 각자가 낯설고 새로운 교수 상황에서 가르치며 배
웠던 경험의 내러티브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경험이 자신들의 교수실천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사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
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연구주제가 싹트고 우리가 성찰적 토론을 시작했던 교사교
육발달센터가 아닌 호프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
리자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
록 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호프하우스의 문을 들어서자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그 포스터
들은 희망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이 형형색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었다. 벽에 가득 걸린 미술작품 중에 우리는, 희망이 풀밭에서 한해 또 한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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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자라나는 꽃과 같음을 청록색, 연두색, 분홍색 등으로 그린 포스터에 반했다. 이를
연구의 은유적 출발점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몇 달 전 시작했던 다차원적인 성찰적 교수실
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의 첫 번째 교수경험을 묘사한 Yi Li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서로의 기억으로
부터 또 다른 기억을 상기시켜내는 공명적 회고(resonant remembering, Hoffman, 1994)로 연구
를 시작했던 우리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다. 즉 새
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느꼈던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초기의 이야기를 쓰고, 성찰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Nelson, 2002)로부터 배우고, 이러한 이야기 후에 우리
가 처음 느꼈던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희망’이라
는 개념을 우리의 성찰적 실천과 대화의 한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과거에 내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도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전에 가르쳤던 맥락에 의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하면서,
우리자신의 과거와 그에 대한 이해 또한 우리가 얼마나 관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가도 이해
하기 시작했다. 낯선 맥락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조율하기 위해 취했던 서로의 행위들 속
에서 희망을 보면서, 우리 세 사람은 이제 “내러티브를 위한 사건들의 가능한 상태들을 시도
해 보기 위해 자신을 자기-내러티브(self-narrative)에 조화시키고 삶의 시안(tentative plan)을 구
성”(Nunn, 2005: 72)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희망은 분명히 복합적이고 파악하
기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의 특성을 시도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우리가 모
였던 그날 오후 호프하우스에 살랑거리며 부는 봄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낯선
상황에서의 교수실천에서 희망을 찾는 일과 같은 작업은 이전의 체험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
점으로 자신의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의 줄거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사들이 “치환의 공간(displacement spaces, Brock,
2006: 59)”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기
존에 알아왔던 지식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각자의 교수경험을 되돌아보는 용기가 필요
했음을 알게 되었다.
성찰적이고 관계적인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내러티브 개념으로서의 희망이 전진적
일(forward looking) 뿐만 아니라 이미 살아낸 교수 경험을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이러한 성찰적 사고가 교사들과 교사교육자들로 하여금 희망에 대
한 내러티브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신들의 교수실천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희망의 성찰적 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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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전방, 목적성이라는 그것의 가능성과 유동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호프
하우스에 걸려있던 어느 어린이의 포스터에 쓰여 있던 말처럼 “희망은 풀밭에서 한해 또 한
해 계속해서 자라나는 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교수실천경험에 대한 회고적 이
야기를 바탕으로 그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였기 때문에 성찰적 대화를 통해 세 사람의 교수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는 보여줄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들이 이전
에 가르쳤던 상황과는 다른 낯선 상황에서 교수실천을 행하고 있는 교사 또는 교사교육자들
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내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관계 및 학습자의 입
장 등을 더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교수실천의 경험을 더 총체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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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lecting on Teaching Experiences Through Narrative Inquiry

Yeom, Ji-Sook (Konkuk University)
Mitton-Kukner, Jennifer (University of Alberta)
Li, Yi (University of Albert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reflect on our own teaching experiences in different contexts
and to explore the meaning of those experiences for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 who are and will
be teaching in similar situations. First, we shared our feelings of uncertainty and ambiguity while we
were teaching in foreign contexts and/or new institutional settings. And then, we shared some of the
actions we took to bridge these difficult feelings.
Sharing and reflecting upon our teaching stories, we learned through our experiences, those
experiences which included thoughts and actions related to improving our teaching. These experiences
compose our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on those professional knowledge landscapes of which we
are a part as students and/or as teachers. We realized that learning to teach in new settings and
finding hope in our lived experiences occurred reflectively(Nunn, 2005). We also learned that
narratively embodied knowledge cannot be given; it needs to be experienced in context(Huber,
Steeves, Clandinin, & Huber, 2005).

Key Words : teaching experiences,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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