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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교수 행위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 중 bottom-up 
관점에서 유아 교사의 실천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유아교육에서는 top-down 관점을 
중심으로 발달심리학 이론, 발달에 적합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담론, 그리고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의 틀 안에서 유아교사의 실천과 교수행위를 정의하고 합리화해 왔다. 둘째, 이와 반대로 bottom-up 관점은 현장에서
의 교사의 행위와 실천이 이론을 이끈다고 보며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가 현장에서 실천방법을 구성해 가는데 초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 실천은 이론의 근거가 되며, 교사는 암묵적 이론을 형성하면서 연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개인경
험, 학교풍토와 맥락, 그리고 우세한 교육담론이 교사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다. 셋째, 실제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로부터 예비교사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교수에 대한 기대가 양성과정에서의 
담론과의 교류, 실습 및 학교의 영향으로부터 교수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직교사들은 그들이 
지닌 암묵적 지식의 전개가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행정적 압력 및 현장의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인
적으로 발달시킨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함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라 bottom-up 관점에 근거한 향후 교사 실천에 관한 
연구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유아교사, 이론과 실천, 신념, 교수 행위, bottom-up 관점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es from bottom-up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sults of the review of literature are as follows: 1) From top-down 
perspectives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es and their classroom behaviors have been traditionally def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the notion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and 
designed program models; 2) From bottom-up perspectives researchers have a focus on how teachers’ practices 
lead theories and how they construct the act of teaching through reflective thinking; 3) empirical research on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demonstrates that preservice teachers develop their own theories of teaching 
from their previously held assumptions, gained knowledge from preparation programs, and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It also shows that inservice teachers construct teaching through their implicit knowledge and the 
use of strategies to negotiate problem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n teachers’s practic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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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사의신념및인식에관한많은연구들이교사의신

념이실천과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

이론과실천의관계를연구한 Chafel과 Reifel(1996)[1]은

모든 경험은 이론에 근거하며, 이론은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서불가분의관계를지니고있음을밝히고있다. 교

육 연구 안에서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이며그동안이루어진교사의인식및실천에관한많은

연구들이이둘의관계속에서특정관점에근거를두고

탐색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교사의 인식 및 신념체계

는그들의실천및행위를결정하는가장큰요소임을가

정하고있다. 교사인식의본질을탐색한 Nespor(1987)[2]

의 연구에서 교사의 신념과 인식은 교사의 교육행위 및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다.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에서 유아교육 분야에서 신념

과교사의행위의관계를바라보는두가지시각이있다.

하나는 top-down 관점과 다른 하나는 bottom-up 관점

이다. 이는 이론과 실제와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어

떻게바라보는가에따라구분된다. 전통적으로유아교사

들은반성적인사고혹은반성적인교수를통해그들나

름대로의 이론을 발달시키고 매일의 교실수업을 이끌어

왔다. 초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유아교육학자들은 교

사들이현장에서이론을구성한다는사실에가치를부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bottom-up 관점에서 교사의

인식과실천을바라보는연구들이교사의반성적사고에

따른 실천과 이에 근거하여 교사가 그들의 실천과 교수

행위를 구성해 나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top-down 관점은 대부분의 연구자와 이론가들이 지

녀온관점으로특정이론에근거하여교육현장에서상황

에따라나타날수있는교사의행위를예측하여미리기

술한다. 따라서교육현장에서교사가의사결정할수있

는 힘이 최소화된다. 이와 반대로 bottom-up 관점은 교

사개개인이유아들을관찰하고이에근거한교육경험에

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구성해 나가는 교육실천에 초

점을 둔다. 이 모델은 “이론(theory)이 실천(practice)의

근거가되는것이아니라실천이이론을이끈다“고본다

(Williams, 1996, p. 154)[3]. 즉 Williams[3]에 따르면 교

사가생애에걸쳐얻는모든사회적경험들이그들의신

념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는철학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

적, 언어적, 교육적인모든경험들을포함하며이렇게형

성된신념체계가교사의교육실천에영향을주는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두가지의관점에따라교사의실천을이해하는시

각이 달라진다. top-down 접근은 이론(top)이 직접적으

로 실천(down)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론을 통해 교

육현장에서 보여주는 교사의 교수행위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행위를 합리화시킨다.

bottom-up 접근에서는교사를 “무비판적인이론의소모

자”로 보는 top-down 관점과 달리 교사는 이론 형성을

위해 실천을 매개로 이용하는 “이론의 창출가”로 본다

(Williams, 1996, p. 156)[3].

본 연구는 교사가 현장에서 이론을 창출하고 교수 실

천을이끈다는유아교사의인식및실천에관한 bottom-up

관점의 연구들을 토대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교육

실천을어떻게이론화시키고실천의구체적인행위를어

떻게 구성하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는 또한 현장의 교사

들에의해구성된실천과행위의문제와학자및이론가

들에의해형성된이론및철학의문제를연결할수있는

융합적 측면에서 모색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첫째, 유아교사의신념과실천에

관한 top-down 관점과 bottom-up 관점의 근거를 고찰

한다. 둘째, bottom-up 관점안에서국내, 외에서이루어

진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셋째, bottom-up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을 토

대로 교사 인식 및 실천 연구를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2. top-down 이론과 bottom-up 이론 
2.1 top-down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신념
top-down이론은 교육행위가 교수-학습 이론에 근거

한다는시각을반영하며이론이실천에영향을미친다고

본다(Shoonmaker & Ryan, 1996)[4]. 전통적으로유아교

육에서는 발달 심리학 이론,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관한

담론, 그리고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모

델의틀안에서교사의실천과교수행위를이해하고합

리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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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발달심리학 이론
발달 심리학 이론은 유아교육영역에서 주요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 거대 이론(grand theory)으로 유아발달

및학습에관한기본적틀을제공해왔다. 성숙이론, 정신

분석이론, 행동주의, 및 인지이론 등의 범주로 대변되는

발달심리학이론은유아교육에서 top-down 접근의기초

가 되어왔다(Schoonmaker & Ryan, 1996)[4].

게젤의표준행동목록과준비도의개념은유아의생물

학적 변화와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교사들의 교

수-학습에서의기준으로사용되었으며, 프로이드와에릭

슨의심리성적및심리사회적발달이론은유아의인성발

달을추구하는교사의역할을위한지침이되어왔다. 왓

슨, 스키너, 반두라로 대변되는 행동주의 이론은 대다수

의 현장 교사들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일매일 하루일과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교수-학습의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해 왔다. 피아제

의 인지-발달 모형은 유아교육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인지이론중하나로유아의사고방식과문제해결방식이

성인과질적으로다르다는개념이유아교사들의교육현

장에막대한영향을미쳐왔다. 또한언어, 사고, 사회와의

관련성을탐색하는비고스키와미드역시사회문화적요

소와관련된유아의인지발달을추구하는교사의역할을

강조해 왔다(Morrison, 2009)[5].

Shoonmaker와 Ryan(1996)[4]은 교수행위를 이론에

근거한지식의결과물로정의하고교사들은현장에서교

육이론에 근거한 신념을 통해 교육실천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본다. 이러한Top-down 모델은교사들이형성

한교육에관한신념들이기존의영향력있는이론에근

거하며따라서유아교사들이지닌신념은교육실천에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실천을 예언한다고 본다.

유아교사들의 신념과 실천에 관한 문헌연구에서

Kwon(2010)[6]은 과거 20년 동안의 교사의 신념과 실천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피아제의 구성주의 혹은 아

동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발달에 적합

한 실제의 관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

다. 이는 교사 신념 및 실천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이

교사가지닌교육신념및실천과상응하는교육이론들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명시적인 이론들이 교사의 신념형성

과 교육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2 발달에 적합한 실제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는 유아의 발달-학습에 관한 top-down

이론과 유아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Schoonmaker & Ryan, 1996)[4]. 전미

유아교육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AEYC)의발달에적합한실제에관한

지침은 유아 대상의 구조화된 학문 중심의 교육에 반하

여 유아 연령의 적합성과 개별적 적합성에 근거한 아동

중심적인 활동을 지향한다. DAP는 피아제의 발달적 상

호작용주의와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인 구성주의에 근

거하여교사들에게발달에적합한실제와발달에적합하

지않은실제에관한실천적인원리를제공한다. DAP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의사결정권을 매우

강조하고있지만그과정에서권위와힘은이론의힘, 즉

피아제를 위시한 아동발달 이론으로부터 나온다

(Goldstein, 2008)[7].

교사의 신념과 실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달에 적

합한실제가지향하는교육원리에초점을두고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와 관련한 신념과

실천과의 일치 및 불일치(Charleworth, Hart, Burt, &

Hernandez, 1991[8]; Charlesworth et al., 1993[9]; Wen,

Elicker, & McMullen[10], 2011; Jones & Gullo,

1999[11]), DAP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Buchanan,

Burts, Binder, & White, 1998[12]; File & Gullo,

2002[13]; McMullen, 1999[14]), 교사의신념과관련된유

아의 발달적 성과(Jones & Gullo, 1999[11]; Krockover,

Pekarek, Riggis, & Shepardson, 1999[15]; Smith &

Croom, 2000[16])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NAEYC의 발달에적합한실제에대한지침이현장에

서 교사가 이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

라서 실천적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DAP와

관련한선행연구들에서나타났듯이 DAP는 교사와실천

가들 사이에서 현장에서 따라야 할 엄격한 원리로 인식

된다.

2.1.3 프로그램 모델
유아교육분야에서 top-down 이론의 적용은 다양한

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에서도볼수있다. Bank Street

프로그램, High Scope 프로그램및 Kamii-DeVeris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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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포함하는인지중심의구성주의적접근법, Montesorri

프로그램, DISTAR 프로그램, NAEYC의 반편견프로그

램등이교수-학습방법에대한특정관점을보여주는다

양한 교육이론들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프로

그램들이 top-down 교육과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Morrison, 2009)[5].

즉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특정 발달심리학 이론 혹은

철학에 근거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특정이론이 추구하는

철학및개념등에따라행위를미리규정하고현장의실

천이 특정 이론에 근거해야한다는 전제를 지닌다. 이들

프로그램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프로

그램의효과를검증하려는노력이커리큘럼실행에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실

시된커리큘럼실행에관한장․단기종단적인연구들은

top-down 이론 즉 교육이론이 실천에서 어떻게 이해되

고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2.2 bottom-up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신념
bottom-up 이론은 특정 이론으로부터 실천이 발현되

는것이아닌, 현장에서의교사행위및실천이이론을이

끈다고 보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가 현장에서 실

천 방법을 구성해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Williams,

1996)[3]. 이 관점에서실천은이론의근거가되며교사는

암묵적이론을형성하면서연구자의역할을한다고보면

서개인경험, 맥락, 및담론이교사가이론을구성하는데

영향을 비치는 요소로 본다.

2.2.1 이론의 근거로서의 실천
1920년대시작된아동연구운동은아동의성장과발달

에관한다양한이론을만들어냈다. 홀의성숙주의이론

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현장에서 보이는 아동

의 교수-학습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의 분석을

통해 정립되었다(Morrison, 2009)[5]. 당시 교육에 있어

서의진보주의자들이취한관점은아동을교육과정구성

의 기본으로 보고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해석하는 주체

로 보았다는 것이다. 즉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top-down

관점을 이끌어 온 형식적인 이론이 형성되는 전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론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

지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기록을 통해 이루어

지는 bottom-up 접근과매우밀접한관계속에서이루어

져 왔음을 보여준다(Chafel & Reifel, 1996)[1].

교사는 교실에서 갖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

색하기 위해 명시적 이론과 함께 암시적 이론을 사용한

다. 교사가 그들의 교수행위에 대해 이론화하는 것이 명

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교사가 형성하는 이론은 그들이

현장에서경험하는아동, 가족, 혹은 학교상황, 즉 현장에

대한반성(reflection)을 통해서라는것이다. 이러한사실

은교사의반성자체가그들의경험과실천에근거한사

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사가 지닌

이론은현장혹은경험과분리될수없으며교사의실천

으로부터 나온다.

이에대해 Connelly와 Clandinin(1990)[17]은 유아교사

의 실천에 대한 전망(landscape)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결정은 특수한 전문

적인 맥락 혹은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사는 맥락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이론과 개인의

경험을통해의사결정을하는데교사의이러한맥락화된

사고과정이이론과실천을분리하는것이불가능함을밝

히고 있다.

2.2.2 암묵적 이론의 형성
교사는 명시적인 이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명되

지 않은 잠재적인 이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교수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Chafel & Reifel, 1996)[1]. 암묵적 이론

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가 그들의 교수행위나 학

생들을 위해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위

해사용하는언어에초점을두고이를탐색한다. 이는언

어가 그들이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Clark & Peterson, 1986)[18]. Seifert (1991)[19]

에 의하면암묵적지식은 “새로운경험적증거에의해언

제든지수정될수있는주변적인생각이아닌특정이론

과 같이 개개인의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일관성

있는신념의합체”로정의된다(p.3). 즉 교사들이지닌암

묵적 지식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의 형태를 띠지

않고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이다. 따라서 유아교사

의 사고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교사가 지닌 암묵적 이론

들이 매일의 교사의 행동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강조한다(Chafel & Reifel, 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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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인경험, 학교풍토와 맥락, 그리고 교육에 
      대한 담론
명시적인 이론 혹은 top-down 이론이 교사의 교수행

위를설명하는단편적이고제한적인근원으로본다면이

외에도교사가어떤유형의지식을개인적으로이론화하

고 신념으로 형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개

인적 이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교사

개인의 경험, 환경적 맥락(Chafel & Reifel, 1997)[1], 그

리고 교육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Cannella, 1997)[20]을

들 수 있다

가. 개인경험

교사가 교실 안팎에서 겪는 경험들은 교사의 암묵적

이론의 중요한 근원으로 교사가 지닌 지식의 형태에 영

향을주면서교실에서유용하게적용된다. 9명의연구참

여자들이 지닌 아동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철학과 신념

을탐색하는연구에서 Seifert(1991)[19]는 교사의개인경

험이 그들이 유아의 발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 밀접

한관련이있음을발견했다. 3명의예비교사, 3명의현직

교사, 3명의부모와의심층면담을통해그들모두개인이

과거아동과어떤경험이있는가에따라그들이지닌신

념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예비교사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개인 이론을 설명했고, 현직교사는 유아와의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된 이론을 진술했으며, 부

모는 그들이 살아온 생애와 장기간의 변화의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을 설명했다. 즉 이들의 암묵적 이론이 아동

발달을추상적개념으로, 장, 단기측면의사건으로, 혹은

특정 아동에 대한 모성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개인이 지닌 각각 다른 경험들이 예비교사

로 하여금 아동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들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만일 예비교사들이 지닌 암묵적 이론들이 교사양성과정

에서 배운 학문적 이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배운 형식적 이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형식적이론이그들이교실현장에서구성해나가

는 암묵적 이론과 연결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Spodek(1987)[21]은 4명의영아반교사들이매일의일

과 속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나타나는 사고과정에 관한

연구에서교사들의결정과이와수반되는행위가교사가

지닌 개인적 가치와 실천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

을 탐색했다. 교실운영방법, 지도과정, 교실을 어떻게 조

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교사는 행위와 실천

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로 개인적 경험과 실천적인 측면

에서 진술했는데 유아교육을 위한 지식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아동발달, 학습, 놀이등의개념은최소한언급

했다. 즉 유아교사들이 내리는 결정과 교수행위가 아동

발달과학습과같은기술적인이론보다개인적이고실천

적인 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6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교사실천의근원을탐색

한 Bell(1991)[22]은 교실에서이들이보여주는교수행위

와다양한결정들이개인적경험으로부터나온직관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근거함을 발견했다. 이들 교사들이 가

치를 두는 부분은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유아와의 상호

작용으로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을 교육과정 운

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자신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발달과 교

육에관한형식적인이론보다는자신의생활경험에근거

한 생각들을 교실 안에서 적용함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러한과정에서몇몇교사는그들의교수행위가원장, 부

모의 요구, 교육과정 등과 같은 외적인 권위에 의해 결

정되어 그들이 조절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교수

실천을이론화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Bell은 이

러한현상이기관의풍토가교사를교육과정에서의의사

결정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기관의 풍토와 환경적 특성이 교

사의 개인적 경험과 복잡하게 얽혀서 교사가 지식을 구

성하며 이렇게 구성된 지식이 그들의 암묵적 이론을 형

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학교풍토와 맥락

학교 혹은 기관의 위계구조와 권위적인 풍토는 유아

교사로 하여금 이론의 창출가나 교육과정 결정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기 힘든 환경적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교사는기술적인측면에서교육내용과방법을결정하

는 단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르치

는 일이란 복잡하고 모호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로써 이

론과연결되는깊은사고를할수없는상황속에서부족

한 시간 안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Ayers,

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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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

이성숙주의나상호작용주의신념을지니고있으나실제

교실에서는행동주의적철학과상응하는교육실천을보

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들이 철학과 실제에

서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Wen, Elicker, & McMullen,

2011)[10]. 그런 상충된 모습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

한모습으로실천으로나타나는지는명확하지않지만실

제로 몇몇 교사는 학교나 기관이 지지하는 이론에 맞춰

그들이지지하는이론을변경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며

학교 행정가들이 지닌 이론에 동의하며 자신의 교수 행

위에 대하여 전혀 이론화하지 하지 않기도 한다(Bell,

1991)[22].

다른 한편으로 교사가 자신의 교육실천에 대해 이론

화가 힘든 이유는 기존의 학교환경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일 수 있

다(Ayers, 1992[23]; Jones, 1986[24]; Klein, 1992[25]).

Halliwell(1992)[26]는 두교사와의협력연구에서아동반

응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교사들이 교실운영을 위

해형식적인이론을적용하려는시도에서좌절을경험하

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관의

운영방향이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관의 방향이 교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함을 보고했다. 대신 이들 교

사는교실에서일어나는현실적인문제들에대한해결방

안을개인적으로공유하면서이론과실천의과정에서나

타나는현실적인딜레마를해결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Halliwell[26]은 top-down 교육과정과 아동발달 이론이

교사들이처한현실과맥락안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

한 모습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교육실천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이와같이학교와기관의맥락혹은그러한복잡한환

경 안에 내재된 정치적인 관계들이 교사의 암묵적 이론

과상호작용하면서교사가교실의실제문제들을해결하

는데 사용하는 지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 교육에 대한 담론

발달이론과 이에 근거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개념은 유아교육 분야의 top-down 관점의 거대 담론으

로 교사의 신념과 실천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Goldstein, 2007)[7]. 그동안 DAP 담론

은교사가지닌발달에적합한실제에대한신념이교사

의태도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유아의다양한발달영

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생산해 왔으며 연구

의 결과들은 교사의 신념이 DAP 실천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강조해 왔다(Wen, Elicker, & McMullen,

2011)[10].

하지만발달이론과발달에적합한실제에대한담론은

많은유아교육학자들에의해비판받아왔다. Grieshaber

와 Cannella(2001)[27]는 DAP가 유아교육분야에서대서

사(grand narrative)와 보편적인 진실(universal truth)로

통용되고있음을비판하면서 DAP가 발달심리학과위계

적으로 연결되어 정체성에 관한 개별주의적이며 정태적

인 해석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발달에 적합

한 실제의 기준은 교사의 신념과 실제 현실에서의 모순

과 갈등을 만들어내며(Goldstein, 2008)[28], 개별주의의

보편성을강조하는DAP의원리는유아의실제생활에서의

성, 계층, 문화의 복잡성을 간과함을 지적한다(Burman,

2008)[29].

교사의 신념과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의 신념이

교실에서의교수행위뿐아니라실천에대한인식및판

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Pajares,

1992)[30]. Nespor(1987)[2]는 교사가교실을조직하고운

영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교실에서 보이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강조

하면서 이는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

리는지를보여준다고강조한다. 하지만발달이론에근거

한 top-down 관점에서의 교사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교

사가교실안에서내리는결정과판단에대한이유를제

공하지못하고있다(Kim, 2014)[31]. 이 연구들은주변인

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 실천에 대한 다양

한 목소리에 포착하는데 실패함을 보여준다(Cannella,

1997)[20].

2.2.4 연구자로서의 교사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교사는 현장에서 그들의 실

천을이론화하는데있어능동적인구성자이며교사개인

이지닌실천적인지식은지식을구성하는데있어필수

적이다. 현장의교사들은어떠한형식으로든교수행위와

관련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교사가 현장을 어

떻게경험하는지혹은어떻게이해하는지탐색할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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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복잡한 행위이며 개인마다

다르며, 상황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맥락과 상황을 분리

해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Ayers, 1992)[23].

교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와현장의교사와의협력적이고비위계적인관계속에

서 상호 능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

로서 혹은 이론의 구성자로서 교사를 보는 관점은 교사

스스로가그들의실천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주제를직

접 탐색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교사가 교수행위

에대한새로운이론을구성해내는중요한수단중의하

나가 반성적 사고로서 (Schon, 1983)[32], 반성적 사고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사의 신념

및사고가탐색되어왔다. 저널쓰기(Kim, 2015[33], Ahn,

2010[34]), 사례연구와 진술(Kwon & Lim, 2010[35]), 교

사내러티브(Lee, 2014[36]), 메타포(Yoo, 2013[37]), 그리

고 민속학적 참여관찰과 심층면담(Lee, 2011[38]), 그리

고 교사일기와 자전적 기술(Lee & Lim, 2017[39]) 등과

같은연구는현장연구자로서교사가교수행위와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신념, 철학을 구성하 나가는 존재라

는 것을 보여준다.

3. bottom-up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신념 
및 인식 연구 

3.1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
예비유아교사들은교사양성과정이전에교육신념혹

은 교사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사양성

기간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지닌 신념이 구체화되거나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가르침에 관한 이미지와 메타포를 탐색한

연구(Saban, A., Kocbeker, B. N., & Saban, A., 2007)[40]

에서 이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이전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르침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발

견하였다. 유아교육과에입학한후 3년동안의교사의이

미지를 메타포를 통해 탐색한 Yoo(2013)[37] 역시 이들

이유아교사의전문성에대한이미지가현저하게구체화

되는 과정을 포착하였다. 이들 연구는 예비교사를 위한

양성기간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발견한 것이며 이는 예비교사들의

맥락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현

직교사가되기까지 5년동안이들이제시한시각적인내

러티브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자아상과 철학적 변화과정

을 탐색한 Yoo(2016)[41]의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초기에가진교사에대한이미지가양성과정의경험동안

좀더구체적이고현실적인이미지로변화하였음을발견

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초기에 지닌 아동에 대한 이

미지가실습등의양성과정과현직교사생활을통해다르

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들연구는교사교육자들이예비교사들의신념의변

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지닌 신념의 근원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

성을보여준다. 이러한노력은교사양성과정에서추구하

는 개념을 예비교사들이 파악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후

에 배운 내용을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이 지닌 암묵적 지

식과명시적지식이근본적으로충돌되지않고이두종

류의 지식 간에 협상을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그들

스스로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예비교사들의 교수와 학습에 관한 신념이 현장에서

겪을수있는딜레마상황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발달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Lundeberg & Lawver,

1994[42]; Kwon & Lim, 2010[35]; Kim & Cho, 2014[43]).

이들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사례들이 구조적으로 교사들

이지닌신념과유사하고이둘모두가에피소드로기억

되는 신념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들이 지닌 신념이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과 충돌할 경우

교수실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의교사역할에관한신념의유형을탐

색한 Baik과 Lee(2012)[44]는 예비교사들은 양성과정 이

전시기부터교육에대한개인적경험과학교경험을통해

신념을형성하며, 동시에양성과정에서접하는교육이론

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사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을 재형성해간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 예비교사는

교육목표와 교사역할 에서는 구성주의 교수신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교수활동과 평가 영역에서는 구성

주의 교수신념과 교사중심의 전통주의적 교수신념을 함

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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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배정받은 두 명의 실습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배운이론중교실에서어떤이론을적용하여사

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탐색한 Carter와 Gonzakez(1993)[45]의 연구는예비교사

들의 신념의 차이가 무엇에 근원하는지를 밝혔다. 이들

연구에서예비교사들은각기다른구조의지식을지니고

있으며, 교실상황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가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전부터 지

니고 있는 교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포함하여 개인

이지식을습득하는방법, 교사양성과정에서다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담론들, 교수행위를 구성하는 개인의 경험

의질등이주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는것을보여

준다.

요약하면이상의예비교사들의신념형성에대한연구

들은이들이이전에지닌신념, 교육에대한막연한생각

들, 그들의경험으로부터나온교수에대한기대, 교사양

성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담론과의 교류, 실습 학교

의영향등과같이상호연결되어있는다양한망들을통

해 교수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3.2 현직교사에 대한 연구
현직교사에 관한 연구는 교사가 지닌 교육경험의 기

간이나 처해 있는 환경의 다양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직전교사에 대한 연구보다 매우 다양함을 보여준다.

bottom-up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현직교사들이 지닌

사고와 신념은 그들이 지식을 구성한 결과이며 반성적

사고와 현실과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그들 신념을 실

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전문적지식의근원을탐색한 Spodek(1988)[46]

은 교사의인식과사고가교실안에서교사가보이는실

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영국과 미

국에서이루어진연구혹은문헌들을검토하면서교사신

념과 행위간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의 연결

성을 밝히고 있다. Spodek[46]은 교사가 그들의 개인생

활경험과이전교사양성기관에서얻은개인의구성이어

떻게매일의교실상황안에서의교수방법과교재의선택

등매일의선택을구성하는것으로전화되는지논의했다.

Spodek[46]의 논의는 아동발달 이론이 전적으로 교사이

론을 구성하는데 근원이 아님을 제안한다. 교사의 실천

적인 가치와 지식이 특정한 환경과 맥락 안에서 구성되

어 교사의 이론 만들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논하였

다.

현직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그들이 지닌 교

육적 신념과 상충하는 현실들을 타협을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Wien(2004)[47]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

를지지하는유아교사들이교육현장에서부모및지역사

회의 요구와 상충될 때 교사중심접근법과 아동중심접근

법모두를타협적으로활용하여현장에적용하고있음을

밝혔다. Lee(2014)[36] 역시발현적교육과정을운영하는

생태유아교육기관과 레지오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들

이 그들이 지닌 교수신념과 교육철학을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생기

는혼란과갈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다양한교수전략

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습에 관한 교사의 신념에 대한 영향과 실행에서 걸

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탐색한

Brown과 Rose(1995)[48]는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관한문헌들을검토하면서

교사는그들의신념을관철시키기위하여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복잡하고때로는상반적인모습을보이는것을

발견했다. 연구자와는 달리 현장의 교사는 이전에 접했

던 발달이나 학습에 관한 이론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하나의 단일한 이론을 적용하

기위해다른이론을배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들은교수방법에있어매우선택적으로접근하면서형식

적인이론의원리들을그들의의사결정을도와주는실천

적 이론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명

의 어린이집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성 경험의 발달

을 탐색한 Nicholson(2008)[49] 역시 동료교사들을 이들

교사가 얻는 중요한 지식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교사는 실제 교실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직교육의

비실효성에대해비판하면서교재나이론에의지하는대

신 경험에 근거한 비형식적인 이론과 실천적 지식에 가

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교사의신념과실천에대한연구를통해나

타난사실은교사들이매우능동적인교수전략을사용하

는 일관성을 보이며 교사 스스로가 이러한 전략들이 개

개인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데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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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임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교사는 전략을 수

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교사의

신념과 상충되는 부모나 행정가들의 기대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문적인 요구, 이들의 기대와 교육과정 요구를 충

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시간의 문제, 그리고 개개인

의요구가다른아동들을한교실에서통합교육하는것

에대한어려움등이그것이다. 따라서교사는항상스트

레스와 긴장 속에 놓이며, 자신의 신념이나 교육철학과

는 상반되는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며 다양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사용할수없는현실속에놓이게된다는것

이다.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실천에 관한 교육적 담

론의 영향을 탐색한 Phelan과 McLaughlin(1995)[50]의

연구에서 교사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자기통제에 대한 담론과 발

달에 적합한 실제에 관한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유아교사의 신념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직전교육기관의 유형, 다양한 교육연한의 경

험및지역의교육풍토등에따른그들의교육신념에차

이가 있음을 보고한다. Mo와 Kim(2013)[51]은 유아교사

의직전교육기관의연한이높을수록, 교육경험이많을수

록상호작용주의와성숙주의에기반한교육신념이더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공통점은

교사가가진신념과실천의관계가행정적이고구조적인

압력으로부터영향을받고있으며많은유아교사들이구

성주의적인철학과교수실천을지지한다는것이다. 또한

현직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암묵적지식의 전개가 지속적

으로 교사의 전문성발달에 영향을 준다. 현직교사들은

동료와의 정보 교환, 종종 기관의 결정권자와 상충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지원해주는 풍토, 매일 매일 교실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교사들개인이지닌그들업무에대한헌신도등

에의해그들의교육신념을실천에적용할때영향을받

는다.

이와 같이 교사의 신념과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 매우 다양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지닌 경험이나 전

문적인경험이다양하기때문에교사가공통적으로지니

고있는암묵적지식을발견하기힘들다. 다만이들연구

를 통해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환경과 맥락 안에서 교사

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전략이어떠하며이들이공유

하는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인식에 대한 흐름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교사의 신념 및 인식 연구의 방향
교사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사의 신념과 실천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교사교육자들은 포함한 연구자들은 교사의 실

천과 교수행위는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그들의 실천을 스스로 정의

하고교실안에서의매일의경험을통해발달해갔다. 교

사가 현장에서 이론을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bottom-up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현장에서 교사

가 어떻게 이론을 만들고 구성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의 행위중의 사고(thought-in-action) 과정에서 교

사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

사의 목소리를 탐색해 왔다(Keum, 2016)[52].

top-down이론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결정론

적인입장을지닌발달심리학에근거하여전개되어왔으

며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관한

담론을 형성시켰다. 이는 또한 유아교육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여 유아교

사의 실천을 특정 프로그램 내에서 제한시켜 온 결과를

낳았다. 비판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top-down이론이 발

달과 학습에 관한 거대 담론을 생산하여 전문가/비전문

가, 학문/비학문, 교수/교사, 이론가/실천가라는이분법적

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

들은 top-down 이론 보다는현장의교사를중심으로지

방분권적방식으로만들어낸작은이론과실천들이현장

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본연구를통해나타난교사의실천에관한많

은 연구들이 이론은 현장에서의 관찰과 기록을 통해 형

성되고교사가형성하는지식은주로현장에서의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명시적 이론은 교

사의교수행위에대한단편적인근원으로교사는이러한

명시적이론뿐아니라그들의경험에내재되어있는잠

재적이고 암묵적인 지식 혹은 개인의 철학을 사용하여

매일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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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ottom-up 관점의연구들은교사의개인경험은

그들이살아온생애와관련하여그들이가르치는아동을

이해하는 근거로 사용하며 교사가 매일의 일과 속에서

내리는결정들이교사개인이지닌가치와실천적인문제

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때로는 교사는 그들이

지닌 신념이 학교풍토와 상충될 때 신념과 일치하지 않

는방향으로교수행위를보이기도하지만현실적인딜레

마에 대해 교사 개인 간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암묵적 지식을 활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bottom-up 관점은향후교사의신념과실천에

관한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한국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담론들,

예를들어표준누리과정의적용혹은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등에서나타나는현실적인이슈들과관련한교사의

실천이현장에서어떠한모습으로발현되고있으며해당

담론에대항하며교사개개인이구성하는이론은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배담

론에대응하는교사의개인적인교육신념과철학의형성

과정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타협의 전략과 방법을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교사가 형

성하는암묵적지식이그들이현실적인문제들을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Kim & Lee,

2015)[53].

둘째, 교사가실천을이론화하는데있어도움을주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예비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을 들어갈 때 교육

실천을 이론화할 수 있는 일련의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정교한 이론화는 양성과정이라는 전문성

발달 과정 중에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실천을

이론화하는 근원이 교사양성과정 혹은 준비과정과 무관

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사교육자

들이예비교사들의신념의근원을인식하고명시적지식

과암묵적지식을스스로구성할수있도록도와줄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신념과 행위를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혹은 ‘교사와 이론가 중 누

가 bottom-up 이론화를 주도하는가?’ 라는 물음에 던져

볼 때 이러한 bottom-up 연구현상에 대한 bottom-up이

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Williams, 1996)[3]. 본 연구에 소개된 연구에서

bottom-up 이론을이끄는주체는주로교사교육자나연

구자들이다아주소수의연구들이교사들이이론화를주

도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대학과 현

장의교사들이공동으로연계한연구들에서나온결과이다.

Williams(1996)[3]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bottom-up

관점에 근거한 연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주도하지 못하는 bottom-up 현상

은전통적으로교실현장에서의교사들의표현할기회가

없었기때문이기도하다. 교직자체와교육행정간의위계

성, 그리고교수-학생간의위계적구조가견고해서교사

들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점차 top-down 관점에서교사의일을이

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

를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반성적 사고와 그들의 의

미만들기에초점을두어야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

서는대학과현장의교사들과의파트너쉽을통해협력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이 현장에서 발현하

는 다양한 근거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실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유아와 그들이

속해있는 가정 및 다양한 문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실제적인해결책을제시해주는데도움을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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