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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fundamental competencies of preliminary teachers by 
shifting focus of micro-teaching programs from evaluation of teaching behaviors to reflective practice. 
To this end, this paper adopted a methodology of narrative study and used ricoeur’s mimesi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was applied to a 
micro-teaching programs of a college of education. This research employed the model to examine 
teaching demonstrations of 15 aspiring teachers in a college of education in Chungcheongbuk-do. Five 
meaningful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First, the program provided the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enhance objec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feedback from the peers rather than 
education experts was more acceptable to the subjects. Third, a multi-phase evaluation was more 
effective in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s. Fourth, This had reduced anxiety, and obtained the 
design for their class. Lastly, the participants said they realized that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ir major, multidisciplinary knowledge was important to be a good teacher. These conclusions 
indicate that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is necessary for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And this study will be guidelines when you design the program for teachers, referencing participants‘s 
clea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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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발견하기

마이크로티칭은 1960년대부터 예비교사의 수업경험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되었다
(Koross, 2016).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실천할 수 없는 예비교사에게 마
이크로티칭은 자신이 교수-학습지식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수업준비
와 계획, 교수목표의 선택, 수업에 대한 태도, 대중 앞에서의 말하기와 질의응답, 수업
시간계획세우기, 평가기술 등을 준비할 수 있다(Kiliç, 2010). 마이크로티칭은 본래 예비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영상을 분석하여 자기이해를 통해 성찰하며, 동료들과 토론하
는 형태로 개발되었다(Benton-Kupper, 2001, Butler, 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
의 자기분석과 성찰 능력을 향상시켜 수업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서윤경, 2009; 조
벽, 2012; Amobi & Irwin, 2009; Koross, 2016).

하지만 마이크로티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원양성교육은 교과지식과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소경희, 2004). 최근 교육부 주도의 사범대 평가
로 사범대학의 존폐가 걸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예비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 수업연구대회, 연구수업, 수업시연 프로그램 등
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과교육학 및 교직과목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다(김현진, 2010).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 대학은 양적인 피드백을 주
기 위한 수단으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별 예비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강
정찬, 2016). 특히 마이크로티칭 본래의 목적인 예비교사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들과 토
론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방법과 시간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마이크로티칭의 주요방법은 교육학(교육공학)전문가의 강의 피드백이다. 강의
피드백 내용은 강의식 수업에 대한 컨설팅이 주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
수자의 교수실행, 강의 프레젠테이션 전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법, 수업단계별 진행 
방식, 효과적인 질의응답 방법 등이 있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Kiliç, 2010). 이
러한 현재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운영은 실제 수업으로 전이되지 않고(서윤경, 
2009), 개별적인 수업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소경희, 2004). 또한 실
제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한 예비교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하는지 
알지 못한 채, 15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전문가 앞에서 수업시연을 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으며, 비디오촬영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이크로
티칭 프로그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서윤경, 
2009), 마이크로티칭 본래의 목적인 예비교사의 자기분석과 성찰이라는 개념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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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티칭이 실제 수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수업시
간을 15분 내외로 줄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교
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할 일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강정찬, 2016; 서윤
경, 2009).

교사는 자신의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매년 개성이 다른 학생들과 만나고, 매 수업시
간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매 수업마다 전문가의 수업컨설
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 성찰,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수 외, 2012). 그리고 교직생활 동안 동료교사와의 협업능
력이 중요하며, 교과교육학 및 교육공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비교사 대상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은 본래의 
목적인 자기분석과 성찰의 의미가 퇴색한 채 교수법 지식 습득을 위한 지시적인 피드
백 중심의 일회적인 컨설팅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소
경희, 2004; 정석기, 조미희; 2015).

실제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말’ 잘하는 교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실
제적 기법이나 이론 중심에 초점이 있던 교사교육에서 ‘반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높
아지면서(강정찬, 2016; 심현애, 김경연, 2012; 이상수, 2016; 조성민, 2009; Boody, 2008; 
Smith, 2011), 2017년 임용시험의 2차 평가부터 수업시연 평가에 그치던 것에서 수업시
연 후 평가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반성적 성찰’이 추가되었다(김현정, 2016). 반성적 
성찰이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대화를 통해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Dewey, 1991; Schon, 1983).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반성적 성찰을 
이끌기 위해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수업컨설팅은 ‘zoom out(되돌아보
기) ― zoom in(들여다보기) ― Action(새롭게 경험하기)’의 단계를 통해 교사 스스로 자
신의 수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수업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려
다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반성적 성찰과정이다(이상수, 2016).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의 본래의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도록 반성적 성찰을 이끄는 
마이크로티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
이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가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2015년과 2016년에 운영한 마이크로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실행연구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수업
에 대한 환경과 학습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수정, 개선해나가야 한다. 자기수업컨설팅은 교사 스스로 수업개선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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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하며,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실천전략을 강조한다(이상수, 2016). 따라서 
예비교사 단계에서 자기수업컨설팅 습득은 실제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 단계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실제 교사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로 하며, 이
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예비교사 단계에서 지원해야 한다. 반성적 성찰은 단순히 자
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 통합, 
실천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한다(조성민, 2009). 예비교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직과
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재구성, 통합, 실천의 계획을 세우게 할 것이며, 추후 현
장에서 지속적인 수업개선 능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자기수업컨
설팅이 현장교사나 교수들에게 적용,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 단계
에서의 적용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마이크로티칭 프
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반성적 성찰을 이
끌어 내기 위한 자기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사례의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며, 그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한계와 자기수업컨설팅

1. 예비교사 필요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1)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금까지 예비교사를 위한 교사양성 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었

다(소경희, 2004). 이러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비판과 사범대학 평가 등을 이유로 사
범대학에서 ‘수업행동분석실’을 설치하고, 수업시연 프로그램을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예비교사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프로그램 대
다수가 수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능력에 치우쳐있었음을 느꼈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예비교사 수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
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업행동분석실을 통한 교육, 수업 경
진대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김현진, 2010).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마이크로티칭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동료
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10분~15분 정도의 모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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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2012). 예비교사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동료
학습자와 협력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업전문성 요소에서 수업반성 및 전문성 
발달 영역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서윤경, 2009). 

현재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과지식과 교수법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고 지시적인 피드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소경희, 2004). 둘째, 
교육학(교육공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컨설팅 방법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정석기, 조미희; 2015). 이는 마이크로티칭 
본래 개발 형태인 예비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영상을 분석하고 반성하며, 동료들과 
토론하는 형태와 상이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의 목적인 자
기분석과 성찰의 의미가 상실된 채 운영되고 있다. 교사생애주기 동안 교사는 매 수업
마다 전문가의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
으로 바라보고 분석, 성찰,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수 외, 2012). 그리고 교직생활 
동안 동료교사와의 협업능력이 중요하며, 교과교육학 및 교육공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현진(2010)은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수업에 대한 종합적 이
해 능력 향상, 교과내용의 핵심 지식 구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전문성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 제공, 수업능력개발을 위한 공동체적 성장의 문화 지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습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성찰적 실천가’로서
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성찰을 이끌기 위한 지
원전략으로 프로그램 각 단계 마다 공동체적인 문화지원을 하였다.

2) 성찰적 실천가로서 예비교사와 반성적 성찰
예비교사의 역량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수업

계획 및 준비, 실제 수업 실시, 학습평가, 생활지도 등이 있다(조대연, 2009). 예비교사
에게 필요한 역량은 교사역량과 유사하다(서윤경, 2009).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는 교
실현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교과교육학과 교수학습방법의 지식의 습득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즉 수업을 이루는 전체에서 일부만 선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하
지만 예비교사가 배운 교과 및 교육학적 지식이 실제 현장에 진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발전되어야 한다. 때문에 수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수업구성 요소들 간의 다양한 상
호작용과정과 그들이 수업효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부단히 재점검해보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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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찰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 탐색과 객관적인 처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마이크로티칭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잡
한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학생들을 주도하는 예비교사의 생각과 행동이 수업과정과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를 동료 예비교사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성찰해볼 필
요가 있다.

성찰적 실천가는 Schon(1983)이 전문가가 가져야할 역량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천과 
성찰의 지속적 연계성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이다. 특히 실천 후 성찰(reflection-on-action)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문가는 실천 중에
도 성찰(reflection-in-action)을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성의 축적이 실천과정과 결
과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업개선과 문제해결
을 통한 전문성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실천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Borich, 2008; Pollard, 2002). 반성적 성찰은 성찰적 실천가로서 교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기존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모형에서 반성적 성찰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PCK는 내용교수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교과지식과 교수학습방법과의 결합이다. 
Shulman(1987)은 PCK의 구성요소로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 교수법, 교육과정 및 교과교
육학에 대한 지식, 학습자 이해 등을 말했다. PCK가 표면적으로는 교과교육학과 교수
학습방법(교수법)을 통한 수업의 효과성 향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과의 내면화를 목
적으로 한다(강현석, 서지민, 2009). 교과지식과 교수학습법이 결합하여 PCK로 전환되
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 즉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강현석, 2011). 반성적 성찰은 
보조식1)에 머물던 파편적인 교과 및 교육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제 수업활동
을 위해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초점식으로 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1) 이 문단에서 말하는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초점식, 보조식, 획득은 Polanyi(1966)의 개념으
로 명제적 지식은 기호화 하여 형식화 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교사교육에서는 ‘교수법’이 이에 
해당된다, 방법적 지식은 기호로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행동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인
간의 모든 행위는 보조식과 초점식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앎은 인식해야 할 전체를 회득해야 
하며, 초점식과 보조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초점식은 인식주체가 집중하는 대상이며, 활동
을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수행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데 인지하지 않은 지식을 보조식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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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성적 성찰이 포함된 PCK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6)

2. 자기 수업컨설팅과 반성적 성찰

1) 자기수업컨설팅의 개념
자기수업컨설팅이란 ‘나’와 ‘나의 수업’을 객관적인 눈으로 새롭게 드려다 보고 체계

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며,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
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되돌아보기(Zoom out)―들여다보기(Zoom in)―새롭게 
경험하기(Ac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이상수, 2016).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성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활동인 반면에 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Quinn, 199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과수업의 교수자는 타 전공
의 수업컨설팅 전문가의 평가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業)으로서
의 ‘교사생애주기’ 동안 매번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적시 적소
에 전문가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스스로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 스스로
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이상수, 2016).

Shulman(1987)에 의하면 교수자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과정을 이해-변환-수업-평가-반
성-새로운 이해로 제시하였다. 이해부터 평가까지의 단계는 기존 교과지식 이해를 통
해 수업 준비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학생들의 성취수준 평가로 ‘가르치는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돌아보는 ‘반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새로운 이해’의 단계는 교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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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이다(조성민, 2009). 즉,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까지 수업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반성적 성찰의 개념
인간은 모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하여 재해석한다

(강현석, 2011). 이러한 의미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얻는 경험을 조직하고 표현한 것이
다. 2017년 교원임용고사부터 2차 시험의 수업시연에 ‘반성적 성찰면접’이 포함될 예정
이며, 기존 수업시연에서 끝났던 평가가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
까지 포함하게 된다(김현정, 2016). 교사는 ‘교사 생애주기’동안 자신의 수업을 지속적으
로 성찰하고 발전해나가야 하며, 동료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구성해나간다. 즉, 
현재의 행동평가 및 일회성 수업컨설팅만으로는 예비교사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임용고시 준비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業)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성
적 성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수업현장에서의 교사의 수업 수행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동시에 수
업상황에서 발현된다. 이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초점식(focal awareness) 지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초점식 지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조식(subsidiary 
awareness) 지식의 체득이 필요하다(Polanyi, 1966). 교사의 수업행위를 초점식이라고 하
면, 수업행동에 필요한 교수법, 교육심리 등의 지식이 보조식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축적한 보조식은 수업상황에서 초점식으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업상황 관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비교사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현할 수업상황이 없기 때문에 학습한 지식을 체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런 이유로 초점식으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때
문에 수업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반성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은 영어로 ‘reflect’이다. 이는 ‘다시’라는 ‘re’와 ‘구부리다’는 ‘flectere’의 결합어로 구
부려서 ‘다시 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Bengtsson, 1995). Dewey(1991)에 의하면 반성
적 성찰(반성적 사고)이란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과
정이다.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반성적 사고만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의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Dewey, 1991). 또
한 Schon(1983)은 반성적 성찰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나’ 또는 ‘타인’과의 성찰적 
대화(reflection conversation with situation)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나가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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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MimesisⅠ MimesisⅡ MimesisⅢ
전형상화

(개념화 단계)
형상화

(이야기 만들기 단계)
재형상화

(자아형성 단계)

앎의 단계
표상적 지식의 습득,
표면적 의미의 이해

심층적 의미의 이해,
해석, 반성적 성찰

자기이해,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본 연구의
적용

∙필요역량 지식습득
∙좋은 수업 관찰
∙수업철학 탐색

∙수업설계하기
∙수업설계안 모방/수업
∙모방된 수업 공유

∙수업시연
∙자기성찰(자기수업컨

설팅)
∙수업평가(동료평가)

<표 1> 삼중 미메시스의 예비교사 프로그램 적용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6)

말했다. 따라서 반성적 성찰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결과와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화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 반성적 성찰의 실천: 리쾨르의 미메시스 적용

미메시스(Mimesis)란 ‘마치~처럼’으로 주어진 무언가를 모방하는 것이다(Gunter, 
Christoph, 1995). 예비교사 교육이 실제 현장이 아닌 ‘수업시연’이라는 수업을 모방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티칭은 미메시스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메
시스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초보자교육에서 좋은 교육방법이다(이병준, 이유리, 2013).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수업기술과 수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철학, 수업
스타일, 좋은 수업에 대한 관념 등이 모방을 통한 미메시스적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 특히 미메시스는 행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함양
하는데 역할을 한다(Gunter & Christoph, 1995).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마이크로티칭의 
최종목표는 ‘자기이해’이다. Ricoeur의 미메시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변증법적 대
화과정으로 자아형성의 문제를 다루는데(이재호, 2008), 예비교사는 미메시스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이해’를 향해 나아간다. <표 1>은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예
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이다.

예비교사역량 발달단계를 Ricoeur(1983)의 삼중 미메미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MimesisⅠ는 개념화 단계로 표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교
사에게 필요한 지식, 실제 좋은 수업의 관찰을 통한 경험, 자신의 수업철학을 탐색할 
수 있다. MimesisⅡ는 MimesisⅠ에서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전(前)
단계의 이야기재료들을 이야기를 통해 재해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때 반성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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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전 단계의 지식을 모방하는 단계로 머물기 때문
에 수업설계안을 모방하여 수업하는데 그치며, 모방된 수업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며 경험을 공유한다. MimesisⅢ은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는 단계로 자신의 
수업을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연의 내용
을 자기수업컨설팅과 동료평가를 동시에 함으로서 자기이해 단계에 이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실행연구의 실천

1. 실행연구의 의미와 단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 실행연구를 적용하였다. 수업 현장의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주 개념인 ‘반성적 성찰’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로 검증하는 양적연구 보다 현장의 의미발생과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
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행연구(Action Science)는 Levin(1946)이『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을 통해 
최초로 사용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인 사람이 본인의 실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더 나은 실천을 도모하게 한다(박창민, 조재성, 2016). 그래서 
실행연구를 ‘현장개선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의 실행연구 관련 연구는 주로 교
사의 전문성,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탐색하는 것으로 실행연구는 현장에 있는 실천가
의 연구로 연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나선형적 순환구조를 보인다(강지연, 소경의, 2011). 본 연구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설계자인 동시에 운영자(강사)인 저자가 2015년 ‘마이크
로티칭과정’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 상황과 국내의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2]는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의 실행연구
단계이다(Ferrance, 2000).

첫 번째 단계인 문제정의하기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하였던 연구와 현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정의한다.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인터뷰, 포트폴리오, 사진, 설문지, 자기평가지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Ferrance, 
2000). 자료해석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자
료를 통합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 실천계획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결과를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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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의 실행연구 모형 (Ferrance, 2000)

실행연구 단계 본 연구의 적용과 단계

문제정의 - 문제영역의 구체화: 질문하기

자료 수집과 
조직화

- 마이크로티칭 선행연구 수집
- 수집한 현장 데이터 : 연구자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진, 영상, 참여 

학생의 교수학습계획서, 동료평가지, 자기평가지, 만족도 설문지 등

자료 해석
- 선행연구 및 연구자 경험 분석
- 이론탐색(자기수업컨설팅, 반성적 성찰, 리쾨르의 미메시스)

데이터 기반 실천 - 통합된 이론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 재설계 - 생태학적 평가방법 제안

<표 2> 본 연구의 실행연구 적용과 단계

성찰하고 평가하며, 다음 실행계획을 세운다. <표 2>는 실행연구단계와 본 연구의 실
행연구 적용과 단계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단계인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으로 자료를 분석하
였다(Strauss, Corbin, 2001). 그리고 선택코딩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는 본 논문
에 실제 현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직접 인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을 이용한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청법 중에서 영상, 설문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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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 연구참여자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자의 성찰일지,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자료의 통합과, 복수의 연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자의 통합 방법을 적용
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는 김영천(2012)에 따라 <표 3>과 같이 적용하
여 수행하였다.

김영천(2012)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 적용

1
충분한 시간 자료수집과 연구: 

교육학의 경우 3개월 이상 권장
자료수집기간: 2015년 5월~2016년 8월

2 심층적 기술 및 참조자료 사용
현장의 언어를 연구에 그대로 기술하여 현장성을 확보
연구에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을 활용

3 연구참여자의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평가를 연구에 반영하
고, 프로그램 종료 후 C대학 사범대 학생들의 평가를 
확보

4
동료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반영
2016년 한국교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
심사자, 동료연구자의 피드백 반영

5 자기반성
본 연구의 Ⅴ.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에서 1. 
연구자의 반성: ‘수업시연자’와 ‘수업컨설턴트’의 사이
를 통해 자기반성의 내용을 기술

<표 3>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과 적용

2. 이론의 통합과 실행계획

본 연구는 보조식에 그쳐있던 수업행동평가 중심의 예비교사의 마이크로티칭 프로
그램에서 자기수업컨설팅 기반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수업컨설팅
에서 중요한 개념인 반성적 성찰 역량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
으로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탐색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프로그
램에 실행하기 위해 이론을 통합하여 <표 4>와 같이 계획을 세웠다.

각 프로그램의 단계는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적용하여 앎의 단계인 개념화단계-이야
기 만들기 단계- 자아형성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는 이상수(2016)의 자기수
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념화 단계에서는 수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교사로서의 수업과 학생으로서의 수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공유한 경
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과에 적용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목표에 따른 ‘교과의 지식전달’에 중점을 두던 수업설계에서 자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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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단계
MimesisⅠ MimesisⅡ MimesisⅢ

전형상화
(개념화 단계)

형상화
(이야기 만들기 단계)

재형상화
(자아형성 단계)

프로그램
주제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수업시연과 자기평가

되돌아
보기

zoom out

1) 교사로서 수업하기
와 학생으로서 수업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1) 수업준비과정과 수업
시연 경험 이야기하기

1) 전(前)단계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나의 교육철
학과 성향에 맞는 교수법
이야기하기

들여다
보기

zoom in

2) 공유된 경험 서로 
이야기하기(피드백하기)

2) 수업설계와 관찰된 
행동 이야기하기, 아이
디어 공유하기

2) 전 과정에 대한 변화 
이야기하기

새롭게
경험하기
action

3) 수업경험, 교육철학, 
교육목표를 연결하여 
수업 계획하기

3) 공유된 이야기를 바
탕으로 다음 수업 준비
하기

3) 교사로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계획하기

<표 4> Mimesis와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과정

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생각해보고 이를 수업에 연결해 보았다. 이야기 만
들기 단계에서는 수업시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준비과정에서의 고충과 실제 수
업시연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공유된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같은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으로 자아형성단계에서는 실제수업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동료학습자와 수업컨설턴트
(프로그램운영자)가 실제 학생 역할을 하였다. 짜인 각본이 아닌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
고, 대답을 하였다. 과정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은 3단계 동안 일어난 자신의 변화과
정을 이야기 하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는 교수법을 찾아보았다. 또한 교사로서 어떠
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IV. 연구결과: 실행연구 과정과 결과

1. 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

마이크로티칭의 기본절차는 계획-실행-평가재계획-재실행-재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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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ban & Çoklar, 2013).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마이크로티칭 단계를 예비교사에 맞
춘 연구인 정석기, 조미희(2015)의 예비교사 수업컨설팅 절차인 PDDRE의 모형(계획-자
료수집-진단-반성적 실행-평가)를 적용하였다. PDDRE 모형에 수업시연의 어려움을 반
영한 요구분석과 자기수업컨설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기존에 전문가 컨설팅에만 의존하던 방
식에서 협력적 관계와 반성적 성찰을 함양하기 위해 리쾨르의 미메시스의 단계에 근
거하여 동료컨설팅, 자기수업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프로그램 참가자

학과 참가자(명) 합계(명) 수업시연경험 참가자(명) 합계(명)

국어교육과 7

15

Y 6
15

N 9산업디자인학과 1
학년 참가자(명) 합계(명)

수학교육과 2
2 7

15역사문화학과 1 3 2
한문교육과 4 4 6

<표 5> 참가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의 도입
본 연구는 기존의 전문가에 의한 행동평가 위주로 운영되었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

램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사례연구이
다. 기존 프로그램은 사전교육 없이 15분~20분의 수업시연 이후 전문가의 현장피드백, 
서면 피드백, 수업시연 영상 제공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현장피드백에서 수업시연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한 채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면서 수업행동만 평가하
게 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일회적인 피드백으로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자기수업컨설팅 개념뿐만 아니라 
동료컨설팅, 수업설계교육, 유사계열의 조 편성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했다. <표 6>는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내용이다. 본 과
정이 운영되기 전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수업시연을 위한 수업설
계방법, 자기수업컨설팅과 동료컨설팅을 위한 수업컨설팅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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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DDRE 본 연구 단계 세부내용 기간

1
사범대학 대상

사전 요구분석(51명)
- 수업시연 문제 요소 파악
- 수업설계 역량 파악

2016년
3월~5월

2 계획
프로그램 신청 및

요구사항 작성

-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사항 및 개선
하고 싶은 사항

2016년
5월~6월

3 수업컨설팅 교육
자기수업컨설팅,

수업설계
동료평가 실습하기

2H
6월 20일(월)

2시~4시

4
자료
수집

< MimesisⅠ> 수업지도안 만들기
수업일관성, 수업단계별

구성 피드백

3인~4인
1팀(5팀)
각 2.5H

6월20일
~7월7일수업설계하기: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5 진단,
반성적
실행,
평가
통합
운영

MimesisⅡ
1차 수업 시연 촬영

3인~4인
1팀(5팀)
각 2.5H

7월11일
~7월14일

1차 수업시연과
활동: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진단단계

중간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 평가

6

MimesisⅢ
2차 수업 시연 촬영 3인~4인

1팀(5팀)
각 2.5H

7월18일
~7월21일

2차 수업시연과
활동: 수업시연,

자기평가

반성적 실행
단계

평가단계
자기평가, 동료평가,

전문가 평가

<표 6> 삼중의 미메시스를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니라 컨설턴트로서의 태도를 교육하였다. 아울러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Ricoeur(1983)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3) 문화적 공유를 위한 조 구성
동료교사(동료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타인의 수

업을 평가하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조를 편성하였다. 동일학과가 없는 경우
에는 유사계열 학과와 같이 조 편성을 하였다(A조). 하지만 D조의 산업디자인학과 학
생은 프로그램 초반에 음악교육과 학생들과 조를 편성하였지만,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여 D조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D조는 프로그램 초기에 상대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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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학과구성
합계 
(명)

수업시연 경험 
(명)

A 역사문화학과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 3 3

B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 2 2

C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4 0

D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3 1

E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3 0

총(명) 15 6

<표 7> 참가자의 조 편성

4) 사전 요구분석
요구분석은 본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에도 C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

로도 이루어졌다. 요구분석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은 ‘수업
컨설팅 교육’ 단계에서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적 특징을 이
해하는데 참고하였다. 질문1)은 교육내용의 보충․심화자료로 참고하였으며, 질문2)는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하였다.

질문1) 수업시연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
인가요?

응답1) “수업시연을 준비할 때 지도안을 짜는데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긴장이 너무 돼서 모든 것이 어색
합니다.” -국어교육과 C학생

응답2) “수업의 흐름구성과 제한된 시간의 수업시연 시간관리,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A학생

응답3) “수업시연 할 때 50분 수업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학생들의 반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수학교육과 A학생

수업시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지도안작성, 제한된 시간이 있는 수업시
연에서의 시간 재구성, 실제학생이 없는 환경에서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표현하기, 
발화법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교육시간에 학생들의 고민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수업방법은 수업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이
상수 외, 2012), 교수자의 교육철학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철학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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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어로 접근하기 위해서 ‘좋은 수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예비교사들
의 답변에서는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답변이었지만, 처음 작성해온 ‘교수학습 과정안’ 
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과 연결하여 교수법 선택, 평가방법 등 
수업일관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학습 과정안’ 수정을 유도하였다. 

질문2)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1)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입니다.” - 한문교육과 A학생
응답2)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학교육과B학생
응답3)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부담되지 않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업을 통해 교사가 제시한 학습목표에 도달하여 학습
의 만족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역사문화학과 A학생

2.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본 프로그램은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피드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수업설계 방법과 지도안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고, 기존에 작성하였던 지도안의 강점과 개선점을 찾고 수정하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동료컨설팅과 자기수업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턴트’로서 가져야할 태도
를 전달하였고, 실제 수업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였다. 실제 수업영상은 초상권에 문제
가 되지 않도록 본 연구자가 수업하는 영상을 활용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5개의 조로 
구성하여 수업설계하기-1차 수업시연과 활동- 2차 수업시연과 활동으로 1주일에 1번 3
시간씩 모임을 가졌고, 총 3주간 진행하였다.

1) 수업설계하기: ‘수업하기’와 ‘이야기’를 위한 재료 준비
‘수업설계하기’에서는 수업컨설팅 교육 후 2주간의 시간을 주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안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학생은 지도안 형식에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도안을 써본 학생은 기존에 작성했던 지도안에서 수정․보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도안을 써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
에 불편함을 가지기도 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지도안은 50분 수업 기준의 ‘세안’이
다. ‘세안’으로 작성한 이유는 수업운영을 위한 수업시연이 되지 않도록 학습자분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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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학 등을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작성해온 지도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을 소개하
고 수업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특히 유사계열의 학생사이에서는 교과 학습을 향상시
키는 전략을 많이 공유하였다. 그리고 50분의 수업 내용을 어떻게 15분~20분으로 재
구성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2) 1차 수업시연과 활동: 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1차 수업시연과 활동에서는 ‘수업설계’단계에서 준비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업시연

을 하였다. 1차 수업시연에서는 시간제한을 주기 않고, 자유롭게 수업시연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각자 돌아가면서 수업시연을 한 뒤 서로의 ‘강점’과 ‘개선점’을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점과 개선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강의촬영 분석
지를 제공하였다. 이 분석지는 평가의 요소로 쓰지 않고, ‘이야기재료’인 가이드로만 사
용하였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순서가 중요하였다. 전문가가 먼저 
피드백을 주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수용하는 수동적인 답변에 그쳤
으며, 동료학습자가 답변을 먼저 주면 수업시연자는 그 말에 동의하는 답변으로 이어
졌다. 따라서 가장 먼저 수업시연자가 자신의 수업시연 소감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동료학습자들이 아쉬운 점에 대한 개선점을 강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답변을 주도록 하였다.

[그림 3] 1차 수업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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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수업시연과 활동: 수업시연과 자기평가
2차 수업시연과 활동에서는 1차 활동에서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반영하였고, 실제 

수업시연 평가처럼 시간제한을 두었다. 2차 활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점과 
강점을 중심으로 성찰하였으며, 자기이해를 위하여 미래의 업(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그림 4]는 2차 수업활동 결과물이다.

[그림 4] 2차 수업활동 결과물

3. 참여자 결과 평가하기

실행연구에서 결과 평가는 다음 실행을 계획하기 전의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
여자의 수업활동결과물과 만족도평가를 통해 결과평가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 연구자
의 결과평가는 Ⅳ.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 실행연구의 반성과 수정에서 기술하
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를 알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5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5가지 주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배움의 필요성’이다. 

 



이은택․심규진․유영만(2017)

- 502 -

l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다른 학생들의 지도안을 함께 보면서 보완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수업분석과 수업환경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
다” -한문교육과 B학생-

“직접 수업을 시연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좋
았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 나의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동시
에 나의 강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야하는구나’도 깨달았습니다.” -수학교육과 A학생-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은 ‘자기이해’이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가 ‘자기이해’를 통해 
수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수업컨설팅을 도입했다. 특히 반성적 성
찰을 함양하기 위해 본 과정을 운영했다. 위의 의견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한 일방적인 전문가의 피드백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긍정적
이었다고 했다.

l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특히 동료 간 피드백이 인상적이었습니

다.” -국어교육과 C학생-
“서로 피드백을 하니 무엇이 좋은 수업인지 알게 되었고, 강점과 개선점을 알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국어교육과 A학생-
“다른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니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교육과 A학생-
“학생들끼리 소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같이 한 선생님도 우리와 동등한 입

장에서 피드백을 해주어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국어교육과 B학생-

교사는 교사의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교사들과 협업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수업
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원활한 
동료피드백을 위해 수업컨설팅 교육 단계에서부터 동료학습자와의 ‘관계’에 집중하였
다. 수업컨설팅교육에서는 수업컨설턴트로서의 태도를 배우고, 프로그램 운영자(본 연
구자)의 수업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과’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으며, 현장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특정 교과
가 가지는 고민을 서로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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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연을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문교육

과 A학생-
“실습 때 했던 수업지도안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고, 단계가 진행 될수록 

전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문교육과 C학생-
“두 번의 시연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것 같아

서 아쉬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A학생-

  일회적으로 수업시연이 끝나면 수업역량 향상 정도를 스스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
업시연 전(前)단계에 어떠한 교류 없이 수업시연을 하게 되면, 학생의 교과적 배경, 수업지
식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없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경험과 수업시연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참여자들의 수준이 상이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경험이 없는 학생은 수업설계 단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산업
디자인학과 A학생처럼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학생은 반복적인 수업시연에 지루함을 느끼
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l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수업설계와 파워포인트 설계법 등 다양한 기술을 배웠고, 수업시연 환경이 실제 

수업과는 달라 걱정이 많았는데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국어교육과 B학생-
“수업 중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과 질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 B학생-
“나의 과목과 학습목표에 맞는 수업방법과 평가기준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국어교육과 E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시연을 위해 수업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에 
만족감을 느꼈으며, 수업설계와 수업시연을 직접 해 봄으로써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했
다. 또한 수업매체제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
였다.

l 배움의 필요성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과지식 외에도 수업방법과 매체설계법 등 다양한 지

식을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어교육과 F학생-
“수업지도안 작성의 중요성을 알았고, 앞으로 수업지도안 작성에 대해 더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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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다.” -수학교육과 A학생-
“앞으로 많은 수업시연 경험을 갖고 싶고, 이를 통해 불안감 해소와 자신감을 얻

고 싶다.” -한문교육과 C학생-
“수업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말하기나,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수업을 이루

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단계도 단순히 동기유발 전략과 내
용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업철학, 수업목표 등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
게 되었습니다.” - 국어교육과 A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즉 수업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복잡하고, 
단순히 교과지식을 잘 아는 것과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따라서 교과학습 외에도 ‘좋은 수업’을 위해 여러 분야를 학습해야겠다고 했으며, 더 많은 
수업시연 경험을 갖고 싶어 했다.

Ⅴ. 연구자의 반성과 계획의 수정: 실행연구의 반성과 수정

1. 연구자의 반성: ‘수업시연자’와 ‘수업컨설턴트’의 사이

본 연구자는 교직이수를 통해 ‘수업행동분석실’에서 시행한 ‘수업시연’을 몇 차례 경
험하였다. 수업시연을 하기 전에는 ‘수업’이라는 생각보다 ‘발표’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
했었다. 교수학습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시연 준비를 하였지만, 수업시연의 상황적 특
성 때문에 교수학습지도안 그대로 시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어려웠
던 두 가지는 ‘제한된 시간’과 ‘실제학생’의 부재였다. 또한 과목의 특성과는 관련 없는 
피드백은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교직전공이었던 ‘상업정보’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학습자에게도 낯선 과목이었다. 학부생이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부족했던 연구자에
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수업시연이었지만 교직과정으로 통해 수업설계와 수업매체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수업시연자’에서 
지금은 ‘수업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티칭을 운영할 때 연구자는 초보자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때문
에 수업시연에 대해 통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강의촬영컨설
팅 평가지에 의존하여 컨설턴트와 참여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대면피드백과 서
면피드백을 하였다. 이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해당 학생의 교과에 대해서 지식이 낮
기 때문에 수업행동 중심으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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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직적인 관계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드백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초창기 컨설팅은 연구자가 ‘수업시연자’였을 때 느꼈던 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한국교육공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컨설턴트 
자격과정을 이수 하면서 ‘자기수업컨설팅’개념을 알게 되었고, 반성적 성찰을 구체적으
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학부생에게도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이 적절할
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 이
후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예비교사들과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에 대해 만
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자 분석에 의해 더욱 
세부적으로 과정 운영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교육 단
계에서 자기수업컨설팅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2. 프로그램 평가의 새로운 고찰

본 연구를 양적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로 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프로그
램에 대한 참(authentic) 평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대
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기존 평가 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과정
의 본연의 활동은 학습자의 어떠한 변화를 위해 특정 시간 내에 교육 내용을 전달하
고, 변화 모습을 기대하는 것(정창규, 강대일, 2016)이라고 할 때, 새로운 개념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여러 차례 독립적
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그 개별적인 가치를 다원적으로 공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백순근, 2000). 이를 위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종합적이며, 
협력적으로 참여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생태학적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과정을 중시하는 Capra(2010)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의 특징을 반
영한 평가방법으로서 ‘생태학적 접근’의 개념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 대비하여 아래
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백순근, 2002).

과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사고 합리적, 분석적, 선형적 직관적, 종합적, 비선형적

가치 경쟁적, 양적, 지배적 협동적, 질적, 협력적

내용 부분, 구조, 객관적 과학, 진리 전체, 과정, 인식적 과학, 근사적 진술

<표 8> 과학적 접근과 생태학적 접근의 비교 (백순근, 2002)



이은택․심규진․유영만(2017)

- 506 -

이러한 사고, 가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생태학적 접근은 학습자원을 자기 주도적으
로 활용하는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유영만, 2002). 또한 현
상학적․해석학적 ISD(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모델링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완벽
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따라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 정도에 대한 합의창출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유영만, 2008). 그렇기 때
문에 생태학적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Kirkpatrick(1998) 1단계 반응
(reaction), 2단계 학습(learning), 3단계 활용(behavior), 4단계 결과(results) 등 단계적 개념에
서의 ‘측정(mesurement)’ 없이 개인의 만족감 확인, 집단의 가치판단 합의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apra(2010)의 생태학적 접근의 3가지 
구분에 따라 생태학적 평가 요소를 [그림 5]와 같이 구성해보았다.

[그림 5] 생태학적 평가의 3가지 구성요소

Ⓐ는 삼각형의 밑변으로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영역이다. 본 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의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학습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그룹별로 ‘협력적 문항’을 통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으로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진리(眞理)가 아닌 일리(一理)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는 삼각형의 높이로서 William, Stephen (2012)의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의 OARS기법2)을 통해 변화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평가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의 상승과 하락을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2) Open question, Affirming, Reflection, Summa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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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이해했다면, 본 평가에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심층 대
화’를 통해 학습 이후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는 직
각 삼각형의 빗변으로서 참여자 개인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평가이다. 
모든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의 나’로 살아가기에 학습 이후 참여자가 속한 환경에서 
2~3개월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을 평가해봄으로서 학습 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이다. 본 평가는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속한 공
동체 일원들의 평가까지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각형의 밑변, 
높이, 빗변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서 구실을 해야 직각 삼각형이 완성되듯이 생태학적 
평가 개념으로 제안한 협력(collaboration) 평가, 반응(reaction) 평가, 성장(destiny) 평가 등 
세 가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존 마이크로티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 단계부터 프로그램 참여자
의 환경적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심층 면담 및 사후평가
에 대한 동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자 및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에서 평가가 가능한 협력적 문항을 개발하여 시범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Kirkpatrick(1998)의 활용 평가를 참고하여 개발된 국내의 현업적용도 평가 사례를 분석
하여 예비교사를 위한 성장 평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컨설팅 영역에서는 수업설계를 위한 ‘기술’, 수업시연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현장의 교사는 실제로 자신의 초점식 지식을 발현할 수 있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
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비교사의 경우 자신의 초점식 지식을 총체적으로 발
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예비
교사 교육은 습득한 지식을 발현할 수 있는 장(場)의 기회마련과 지식을 통합할 수 있
는 안목, 그리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반성적 성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자
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기수업컨설팅에서 중요한 개념인 ‘반성적 성찰’을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출된 프로그램 모형을 C대학의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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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기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기수업컨설팅에 기초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은 ‘반성적 성

찰’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고, 파편적으로 습득한 보
조직의 지식을 통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업행동’중심으로 평가했
을 경우 ‘프레젠테이션’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강의식 수업의 발화에 평가비중
이 높았다. 이로 인해 교과의 특성과 관계없이 강의식 수업을 평가하게 되고, 예비교
사의 수업철학과 무관한 수업시연을 하여 자신감을 낮게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프
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설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프레젠테이션’능력이 낮더라도 다양한 교수법을 시
도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던 마이크로티칭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반성적 성찰을 이끄는 자기수업컨설팅 모형 기반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
램 개발을 통해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 ‘동료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 ‘배움의 필요성’의  
5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는 자기수업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함양할 수 있었다. 둘째 ‘동료피
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심리적 만족’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교직생활 동안 필요한 동료교사와의 협업능력과 서로 다른 전공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미리 실천 해보는 ‘수업경험’
과 수평적인 구조 아래 동료학습자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성찰적 경
험’이었다. 셋째, ‘비교를 통한 개선점 찾기’는 수업설계, 1차 수업시연과 활동(모방하여 
수업하기, 반성적 성찰하기), 2차 수업시연과 활동(수업시연과 자기평가)의 ‘단계적 비
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마이크로티칭 프
로그램이 가졌던 한계인 소위 교육학(교육공학) 전문가들의 교수법 지식 전달에 초점
을 두고 일회적인 지시적 피드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으로 그치던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서 예비교사 
스스로 지속적으로 수업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태도’와 ‘방법’을 함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넷째, ‘수업을 위한 역량향상’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위한 설계, 매체제작 
등 부가적인 ‘성과물’을 창출했고,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필요성’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과목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



반성적 성찰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운영 사례-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중심으로-

- 509 -

해 넓게 아는 것 또한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수업컨설팅
이 현직교사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영역에서도 시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자기수업컨설팅은 다음 다섯 가지의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수동적으로 교과지식과 교수법을 수용하는 예비교사에게 스스로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배움의 의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삶
과 교육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철학을 고민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다. 셋째, 수업행동평가 중심인 보조식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수업행동평
가 중심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게 된다. 넷째, 예비교사가 실제 현업
에 진출하여 교사 생애주기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수업개선비용 절감과 내부 자생적인 학교 생태계를 만들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자기수업컨설팅의 가장 큰 목적인 수업개선을 통한 학습개선을 만들 
수 있다(이상수, 2016). 현재 예비교사 교육은 교사의 지식, 행동, 태도 함양에 집중되
어 왔었지만,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의 배움에 있다. 자기수업컨설팅은 예비교사 자신
의 수업행동에 국한된 시야에서 나의 수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눔으
로써 배움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수업컨설팅의 개념은 향후 사
범대 및 교직과정의 교과목의 구성, 내용, 방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교사 선발과
정과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활용과 향후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자기수업컨설팅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의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론과 개념의 직접적
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론과 운영의 합의점 창출을 위한 성찰적 탐구가 필요하
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은 충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생 15명을 전국적인 연
구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봄으로써 자기수업
컨설팅의 확장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2017학년도 교사임용시험의 수업시연평
가에서 ‘반성적 성찰 면접’ 시행 이후 면접 사례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수업컨설팅 개념과 반성적 성찰 면접의 접목점을 실제적으
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참여자 개인의 환경적 맥락 고려, 반성적 실천 단계
의 확인여부 등을 위해 ‘생태학적 평가’ 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중심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벗어나 현장, 개인, 사후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해 과정
중심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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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수업행동’ 평가 중심의 마이크로티칭에서 ‘반성적 성찰’개념이 
포함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근본적으로 예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
다. 이러한 목적으로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수업컨설팅’ 개념을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에 도입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모형으로 충북
소재 C대학의 사범계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의미 있
는 다섯 가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
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가가 아닌 같은 눈높이의 동료들로부터 소통 가능한 환경에서 현
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단계적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자신의 수업을 위한 설계, 매체제작 등 부가적인 ‘성과물’을 창출
했고,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과
목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넓게 아는 것 또한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수업컨설팅이 현직교사영역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시연에 대한 고충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여실히 담아냈기 때문에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새로운 관점
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자기수업컨설팅, 반성적 성찰, 마이크로티칭, 실행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