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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과정에서의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제안
1)오

￭요

은 경*

약￭

교수 학습장면은 복잡하고 모호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교사, 학생, 지식의 세 가지 근본 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시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 교사의 재
훈련, 시행 등의 단선적인 개혁안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 대안으로 교사의 교수 능력에 덧
붙여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관계에 초점을 맞춘 교사의 지도력 요소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공동의 비전, 신념, 가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 교수학습과정, 상호작용, 지도력, 의사소통

I. 서 론
흔히 교사의 교수(teaching) 능력에 관해서 논의할 때에는, 강의 방법이 좋다든가, 교과에 관한
실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한다. 진부한 강의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흔히 “일방적” 강의법이란 묘사도
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교사 편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상황은 배우는 학생이 없으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없으
면 더 이상 교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사, 학생, 지식, 이 세 가지 요소는 교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교수 측면과 관련하여, 교재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에 대한 능
숙함, 학급운영의 탁월함 등을 강조한다. 또한 좋은 교수를 위한 행동 목록을 나열하기도 하기도 하
고, 최적의 교수방법이란 교수 모형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나열할 때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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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배려해야 한다, 작업에 헌신해야 한다 등의 서술은 교사의 행동에 대한 서술은 되지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본질은 간과한 것이다. 교수 상황은 지식을 전달하고 탐구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교사의 행정
가로의 이동가능성을 논의할 때에, 등장했을 뿐, 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필요
한 지도력에 대한 접근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수 학습상황의 특성을 살펴보고 교사의
교수의 전문성을 논의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즉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교사
의 지도력을 살펴보겠다. 교수능력과 더불어 지도력의 양상들을 검토해 보고, 교실 상황에서의 교사
의 지도력을 검토해 보겠다.

II. 교수 학습상황의 특성
전통적으로 교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교수 상황이 명쾌하고, 단선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가졌다는 전제를 하고 제시되었다. 마치 절대적인 각본인 것처럼, 새로운 교육과정 표준안이 제시되
고, 최적의 교수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교사들이 따르기를 기대하면서 교사 재훈련이 실시된다. 그러
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교사는 관료제에서 심부름꾼 혹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었고, 이러
한 부정적인 교사관은 교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간과
한 오류를 가졌다. 교수 상황은 교육과정 표준안이나 교사지침서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를 강요할 만
큼, 단순하지 않다.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단선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수
없는 특징을 가졌다. 교수 상황은 모호함(ambigu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듯이, 교육의 목적,
방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Weick등(1972)은 학교조직이 지닌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특성으로서 교육
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가져 보지 못했다. 목표의 모호함에 덧붙여서,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도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를 바람직한 인간성의
발달이라고 일반적으로 흔히들 주장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일은 그다지 수월하지 않다.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할 때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과 철학적 근거에서 주장하는 인간상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개인들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주장들을 내세울 수도 있다. 따라서
목적의 모호함과 우선순위의 불확실함을 다룰 수 있는 결정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특성인 방법의 불명료성이란, 교육의 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도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단순한 시행착오
의 절차를 밝거나 과거의 체험을 통해 배운 교훈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한다. 교사 준비 교육의 절차
나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쟁점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논쟁을 일삼는 것이다. 방법과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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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명료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더욱더 개인 교사들 간의 차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셋째 특성인 참여의 유동성이란, 참여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나 노력을 바치는 정도, 기여하
는 시간 량 등이 다르며, 그리고 언제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특정의 결정을 위해
결정권자와 청중은 멋대로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언제나 참여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교사가 관심을 보이는 사항들이 있으며, 행정가가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분야들이
다르며, 투여하는 시간 량이나 시기에 차이가 나고 노력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은 또 다
른 관심의 대상이 있고, 더구나 그들은 학교 조직에 언제나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수 상황은 교육 목표, 내용, 교육방법 간의 관계가 기계적인 일련의 절차를 기대하기 어
렵게 만든다. 따라서 관료적인 획일적인 교수 개선 절차는 무력화되기 쉽다. 그 이유를 Axelod(1973)
의 교수의 특징에 관한 서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수와 관련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고, 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달의 방법을 기술(skill)이라고도 하고, Axelrod(1973)는 예술이라고 한다. 그는 교수
예술에 관해 그 전범을 소크라테스에게서 발견한다. 이를 소크라테스식 예술(Socratic art)이라고 부
르면서, 교수예술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생각한다. 즉 교수 학습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도자 혼자만이 아니라, 이 예술 작업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식 예술에 담겨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필요하다. 둘째, 이 과정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improvisational). 셋째, 반드시 무엇을 남겨야 한다(product). 교육
의 결과 학습이 일어나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미묘함이나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대처 능력은 교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교사-예술가는 그의 작업을 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신의 유일한 스타일을 발달시키고 그 자신의 개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개인의 특유한 재능은
그 자신을 독특한 방향으로 밀게 된다. 따라서 교수에 있어서 모범 답안은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
교사가 각자에 적합하고, 상황에 맞는 교수방안을 제때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예술가들
에게 독창성과 특수함이 중요하듯, 교사에게도 예술가들의 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공통성과 보편
성을 찾아 교수의 표본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느 표준도 개별 상황
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결국은 교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교수의 우수
성이 들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시도되어 왔던 표준안들이 실천과정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변경되고,
교사들에게 억압을 가하는 관료적인 횡포로 비쳐져서,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아
왔다. 교사의 자율성의 침해로 이어지고, 교사의 자율성과 주체적인 관여 없이는 어느 변화에의 시도
도 실패해 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교사는 외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첫째, 교과목의 본질, 둘째, 학생들의 성숙과 동
기, 셋째, 학과의 상황들, 넷째, 캠퍼스의 분위기, 다섯째, 국가, 사회, 재단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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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교사 자신 내부의 비전이 만나는 어느 지점이 교사 자신의 최고 상태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한 가지 최선의 교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수 방법을 실천을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한다. Schön(1983)의 전문직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작업은 교사들의 실천에도 시사를 준다. 그는 전
통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판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전문직 훈련기간에 배운 이론들을 그들이 실천과정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틀렸다고 보았다. 교사들
이 전문직 훈련기간에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할 때에 마주하는 개별 상황에 이 지식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숙련된 실천가들은 특수한
경우에 관여할 때에, 특정 상황에 필요한 직관을 통해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직관은 그
들의 과거 경험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교사들의 반성적 실천은 행위 중에, 행위
와 더불어 일어나는 반성을 가리킨다. 행위 뒤에 일어나는 반성이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대할 때,
학생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활동은 일어난다. 학생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과 정보의 교환을 하
게 된다. 교사의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교사의 선도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교사는 그가 행
하고 있는 행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알고 있다.
이 귀윤(1997)도 모호한 교수 상황에서 필요한 반성적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천가
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문제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실제상황으로부터 획득된 정보에 비추어 재구성한다. 이처럼 행
위와 사고를 구별하지 않는 반성은 실천가가 실제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중심이 된다. 실천가는 불확실한 혹은 독특한 상황에서 의외성, 곤혹, 혼란을 경험한다. 전문직 실천
가는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행위에 함축되어 있는 이전의 이해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현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상황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교사가 반성할 때, 그는 이미 실제의 맥락에서 하나의
연구자가 된다. 즉 교사는 만들어져 있는 이론과 기술의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특한 사례의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중앙부서에서 내려 온 표준안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점에서,
Sergiovanni(2007)는 다른 전문직업인들의 경우처럼 교사들은 그들의 실천을 지지해주는 지식의 기
반에서 상급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이 처한 상황의 특수함
에 기초해서 내리는 교사들의 판단 능력이다. 그들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교사들은 실천할 때에 활용할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는 성공적으로 표준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전문직업인들처럼 교사들도 각본을
따를 때는 효율적일 수가 없다. 대신에 교사들은 실천할 때에 교수라는 물결을 타는 능란한 파도타기
가 되어 가면서 활용할 지식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려면 반성하고 이해하고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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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권위가 교수에서 주된 근원이 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상황은
언제나 어디서나 꼭 같지 않다. 따라서 한 가지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지식은
교사가 실천하면서 형성되어진다. 전문적 권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 맥락 안에서
교사 내부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권위는 교사의 훈련과 경험에서 나온다. 내부로부터 오는 권위는
전문적인 사회화과정과 내면화된 지식, 가치로부터 나온다.
전문적인 권위에 근거를 둘 경우, 전문적인 가치를 명백히 하고 실천의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교
사들 간에 대화를 촉진하려 애쓴다. 이러한 것들이 전문적인 실천의 표준으로 바뀐다. 표준이 수용되
고 난후, 교사들은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유재량을 누릴 수 있다. 전문적인 권위가
충분히 발달된 때, 교사들은 내면화된 책무성을 지니고서 이러한 실천의 표준에 부응하는데, 교사
상호간 책무를 견지할 것이다. 교사들은 전문적인 규범에 따르고 그들의 업무 수행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교수를 전문직으로 취급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전문적인 권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
를 기울여 오지 않았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구축은 오랜 기간이 걸릴 제안이다. 그 와중에 전문직의
다른 면을 증진시키는 일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문직의 덕목이라 부른다. 전문
직의 덕목은 전문인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정의해 주는 규범을 말한다.
Sergiovanni(2007)는 전문직의 덕목을 유능함(competence)을 넘어서는 다른 무엇인가로 정의한
다. 흔히 유능함을 의미할 때, 전문가들은 숙련가(expert)로 여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숙련된 미용
인이나, 도박꾼, 야구 선수들도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직은 유능함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나 물리학자, 교사, 기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유능해야 하지만, 또한 이
러한 유능함이 선의를 위해 쓰여 져야 한다. 전문직은 특권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받기 때
문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유능함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Sergiovanni는 전문직의 덕목이라고 부
른다. 이러한 전문직의 덕목의 영역으로 그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모범적인 방식으로 실천에 헌신
하고,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향한 실천에 헌신하며, 개인의 실천만이 아니라 집합적인 실천 자체
에 헌신하고, 배려의 윤리에 헌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모범적인 실천에 헌신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최신의 연구를 섭렵하고, 자신의
실천도 연구하며,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강의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이러한 실천이 시작되면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
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직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직의 발달은 훈련에서 자기 갱신으로 대치된다. 이러한 종류의 전문직 발달은 비공식적으
로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교사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비공
식적인 프로그램 모두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더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을 수용한다.
둘째 덕목인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향한 실천에 헌신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가치와
목적에 이바지하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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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덕목인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교수 자체의 실천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수가 개인적인 실천
에서 집합적인 실천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개인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넷째 덕목인 배려의 윤리에 헌신한다는 것은 학생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의미이
다. 비개인적이고 조작적이며 학생들을 경멸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이다. 교사는 학생의 인간성
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교수 상황은 모호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적인 지
시가 아니라, 전문가인 교사가 반성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이 허용되어야 한다. 교과내용과
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 상황에의 대처 능력 등은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
기 위해 교사는 강의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과 강의의 일관성간의 딜레마는, 충분한 자유재량을 여행자에게 허용하면서도 주도면
밀하게 경로를 가리켜주는 나침반처럼 강의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사에게 자유재량을 허
용하는 균형을 지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끌어야 한다. 교수 상황은 연구실의 조
건과는 다르다.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의 대상을 연구하면 된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본인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전달하려는 지
식을 의도에 맞게 부호화하여 올바른 통로를 통해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여 보내야 하며 제대로 전달
되어 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는 반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지도력 논의로부터의 시사점
지도력이론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문화이론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성이론이나 행동이
론은 지도자 개인 측면에서 지도력을 다루었던데 비해, 상황이론은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관계에 대
해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Fiedler(1967)의 상황이론에서는 권력, 과업의 구조화,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 중 마지막 요인을 지도력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Hersey와 Blanchard
(1988)도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를 중시하고 추종자의 준비성의 정도에 따라 지도력이 달라져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Sergiovanni(2002)도 추종세력(followership)의 허용이 있어야만 지도력은 발생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지도자 측면의 단면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지도력 연구는 지도자와 추종자 간
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특히 소홀히 여겨졌던 추종세력 측면에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과거의 지시적 지도력에서 봉사하는 지도력, 혹은 보살피는 지도력이 되어야한다.
지도력과 전문성에 대한 논쟁들은 교육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개념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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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념이다.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지도력은 덜 필요해지는 것이다. 전문성은 교사들이나 행정가
들이 자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무해 주게 된다. 자기 관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지도력보다
추종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력한 지도력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추종세력의 기초가 아니다. 추
종세력은 지도자가 실제로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호소력이 있을 때에 발생한다. 추종세력의 개념은
역설적인 면이 있다. 효율적인 추종세력은 지도력과 같은 것이다. 지도자와 추종자들은 아이디어와
가치를 공유하고 헌신함으로서 서로 이끌리게 되고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참된 지도자는 먼저 추종
하는 사람이다. 추종세력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가치, 헌신의 공유에 있다. 이러한 경우, 기술적인 권
위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학교공동체의 근거가 된다.
Owens(2004)는 지도력현상에서 관계의 속성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McGregor(1960)의 분류에
따라, 지도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X스타일의지
도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Y스타일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도력은 한 개인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을 향한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지도력이란 조직의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해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X이론의 가정을 할 경우,
관계는 명령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통제를 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긍정적인 Y이론의 관점에서 추종자들을 생각한다면, 지도자는 그들이 작업을 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높은 동기를 고무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지원해 주는 조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Ogawa(1995)는 지도력을 역할 소유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된다고 보았다. 상호작용이 지도
력을 구축하는 기본 연결망이다. Ogawa는 상호 작용이 자원을 개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지도력의 매체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지도력은 구성원
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고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지도자들은 환경의 문
화적 규칙들을 반영하는 구조를 채택하는데, 이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상징적인 활동에 구성원들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공유해야만 구성원들이
헌신하고 연대감을 갖게 된다.
전통적인 조직이론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가정하고, 지도자와 추종자가 경
제 행위에서처럼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지
도자와 추종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학교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접근이 등장하면서, 지도자와 추
종자의 관계도 이익 관계가 아니라, 가치나 의미를 공유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학교를 공동
체로 인식한다는 것은 학교 행정가의 지도력을 자신의 지위에만 의존해서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
학교 행정가가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한다고 인정될 때에 지도력은 발생될
수 있다. 학교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지도자
는 추종자와 관계를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urns(2002, Sergiovanni)는 지도력을 교환적 지도력과 변환적 지도력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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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하였다. 교환적 지도력이란 지도자와 추종자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환은 공정함, 정직, 충성심, 성실성 등과 같은 도구적 가치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지도력은
체제의 일상적인 경영을 염두에 두는 행정가가 보이는 지도력이다. 교환적인 지도력은 자신의 개인
적이고 독립적인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지도력이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간에 타협을 하게 된다. 조직의 개념에서 본 지도력의 형태이다.
반대로 변환적 지도력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 독
자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그들을 묶어 줄 상호작용을 통해 발휘된다. 변환적 지도력은 자유, 공동체,
평등함, 정의, 동포애 등과 같은 목적적 가치들에 관심을 둔다. 변환적 지도력은 사람들의 태도, 가
치, 신념들을 자기중심적인데서 벗어나 조금 더 높고, 더 이타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
체에서의 지도력 형태이다.
Owens(2004)는 번스의 교환적 지도력과 변환적 지도력의 구분을 기초로 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도덕적 지도력을 제안하였다. Sergiovanni(2007)도 학교공동체에서는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에
근거해서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지도력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는 단순히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욕구, 열망, 가치를 진실
로 공유하는 관계이다. 둘째,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선도에 반응할 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 추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에게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거두어들
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지도자들은 추종자들과 협정에 타협할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헌신과
대표성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도덕적 지도력이란 추종자들의 근본적인 소원과 욕구, 열망과 가치관
을 알아야 생겨나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지도력은 흔히 행정가들이
자주 말하는 허울뿐인 참여와는 다르며, 추종자들과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관여의 흔적이 뚜렷한 것
을 의미한다.
지도력 논의에서 교수 학습과정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Y이론
에 기초한 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학생의 준비도에 따른 배려, 지도자로서의 교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학생들은 따르지만, 영구히 추종자로 남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생도 지도력
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서 교사와 학생이 학습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독자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그들을 묶어 줄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타적인 가치, 태도, 신념을 공유하게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
생들의 근본적인 소원과 욕구, 열망과 가치관을 인식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도덕적 지도력
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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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연구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문헌들은 최근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도력에 대해 논의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정가를 대상으로 삼았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좋은 교수에 지도력이 필요
한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최근에 나타난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문헌들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
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교실 밖의 활동에서 교사가 보여주고 있는 지도력을 다
루고 있다. Cooper(1993)는 교사들이 노조나 단위학교경영 팀, 지역구 위원회 등에서 지도력을 발휘
하고 있는 일종의 “상향 이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실을 나와서 교사가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교실로부터 먼 거리에서 지도력 활동에 관여함으로서 교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르치는 일이 아닌 데서 교사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을 부인할 까닭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교사의 지도력을 교실 내에서의 지도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Bolman과 Deal(1994)은 지도력을 인간자원개발 지도력, 정치적 지도력, 구조적 지도력, 상징적 지
도력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도력을 교사들이 그들의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
러나 이들은 그 작업을 교실 밖에서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을 뿐, 개별 교실에서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Pellicer와
Anderson(1995)도 위크숍이나 협동 프로젝트에서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일하면서 보이는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수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기술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춘 지도력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일련의 효율적인 교수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의 지도력에 초점
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을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지도력을 다룬 것이다.
Wasley(1991)는 세 명의 교사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교사의 지도력에 좀 더 가까운 접근을 하였다.
그는 동료 교사들을 자신의 교실에 불러 들여서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는 일에 다른 교사들을 관여시
켰다. 이러한 지도력은 자신의 강의 실천에 기초하고 지신과 동료들에 의해 강의전략에 도전해 보는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료 교사들을 수업에 참여시켜서 실험과 시험을 하
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실 내에서 지도력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학생과의 지도
력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의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사의 강의능력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흔히 등장했던, 기능인, 경영자, 최고경영자로서
의 역할을 두고서, Sergiovanni(2002)는 각 기능에서 더 나아간 지도력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해 주고 있다. 첫째, 많은 교사들은 대체로 좋은 기능인들이다. 단원계획서를 잘 마련하고, 어떤 개
념을 설명하는 서너 가지의 방법을 개발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잘 구안한다. 교사 지도자도 물
론 좋은 기능인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학생들과 일하면서 배움에 대
한 흥분, 개별 학생들의 소중함과 개발되지 않고 있는 잠재가능성에 대한 믿음, 개별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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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개별 학생의 성취를 위해 만족할만한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헌신 등을 보여 준다. 학생들도
이러한 배려를 인지하고 이에 부응한다.
교사 지도자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의 유의미함과 교사로서 그들 자신의 작업의 유의미함에 초
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과정에 관여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지도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경험을 통해 문화
는 재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교사 지도자는 교실에서의 작업이 듀이가 말한 경험의 변환피상적인 경험이 지성적인 이해로 바뀌고 이러한 이해가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지성적인 행위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사 지도자는 학생들이 깨달음의 희열을 맛보는 것을 관찰할 때, 깊
은 만족감을 갖게 된다.
둘째, 교사 경영자는 학생들이 강의계획표를 잘 따라 올수 있도록 학생들의 작업을 배열하는 사람
이기 쉽다. 학생들이 표준화검사나 교사제작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교사 경영자는 준비해
준다. 한편 교사 지도자는 강의계획표대로 잘 따라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이상으로 공부
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의미부여, 깊은 이해를 하도록 밀어 준다. 교사 지도자라면 학생들
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지식이 자신과 지역사회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 지도자는 전체 학생들을 향해서 서로를 묶어 주고 세상과도 연결시켜
주는 활동으로서 배움의 유의미함을 그 자체로서 반성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교사 지도자에게
지식을 배우는 학생의 활동은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식의 학습은 개인
적인 관여, 개인적인 재건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의 살아 있는 경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
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교사는 교실 내에서 여러 다양한 최고경영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교사는 계획하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작업장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작업을 위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작업 집단에게
신참을 교육하고 작업 집단들 간의 업무를 연결시키고 작업자들을 감독하고 감독받는 사람들을 고무
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일에 매이게 된다. 교사들의 최고경영인의 작업은 학습자를 무제한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여기고 학습을 변환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관점과 합쳐지면 지도력이 될 것
이다. 개별적인 학생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질 때 지도력은
발휘되는 것이다. 비전은 교수의 기술적인 작업을 특별한 무엇인가로 변환시킨다. 이런 지도력은 어
느 종류의 지도자든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작업에 대한 개념을 그전에 가졌던 것 보다 더 깊게 유의
미하게 고양시키고, 작업을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내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로 연관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유의미함에 대한 새로운 의식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 자체를 변환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도력에는 전문직에 독
특한 자율성과 자유재량권이 요구된다. Shulman(1983)은 교사가 교실에서 직면하는 복합적인 요구
를 묘사하면서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재량권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학
습준비도와 학습의 장애, 약점 등을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

교수 학습과정에서의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제안 / 오 은 경 417

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교사
지도자는 교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한다. 학급의 여러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교수 모형을 따르
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임기응변의 능력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교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사지도자는 다른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학습상황에의 접근을
공유하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 규제가 심한 정책 등, 구조적인 구속들을 극복할 길을 탐색하고
학생들이 좀 더 깊게 학습에 관여되도록 할 동기적인 전략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지도력을 확장시
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교사는 기능인, 경영자,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해 왔다. 교사가 지도력을 발
휘하려면 이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여야 한다. 배움에 대한 흥분, 학생들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믿음, 개별 학생에 대한 배려와 헌신, 배움의 유의미함, 가르침의 유의미함,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을 창조하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일, 자의식이 강해지고, 인간의 역사를 우연으로부터 의식
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일, 경험의 변환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발견의 기쁨을 맛볼 때 교사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부여, 깊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자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도록 배움의 의미를 확대시키도록 도
와준다. 교사지도자는 학습자들의 가능성을 믿고 학습을 변환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고 비전을 제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교사지도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교육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
국의 몇 몇 모범학교가 그 예이다. “효율적인 학교(Effective Schools)”, “학교 발달 프로그램(The
School Development Program)”, “가속화 학교(Accelerated Schools)”, “본질적인 학교(Essential
Schools)”들은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학교의 개선을 이끌어 왔다(Mohrman 등, 1994). 이러한 모범
학교들은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강의와 학생들의 학습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교사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학교들은 모두 대도시 빈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학습장애를 가졌었다. 열악한 환경, 빈곤한 가정, 문제의 부모를 가진 이 학생들에게, 교사
들은 자신들의 교수 방법을 개혁함으로서, 반성적 실천을 통해, 본래의 교육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이 학교들은 성공 사례로 소개된다.
학급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연구는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어떤 교사들은 교실에
서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확대, 교사들
사이에서 편재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인정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 지도력 부문에서 논
의했듯이 교사의 지도력에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요소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이다. 지도력과
추종세력간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서도 필요하다. 추종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지도자
는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교사도 학생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교사의 지도력은 발휘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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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르치려는 교사만 존재할 뿐 배우려는 학생들은 없는 것이다. 흔히 교실의 붕괴, 학교의 붕괴라
는 경고 속에는 이러한 교사의 영향력 혹은 지도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V. 교원교육에의 제안
위에서 살펴 본 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
라, 준비교육단계인 교원교육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과에 대한 지식, 교육방법, 인간
의 이해를 위한 심리학 등을 교원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교사의 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역으로는 인간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지도자와 추종자관계를 다룰 지도력,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도움이 될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교과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의 교직과정 운영에 지도력 교과를 포함시키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의 개념까지를 다룰 수 있을 것이
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어렵다면,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에서, 지도력의 개
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개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 지도력의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지도력은 개인적 특성이나 행
동으로 인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발휘된다. 지도자는 비
전 제시로 선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종자가 이를 수용해야만, 지도력은 형성된다. 따라
서 지도자와 추종자가 비전, 가치, 의미, 신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논의
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 구축이 가능하다면, 이 안에서 공유하는 비전, 의미, 가치, 신념을 기초로
전문성의 향상과 학습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도력의 의미를 교사 지도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교사도 교실 장면에서 학생들과 목적을 공
유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필
수적인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부호화하여 표현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피드백을 받는 과
정은 상호작용의 핵심이 된다. 전한 메시지를 기계적으로 정확히 들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은 인간 간 지각
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에 지각의 차이를 감안해서, 교사는 자신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꼭 같이 전달되어야만 학생이 학습하고 있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지각의
차이를 수용하면, 자주 피드백을 받고,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활용을 다양화하고, 수용해야 하
며,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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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 Leadership in the Classroom
Oh, Eun Kyung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mbiguity” is the word to describe the environment for decision-making within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organizations themselves are labeled as organized anarchies. Teaching
contexts are different; thus, no one best way to practice exists. Teacher's work is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Teachers have to develop the ability to improvise on the spot, rather than to
follow a model of teaching. Obviously, such improvisation will develop over time, with
practice, through trial and error, with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and of the
many ways students come to knowledge. What counts as well is the ability of teachers to make
judgments based on the specifics of the situations they face. They must create professional
knowledge in use as they practice. Donald Schon's work on the reflective practice of expert
professionals has caused widespread interest among teachers into teacher practice. Reflective
practitioners generate knowledge as they engage in the particulars of a case, spontaneously
forming intuitions about what is called for a given situation. Because of that essential need for
autonomy and discretion in the structuring of the classroom work, teachers may attempt to
exercise leadership.
The literature on teacher leadership has only begun to emerge recently. We have long
labored under the mistaken notion that leadership was something for administrators to exercise,
not teachers. Some researchers seem to imply that teachers exercise leadership in jobs and
activities outside the classroom. They speak of a kind of upward mobility of teachers who
move up to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eachers may exercise leadership in nonteaching
work. This is not to deny that teachers exercise leadership in the other nonteaching position.
However, some scholars want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indeed desirable, to think of
teacher leadership primarily as involving classroom teaching.
This article attempts to focus on teacher leadership in the classroom setting. The teacher
leader goes beyond the mastery of the common syllabus and good grades on tests to pus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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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e personal and profound appropriation of the material under study. And the teacher
leader tries to bring the whole class to a reflective appreciation of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in its own right. The teacher leader also has to communicate a belief in his students, an
expectation that they can do high-quality work. Teacher leaders bring to their work with
students an excitement about learning, an obvious caring for each student, and a commitment
to create satisfying possibilities for the achievement of each student. Students in their classes
perceive this caring and respond readily to it.
Teacher leadership within the teachers' own classrooms does not receive enough attention,
appreciation, or support. To develop more responsive approaches to their students, teachers
had better try to exercise leadership through reflective practice with their students in their
individual classrooms.
Key words : teaching-learning process, interaction, leadership,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