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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범 에서 가르치는 교육학 이론이 교사에게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의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 근본 인 원인을 살펴보는 데 목 이 있다. 교육학 이론이 실제

에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론이 실제와의 연 성이 부족한 경우로, 이는 이론

과 교사업무와의 연 성, 이론과 교실 맥락과의 연 성, 그리고 교사와 학자간의 인식론  연

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둘째, 교육학 이론이 실제에 구체  처방을 주지 못할 

때 이는 실제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교육학 이론이 기술 , 설명 , 추상

인 속성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학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이론은 실제에 구체  처방을 주기 

어렵다. 교육학 이론의 실제에의 유용성 부족은 근본 으로 교육학자와 교사가 하는 일의 상

이함과 사회과학으로서 교육학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다. 교육학 이론은 실제에 있어서 도구

 유용성 뿐 아니라 개념  유용성 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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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사양성기 으로서 사범 는 문성이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그 목 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사범 에서 배우는 지식이 과연 교육 장에서 교사에게 유용한 것인지에 한 

의문은 꾸 히 제기되고 있다(김혜숙, 2003; 박재승, 2006; 조경원, 2004). 실제로 다수의 

임교사들은 교육 장에 들어가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 인한 충격(reality shock, 

practice shock, or transition shock)으로 직 교육의 효용성에 해 의심한다(김 천·정정

훈·이 민, 2006; Stokking, Leenders, & Tartwijk, 2003; Veenman, 1984). 한, 교사들은 

사범 에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들이 무나 이론 이고 이상 이며 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 하는 경향이 있다(김갑성, 2011; 김병찬, 2008; 김 천 외, 2006; 

손충기, 2004; 정미경·김갑성·류성창·김병찬· 박상완, 2011; Gore and Gitlin, 2004; Joram, 

2006). 

사범 의 교사교육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는 단일한 상을 지칭하는 것

이 아니다. 사범  교육의 실제  유용성에 한 비 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지만(김갑

성, 2011; 김재웅, 2012; 김병찬, 2008; 김 천 외, 2006; 손충기, 2004; 정미경 외, 2011; 

Gore and Gitlin, 2004; Joram, 2006), 그것이 구체 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한 심층 인 

고찰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 을 피상 으로만 이해하는 데에 그친다면, 그것이 정

당한 비 인지 별하기조차 어려우며, 그로부터 교사양성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발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시사 을 도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사범 에서 

가르치는 교육학 이론이 교육 장에 유용하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의 근본 인 원인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교사양성교육에의 

시사 을 논의할 것이다. 

Fenstermacher(1994)는 교육에 한 지식을 이론  지식과 실천  지식 두 가지로 나

는데, 이는 가 그 지식을 생성해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이론  지식이란 학자의 연구 

산물로 생성된 지식을 뜻하며, 실천  지식이란 교사의 교직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뜻한다. 

사범  교육과정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실천  지식이라기보다는 학자의 연구 산물인 

이론  지식이다. 사범 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나 이론 이고 이상 이며 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 은, 사범 에서 가르치는 이론  지식이 과연 장의 교사들에

게 유용한가에 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범  공의 교육과정은 교육

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교육실습의 네 가지로 나 어진다(주 주 외, 2005).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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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에서 배운 것이 무 이론 이라서 장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할 때, 이는 일

반 으로 교육실습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역인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을 향한 

비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  공 교육과정 에서 교육학, 곧 교직과목

의 역에서 가르치는 지식  학자가 생성한 이론과 경험연구 결과 등 학자의 연구 산물

로서의 이론  지식에 을 두고 이의 장 유용성에 해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범 에서 가르치는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갖는 장 유용성에 해 고찰

하고 있으나, 교육학 역의 모든 이론과 연구의 가치가 실제에의 유용성에 있다고 가정하

는 것은 아니다. Weiss(1977, 1980)와 Philips(1980)에 의하면, 학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목

을 가진 상이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자의 연구 산물인 이론  지식의 가

치는 실제에의 유용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덧붙여, 본 연구는 교육학 역에서  사범

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 모두 실제에 유용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있지도 않다. 본 연구

의 심은 사범 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학 이론이 교사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할 경우 

그것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원인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교사교육에의 시사 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 본 연구는 교사에 을 두고 논의를 하 으나  다른 교육실천가인 교

육행정가와 교육정책가 집단에도 용될 수 있다. 

Ⅱ. 교육학 이론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한 경우

 

1. 교육학 이론이 실제와 연 성이 부족한 경우 

사범 의 교육학 역에서 가르치는 이론  지식이 교육 실제와 연 성이 부족할 때 이

는 교육 장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세 가

지 경우로 나 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교사 업무와 련이 

부족한 경우, 둘째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교육 실 맥락과 연 이 부족한 경우, 셋째 교

사와 학자간의 인식론  연 성이 부족한 경우이다. 우선, 교육학 역에서 가르치는 이론  

지식이 교사들의 실제 업무와 직 인 련이 없어 보일 때, 그 지식은 실제에 그다지 유

용하지 못하다는 비 을 받기 쉽다. 를 들어, 교원인사행정의 역사에 한 지식은 다수 

교사들의 업무와 직 인 련이 없으므로, 교사들은 이러한 지식을 유용하지 않다고 여기

는 경향이 있다. 한, 공과 학교 에 따른 합성도 요한 요소인데, 일반 으로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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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하나로 개설되는 교육과정 수업에서 다 지는 등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의 경우, 

비 유치원 교사들은 이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유용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의 교실 맥락과 연 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론

 지식이 교사들의 업무와 직 으로 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실제 교

실 장의 맥락에서 용하기 어렵다면, 그 지식은 실제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

를 받기 쉽다. 흔히 이론  지식은 무나 이상 이며 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는 비 이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탐구학습이론은 교사의 주요 업무인 수업과 직 인 

연 은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상의 교실수업에 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교사들은 과다한 잡무 때문에 탐구학습을 한 수업 비에 시간과 

에 지를 충분히 내기 어려우며, 혹 교사들이 탐구학습에 입각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주어진 교육과정의 교과진도를 다 나가기는 쉽지 않다. 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

고력을 기르는 탐구수업보다 입시 비에 최 화된 수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

들이 탐구학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그 수업시간은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어 탐

구학습으로 인한 교육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실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에게 

탐구학습이론은 교육 장에서 그야말로 실을 잘 모르는 이상 인 이론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교육학 이론의 실제 맥락 연 성 문제는 교육개 이 실패할 때 자주 거론된다. 교육학 

이론은 실제 교육을 개선하려는 일환으로 종종 교육개 정책을 통해 실제 교육 장에 도

입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 은 실제 교육 장에 도입되었을 때 실 인 제약에 의해 

종종 왜곡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 인 결과를 래하는 경우가 지 않다. 를 

들어, 7차 교육과정의 주요한 교육개  의 하나인 수행평가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과 

입시 주의 교육풍토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지필고사의 일부로 행해지고 있는 경

우가 빈번하다(김 천 외, 2008). 곧, 실제 교육 맥락과의 연 성이 부족하여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유용하지 못한 경우는 실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론  지식이 용되

기 어렵거나 왜곡되는 상황으로, 이는 실성과 이상성이 상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교육학 이론은 이상 인 맥락을 제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실은 그 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이론  지식과 실제의 맥락간의 연 성 부족은 실성과 이상성의 문제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지식의 맥락과 실제의 맥락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이론

 지식을 생성한 맥락이 교사가 당면한 교실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이론  지식이 

유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를 들어, 1960년 와 1970년  주로 행해진 교육학 역의 

실험연구들은 실제 교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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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들은 교사들에게 의미있는 시사 을 거의 주지 못했다(Kennedy, 1997). 왜냐하면, 

실험연구에서 통제된 변수들은 실제 수업에서는 통제될 수가 없는 변수들이고 그 변수들

은 서로 복잡다단하게 얽 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들은 실제 교육 장

에서 그다지 효과있는 지침을 주지 못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맥락,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은 외국의 이론이 왜 교사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가라는 비 (김병찬, 2008; 조경원, 

2004)도 이러한 맥락 연 성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맥락연 성 측면에서 본 교육학

의 이론  지식의 유용성은 Ⅲ장에서 살펴볼 사회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의 한계와 연 된다. 

셋째, 교사들의 인식체계와 교육학의 이론  지식간의 연 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

은 이론  지식에서 교육 실제에 유의미한 시사 을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곧, 교육학 이

론과 연구물에 쓰이는 용어와 서술방식이 교사들에게는 낯설어 교사들이 이를 올바로 독

해하고 자신의 교실상황에 의미있는 시사 을 뽑아내기란 쉽지 않다(Kennedy, 1997). 이때 

교사는 이론  지식이 실제에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

들의 인식체계와 이론  지식간의 연 성 부족은 교사와 학자간의 인식체계(mind frames)

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인식체계에 있어서의 차이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의 차

이,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 지식의 타당성 여부를 증명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뜻한다(Bolster, 1983; Labaree, 2003). 

인식론 인 의미에서의 학자와 교사의 인식체계간의 연 성 문제는 결코 교사의 지  능

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각

자의 작업세계에 맞는 방식으로 지성이 훈련되어온 문가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하다. 

교사가 연구물을 한 에 보고 독해해내기 어렵듯이, 학자 역시 교실상황을 한번 보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복합성과 역동성을 악해내기 어렵다. 인식론 인 의미에서의 학자와 교

사의 인식체계간의 연 성 문제는 교육학의 이론  지식을 교사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혹

은 그러한 구체  수 으로 통역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Brabeck, 2008; 

Lagemann, 2009). 이러한 의미에서의 연 성 문제는 근본 으로 교사와 연구자간의 인식론

 차이에 기인하며, 이는 Ⅲ장의 학자와 교사의 차이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2. 교육학 이론이 구체  처방을 주지 못하는 경우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와 연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교사들에게 교실상

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에 해 구체  처방을 내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실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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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e.g., Gitlin et al, 1999; Gore and Gitlin, 2004; 

Joram, 2007). 아래에서는 교육학 이론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그것이 실제에 필요한 처방을 

주기 어려운지 네 가지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교육학 이론이 기술 이거나 설명 일 때 실제에 처방을 주기 어렵다. 일반 으로 

이론은 상을 기술하거나 왜 그러한 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며, 따라서 

장의 실천가에게 어떠한 행 를 하라는 처방  행동지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사범 에서 사회  불평등은 학교를 통해 재생산된다는 이론  지식을 배울 때, 

이는 교육과 사회의 계에 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지만, 교사에게는 학교교육을 통

해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게 하기 해 자신의 학 에서 혹은 자신이 맡은 특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 인 행동지침을 주고 있지 못하다. 

곧, 상에 한 기술과 설명에 을 둔 이론의 경우, 실제에 있어서 극 으로 어떻

게 하라는 처방지침을 내리지 않으며, 종종 가치의 문제를 언 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다수의 실험 연구의 경우, 그 결과들이 특정 교육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 방식을 알려

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떠한 교육목표를 우선 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목표가 좀 

더 가치있는지 알려주기 어렵다(Brophy, 1988; Buchmann, 1984). 

둘째,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추상 이어서 교사에게 구체 인 처방을 주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교육에 한 모든 이론이나 연구결과가 상에 해 기술 이거나 설명 인 성

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교사에게 행 의 방향을 지시하는 처방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그러나 이론  지식이 단순히 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에서 어떤 행

를 지시하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에도, 교사들은 이를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는 일반 으로 그 처방이 무나 추상 이라서, 교사들이 당장 교실에서 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습자의 흥미를 존 하라는 이론  지식은 단순히 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닌, 행 의 방향을 지시하는 처방  지침이지만, 상당히 추상 이기 때문

에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지 못한다. 추상화된 

이론  지식은 개개 교사가 당면한 실제 교실의 요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자를 

존 하는 행 가 무엇인지 말해주기 어렵다. 이론  지식의 추상성 때문에 교사들은 종종 

‘학습자를 존 하라’는 이론  지식의 처방을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교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제에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한, 처방  성격을 갖고 있는 이론  지식의 경우 그 지식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직 으로 제시하는 경우라 해도, 교육 장은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혼재해 있다. 

일상의 교실상황에서 종종 교사들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들이 충돌하는 딜 마 상황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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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다(Kennedy, 2005; Lampert, 1985). 를 들어, 교사들은 수업에서 지  수월성을 높이

기 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수 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을 해야 한다. 학

생들에게 지 으로 자극을  수 있는 수업을 우선 으로 추구한다면, 교사들은 흔히 몇몇 

특정의 우수한 학생집단에만 을 맞추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불분명하며 복합 이고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이 상충할 때, 이론  지식은 

교사에게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타 해서 충해야 할지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 장에 일 된 시각 혹은 처방을 주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하나의 학문분야에서 동일한 상이나 문제에 해 다르게 설명을 하거나 상이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는 지 않다. 교육학 내에서도 동일한 상에 해 다른 에서 이

해하여 그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해 상이한 설명을 하거나 상충되는 처방을 내놓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과 기능론을 생각해보면 각각의 이론에서 학교

의 역할은 이해 보이며, 교육심리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해 행동주

의와 인본주의는 그 처방이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론  지식은 하나의 “옳은” 기

술이나 설명 혹은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교사에게 혼란을  수 있으며 교사는 이를 

유용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이론  지식은 하나의 분야에만 특수화되어 있으나, 실제 상은 하나의 학문분야

로만 이해되거나 처방될 수 없다. 학자들은 어떠한 상을 연구할 때, 특정 학문의 틀 안

에서 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학문 분류들을 뛰어넘는 체로서의 상을 아우르지 못한

다. 특정한 학문 내에서 생성된 이론  지식은 실제 상을 볼 때, 그 학문으로 볼 수 있

는 시각 외의 이나 차원에 해서는 제 로 기술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Shulman, 

1998; Phillips, 1980) 를 들어, Phillips는 사과나무에 열매로 사과가 익고 떨어져 썩는 하

나의 과정을 체 으로 설명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나

뭇가지에 열린 사과가 익고 가지가 약해지는 과정은 식물학과 생화학으로 설명해야 하고, 

바람이 불어 가지의 사과를 떨어뜨리는 상을 해서는 물리학과 기상학이 필요하며, 사

과가 결국 썩어 다시 땅의 비료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생화학과 미생물학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교육 상을 제 로 설명하거나 처방을 내리기 해서

는 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필요하다. 를 들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제 로 이

해하고 해결하기 해서는 교육학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철학, 혹은 생리학까지 여러 

학문의 이론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교사는 실제 교육 장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사범 에서 배운 이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실제에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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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곧,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기술 , 설명 , 추상 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에 

구체 인 처방을 주기 어렵다. 한, 학문 자체의 속성 때문에 그 학문은 실제 상에 

해 일 된 시각 혹은 처방을 주지 못하며 그 학문이 가진 틀 이상의 설명이나 처방을 제

시하지 못한다. 이때 이론  지식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한 것은 그에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근본 으로 이론  지식과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에 기인한다. 이에 해서는 Ⅲ장에

서 학자와 교사의 차이를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이다.

Ⅲ. 교육학 이론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한 근본  원인

1. 학자와 교사의 차이: 일의 목 과 성격의 측면

앞 장에서는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한 경우로 우선 이론  지식이 

교육 장과 연 성이 부족한 경우를 논의하 고, 두 번째로 이론  지식의 여러 가지 속

성 때문에 실제에 한 구체  처방을 내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론  지식이 교육 장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근본 인 원인을 이론가와 실천가, 곧 

교육학자와 교사, 각각이 하는 일의 목 과 성격의 상이함(Bolster, 1983; Labaree, 2003; 

Schwab, 1971; Philips, 1980; Tom, 1980)에서 찾고 이에 해 논의할 것이다.

교육학의 이론  지식은 교육 실제와 연 성이 부족할 때 실제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

다고 평가를 받는다. 일반 으로 교육학자가 택하는 연구주제들은 실제 교육 장에서 교사

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지 않다(Weiss, 1977, 

1980). 혹 교육학자가 교사와 같은 주제에 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육학자는 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의 교사에게 구

체 인 처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들은 교육 실제를 개선하기 해 당면한 문제들

을 해결하거나 실제 교수행 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 인 처방  행동지침에 심을 갖

는다. 그러나 학자들은 실제를 개선하려는 목 을 가졌다하더라도, 장의 문제들에 한 

구체 인 처방안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개선에 이바지하려고 한다(e.g., Fenstermacher, 1986; Phillips, 1980). 

교육학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목 이 상에 한 기술이나 설명이 아니라 처방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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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있는 경우에도, 교육학자의 심은 원리나 법칙의 일반화에 있기 때문에 그 처방

은 추상 이기 쉽다. 교육학자는 사회과학자로서 개개의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여러 상

황에 용될 수 있는 일반성, 곧 일반화된 어떤 원리를 추구하며(Bolster, 1983), 이는 이론

이 가지는 강 이기도 하다(Schwab, 1971). 그러나 실천가인 교사가 일하고 있는 교실상황

은 특정 장소와 시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요한 변수로서 역동 으로 상호작용하

는 곳이다. 교사는 여러 가지 요한 변수들이 얽  있는 교실상황에서 그 변수들을 악

하고 그에 따라 한 행 를 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개개 교육상황의 구체 인 변수들이 

요하나, 교육학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성은 학문의 원리를 발견하는 일반화 작업에 

있어서의 에러나 잡음 정도로 취 받는 경우가 많다(Shulman, 1998). 곧, 이론  지식이 처

방  성격을 갖는다하더라도, 그 처방은 추상 이기 때문에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칠 뿐, 일선의 교사들이 직 으로 자신의 교실에 용할 만큼 구체 이기는 어렵다. 

한,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일 된 시각 혹은 지침을 주지 못할 때, 교사들은 이를 

실제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곧, 이론탐구와 연구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 

학문의 방법론이 충분히 발 하지 못해서 혹은 치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Weiss, 1977). 아

무리 훌륭한 연구들이 수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연구들은 명확한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

되어 단순화된 결과를 낳기 어려운데, 이는 학문이 발달할수록 그 안의 개념들은 분화되어 

상의 복합성을 좀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교육학자들이 실제의 개선에 기

여하는 방식은 하나의 가장 효과 인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데에 있다기보다, 상에 한 

다양한 들을 제시하고 해석과 처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Shavelson, 1988; 

Weiss, 1980). 일례로, 교육학자가 교실붕괴와 같은  교육 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는 경우에도, 일반 으로 그 연구결과는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직  쓸 수 있

는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상에 해 교사의 이해를 넓 주거나 

근본 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지향해야 할지 반 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2. 사회과학으로서 교육학의 한계: 교육학 이론의 외  타당도 부족

Ⅱ장의 첫 번째 에서 교육학 이론이 유용하지 못한 경우 의 하나로 이론  지식과 

실제에의 연 성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론  지식을 생성한 맥락이 교사가 당면한 교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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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상이할 때, 이론  지식이 유용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생성된 맥락과 다른 맥락에

서는 기 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론  지식이 실제에 연 이 있고 구체 인 

처방을 내려 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장에서 기 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교사들은 

그 지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근본 으로 이론  지식의 외  타당

도의 부족에 기인한다. 연구결과의 외  타당도는 이의 일반화와 련이 있는 것으로, 어

떠한 연구가 외  타당도가 있다면 그 연구 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이나 상황에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House, Mathison, & McTaggart, 1989). 외  타

당도가 부족한 연구물은 그 연구결과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상황에서 같이 재 되지 않

으며, 이러한 경우 그 연구물은 그 다른 집단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

기 어렵다.

교육학 연구의 외  타당도의 부족은 근본 으로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에 기인한

다. 자연과학과 비교해볼 때, 사회과학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보편 인 법칙이나 원리를 도

출해내기 어렵다(Shavelson, 1988; Tom, 1980; Weiss, 1980). Tom에 의하면, 자연과학이 시

공간을 월하여 용될 수 있는 법칙과 원리들을 축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상의 

안정성(stability) 덕분이지만, 사회과학의 연구 상인 사회 상은 자연 상과 달리 특정 시

와 문화의 산물이므로 시공간을 월한 안정성을 갖기 어렵다. 곧, 사회과학은 자연과학

에서와 달리, 투입-산출(input-output)간의 필연성이 약하다. 자연과학에서 특정 약품을 사

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그 결과 역시 사람에 따라 혹은 다른 변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범

는 있겠지만, 그 오차범 는 교육에서 특정 교수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

의 범 보다 훨씬 다. 사회과학에서는 투입과 산출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만일 그러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염두에 둔다면, 

“서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들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서는 것과 같아”(Cronbach, 1975, p. 

119), 연구자가 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Huberman(1983)은 교육 장의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는 투입과 산출 사

이의 연 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지 한다. 곧, 같은 처방(input)을 내리더라도, 개개의 

교수 상황에 따라 그 결과(output)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탐구학

습은 학생과 교사 변인 등의 구체  맥락의 주요 변수에 따라 기 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기 치 않은 부정 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실험연구를 일례로 보면, 칭찬의 빈도와 학업성취에 해 Brophy(1988)는 학생들이 정확

한 답을 했을 경우의 10-15%의 빈도로 교사가 칭찬하는 것이 가장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연구에 해 논의한다. 실제 교실 상황에서 교사들이 10-15%의 칭찬 원리를 정확히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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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그 학 이 언제나 가장 최고의 학습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 의 특

성에 따라 어떤 반은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아 더 많이 칭찬을 해줘야 효과가 있을 수 있

고, 어떤 반은 부  강화가 더 효과 이어서 그보다 덜 칭찬을 해야 성취가 높아질 수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age와 Needels(1989)는 교육학에서 자연과학 인 연구설계를 추

구하는 투입-산출 연구의 경우에도 그 연구결과는 자연과학의 법칙과 같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 한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단지 확률성의 문제로, 단지 해당 연구

와 비슷한 실제 장면에서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학 역에서 투입과 산출 사이의 연 이 긴 하지 못하다는 은 앞의 와 같은 

실험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를 들어, 학습자의 흥미와 선택을 존 해주는 아동 심

교육이론은 추상 이나 이 역시 모든 상황에서 기 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Delpit(1986)은 소득 흑인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아동 심교육방법이 기 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오히려 통 인 주입식 교육과 지속 인 반복을 통한 훈련이 훨씬 더 효과가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Delpit에 의하면, 아동 심교육방법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자발 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 심의 여러 가지 학습센터과 총체  언어학습방법을 용한 수업에

서, 소득층 흑인학생들은 이를 수업이 아니라 놀이의 일부로 인식했으며 그 놀이에서 유

의미한 학습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소득층 흑인 아동들이 그러한 학습방식에 익숙하

지 못했고, 자기주도 인 학습이 가능할 만큼 기본 인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교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사회과학연구라 할지라도, 교육 장에서 유의

미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외  타당도를 갖춘 연구물을 산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때문에, 자연과학과 비교해서 교육학연구로 산출된 이론들과 연구물들

은 실제 교육상황에서 기 한 결과를 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칙과 원리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외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실제 교육 장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깨우

친 교사들은 부분 자신의 교실 상황은 그것이 가진 구체 인 변수들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화된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믿는다(Huberman, 1983). 그러므로 교사들은 실험실이

나 국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나 일반  원리가 내 교실에서 역시 효과

으로 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교육학의 이론  지식은 교육 장에 그

다지 설명력이나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실제에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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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용성의 의미: 도구  유용성과 개념  유용성 

교육학에서 이론  지식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는 단일한 상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이론  

지식이 실제와 연 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론  지식이 교사들에게 구체 인 처방을 주

지 못하는 경우로 나 어 고찰하 다. 한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에의 유용성이 떨

어지는 근본 인 이유는, 이론가인 교육학자와 실천가인 교사 각각이 하는 일의 목 과 종

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회과학으로서 교육학이 가지는 한계 때문이라고 논의하 다. 

그 다면 교육학의 이론  지식은 그 속성상 교사에게 유용하지 못한 것인가? 교사교육

기 인 사범 에서는 교육학의 이론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가? 이에 해서는 이론

 지식이 가지는 유용성의 의미에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일반

으로 교사들은 장에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해 이론  지식이 구체 인 처

방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 지식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기 쉽다(김갑성, 2011; 김병

찬, 2008; 김 천 외, 2006; 손충기, 2004; Gitlin et al, 1999; Gore and Gitlin, 2004; Joram, 

2007). 를 들어,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  좀 더 집 하게 하고 성취도

를 높이고 싶을 때 혹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구체 으로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이론  지식이 유용한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 한다. 이때 교사들은 이론  지식

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한

다. 이처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론의 유용성을 악하는 을 도구  유용

성(instrumental usefulness)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 장에서 즉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 으로 유용한 성격을 가진 지식으로는 발문법, 교구와 교재 제작하는 방법, 

서법과 같은 것을 표 으로 들 수 있다. 

이론  지식의 장 유용성을 도구  의미에서 악하는 을 문제해결모델(a 

problem-solving model) (Weiss, 1979) 혹은 엔지니어링 모델(engineering model, e.g., 

Hammersley, 1997)이라 한다. 이러한 에서 보면, 이론과 연구물의 의의는 장의 문제

를 가장 올바르고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가인 교사에게 알려주는 데에 

있다. 이론의 유용성을 이러한 에서 악하는 것은 비단 교육 장의 교사들에게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리 퍼져있는 인식이라 보는 것이 하다. 근본 으로 이

러한 은 계몽주의(Enlightenment ideals)에 기반해 있는데, 이는 인류가 이성으로써 이

론을 계속 발 시켜 나간다면 이를 통해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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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1980). 

그러나 에서 논의했듯이, 이론  지식의 기술 , 설명 , 추상  속성과 학문의 속성을 

고려해본다면, 이론  지식의 도구  유용성에 한 이러한 기 는 이론  지식과 학문의 

성격과 역할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Tom, 1980; Weiss, 1980). 학자와 실천가

는 각각 그 일의 목 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  지식은 종종 실제와 연 이 부족하

며 실제에 구체  처방을 내려주기도 어렵다. 한, 교육 장의 복합성, 역동성, 맥락성을 

고려해볼 때, 사회과학인 교육학은 만병통치약으로서의 해결책을 실제에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론  지식은 실의 문제들에 구체 인 처방을 내려주는 도구 인 방식 외에 다른 방

식으로 실제에 기여할 수 있다(Weiss, 1980; Shavelson, 1988). Shavelson에 의하면, 이론의 

역할은 실의 교육 실제와 문제에 해 즉각 이고 구체 인 처방책을 내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 새로운 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을 넓 주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론  지식은 교육 상에 해 새로운 을 제시하거

나 기존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실제에 유용한 것이다. 앞 에서 논의한 도구  유용성과 

비하여 이는 개념  유용성(conceptual usefulness)이라고 하며(Weiss, 1980; Shavelson, 

1988), 앞의 엔지니어링 모델과 비하여 이를 확장  모델(Enlightenment model)이라 한다

(e.g., Hammersley, 1997). 이러한 맥락에서 Lagemann(2009)은 이론  지식의 역할은 실제 

교육 장의 문제를 직 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교육 장에서 미처 인식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사람들로 하여  비로소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데에 본래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사범  교육에서 교사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장 실제 장에 쓸 수 있

는 도구  유용성을 가진 지식이지만(e.g., Gitlin et al, 1999; Gore and Gitlin, 2004; Joram, 

2007), 교사들이 교육학 이론의 유용성을 언제나 도구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Yoon, 2011). 교사들은 교육학 이론이 교사들 본인의 이나 시각을 변화시키거나 확장

시킨 경우에도 이를 실제에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Yoon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에

서 배운 이론  지식을 통해 교육에 한 기존의 이나 시각이 바 었고 그것이 본인

의 교육활동에 향을 미쳤으므로 그 이론  지식은 실제에 유용하다고 보고한다. 를 들

어,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에 한 Bowles와 Gintis(1976)의 논문에 해 여러 교사들

은 이를 실제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해당 논문이 교사들로 하여  스스로의 교육

에 해 새로운 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Bowles와 

Gintis의 논문을 통해 교사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사회와의 연 성에 해 거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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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다른 교사는 Bowles와 Gintis의 논문을 읽고 처음에는 

자신의 교실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좀 더 숙고를 해보니 

자신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

의 교수활동에 해 성찰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다른 를 보면, 한 교사는 학수

업을 받기 에는 다양성(diversity)을 인종  다양성으로 국한해서 생각했으나 학에서의 

수업을 통해 다양성 문제는 인종 차원에서뿐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스타일이나 학

습능력 등의 차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Yoon). 그에 따라 그는 교사가 된 

후에 실제로 본인이 맡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종  차원에서뿐 아니라 학습스타일 등의 

차원에서도 탐색하고 존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덧붙여, Weiss(1980)는 실제 교육정책가들이 이론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면 법

을 이용하여 연구하 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교육정책가들은 이론을 도구 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나 시각을 확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하 다. 더 나아가, 

교육실천가가 이론  지식을 장에 사용하는 실제 사례들을 고찰해보면 이는 단지 도구

 사용과 개념  사용으로 이분화되지 않는다. 실제로 교사들이 이론  지식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론  지식을 개념 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 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

고 도구  사용과 개념  사용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다(Yoon, 2011). 를 들어, 교사들은 이론  지식을 통해 자신의 교육 과 

교육행 를 명료화하기도 하며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론이 실제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 실

제 사례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복합성은 이론  지식이 실제에 갖는 유용성에 한 논의를 

확장시킬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범 에서 가르치는 교육학 이론이 실제에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의 

구체 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 근본 인 원인을 논의하 다. 교육학에서 이론  지식이 실

제에 유용하지 못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실제와의 연 성이 부족한 경우로, 이는 이론  

지식과 교사업무와의 연 성, 실제 교육 맥락과의 연 성, 그리고 교사와 학자간의 인식론

 연 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둘째로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기술 , 설명

, 추상 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학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실제에 구체  처방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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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때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실제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근본

인 원인으로서 교육학자와 교사 각각이 하는 일의 목 과 성격의 차이 그리고 사회과학

으로서 교육학이 갖는 한계를 논의하 다. 교육학의 이론  지식의 실제  유용성은 일반

으로 도구 인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이는 이론  지식이 실제의 문제에 해 즉각 이

고 구체 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수 있는가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학의 이론  지

식은 교육 상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확장시킴으로써 실제를 개선하는 데

에 도움이 된다는 에서 개념  유용성 한 가진다.

의 논의가 직 교육과 직교육을 포함한 사범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교사는 비교사를 포함한다. 첫째, 사범 에서 교육학 이론을 가르칠 때 

이론에 한 메타지식으로서 이론  지식의 속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론  지식

을 가르칠 때 이를 어느 교육 상황에서도 통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혹은 모든 상황에서 따

라야 할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론  지식을 불변의 진리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교사는 자신이 당면한 교육상황의 특수성에 

한 고려 없이 기계 으로 이론  지식을 용하기 쉬우며 이는 기 한 효과를 내기 어렵

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이론  지식을 쉽사리 

폐기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가 이론  지식을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해당 연구맥

락에서는 연구결과가 그 게 나올 확률성이 높으나 언제나 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

식한다면, 그 이론  지식은 교사의 구체 인 맥락에 따라 변형되어 용될 수 있는 여지

가 커질 것이다. 

둘째, 사범 에서 교육학 이론을 가르칠 때 이론을 실제에 구 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론  지식을 실제에 구 하는 데에 있어

서 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도구  유용성 측면에서 이론  지식을 실제

에 도구로써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이론을 실제에 기계 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복합 이고 역동 인 교육 장에서 이론  지식을 그 로 실제에 입해서 

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Brophy, 1988; Eraut, 1994; Huberman, 1983). 

Huberman(1983, 1993)은 수업의 요한 특성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향과 그 

외의 변수들에 의한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가르치는 행 란 교수자가 미리 계

획해온 지도안을 수업 에도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수정하는 과정

이며,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여기 기를 계속 땜질하는 수리공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링하는 것과 같다. 곧, 이론  지식을 도구 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서도 교사는 이론  지식을 실제에 기계 으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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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교육맥락에 따라 여러 변수들을 숙고하여 이론  지식을 취사선택하고 변형시켜

서 사용해야 한다(Yoon, 2011). 이론  지식의 실제 용 과정을, 단순히 이론  지식을 실

제에 기계 으로 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면한 교육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변

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교사가 이해한다면, 이론이 실제에 합한 방식으로 용될 여지

가 커질 것이다. 

셋째, 사범 에서 교육학 이론을 가르칠 때 이론  지식의 유용성은 도구 인 차원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유용성 한 가진다는 것을 교사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론  지식이 장의 교사에게 유용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도구  유용성이기보다는 개념

 유용성이기 쉽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학문의 의의는 실제 장의 문제들에 해 하나의 

단순한 설명이나 해결책을 내놓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그 상의 복합성을 보여주어 그에 

한 우리의 이해를 넓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하다. 곧, 이론  지식이 교사

에게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교사로 하여  다양한 으로 교육 상을 보게 하는 데에 

있다. 교사들이 이론  지식이 갖는 유용성을 도구 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개념 인 측면

에서도 이해한다면, 이론  지식의 유용성에 해 교사들의 인식은 정 으로 바뀔 수 있

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이론이 실제에 유용하게 쓰일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넷째, 사범 에서 교육학 이론을 가르칠 때 실제와 연 시켜야 한다. 이론  지식은 도

구 으로 쓰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넓힐 수 있다는 에서 실제

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  지식이 개념  유용성을 가진다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쳐

야 좀 더 실제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논의되어야 한다. 교사가 단지 이론  지식을 

장의 문제들과 어떻게 연 되는지에 한 고려 없이 추상 인 의미에서만 배운다면, 추

상화된 이론  지식은 이론으로만 남아 실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므로 사범 에서 이론  지식을 가르칠 때 수업에서 이론  지식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  지식이 어떻게 교육실제에 용가능한지 그리고 장과 어떻게 

연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 져야 한다. 

이를 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론  지식을 가르칠 때 그와 련이 있는 장의 사례들

을 선별하여 수업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 를 들어, 사범  교직과목  교육철학 수업

에서 아동존 사상에 한 이론  지식은 행 의 방향을 지시하는 처방  성격을 갖고 있

지만 상당히 추상 이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이를 용하기는 쉽지 않다. 곧, 

추상화된 이론  지식은 개개 교사가 당면한 실제 교실의 요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자를 존 하는 행 가 무엇인지 말해주기 어렵다. 이때 사범  수업에서 교수자는 아

동존 사상을 가르치면서, 아동존 사상이 올바로 구 된 사례와 그것이 왜곡되어 실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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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들, 실제 장에서 교사들이 아동존 교육을 할 때 흔히 겪는 어려움 등을 이론  

지식과 함께 다룰 수 있다. 이처럼, 추상 인 이론  지식을, 선별된 장의 사례들과 련

지어 수업에서 토론을 한다면, 추후에 교사가 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아동존

을 할 수 있는 실천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교사들로 하

여  이론  지식 자체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효과 역시 갖는다. 

덧붙여, 기술  혹은 설명  성격을 가진 이론  지식의 경우에도 실제와 연 지어 가르

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교육 불평등 이론을 가르칠 때 수업에서 이론만 설명하는 것

이 아니라 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상들이나 정책들과 연 을 지어 논의해야 한다. 곧, 

이론과 련된 실제 장의 사례를 수업에서 함께 다 다면, 교사 본인이 당면한 교육 

장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한, 우리나라의 

맥락,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은 외국의 이론이나 시간 으로 거리가 먼 고 의 교육이론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나라의 재 교육상황과 련지어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 을 

 수 있는지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단지 시공간 으로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이론  지식의 유용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론에서 Fenstermacher(1994)의 이론  지식과 실천  지식의 구분에 따라 이론  지식

의 의미를 규정했었다. 본 연구에서 을 두고 논의한 것은 교육학의 이론  지식이 왜 

교육 실제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가의 문제로, 이는 곧 이론  지식이 왜 교사의 실천  

지식을 발 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와 연 이 된다. 본 연구는 사범 에서 

가르치는 교육학의 이론  지식에 한 고찰을 통해, 사범 에서 이론  지식을 어떻게 가

르쳐야 교사가 장에서 실천  지식을 발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언을 함

으로써 궁극 으로는 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 다. 

한, 교육학이 교육 실제에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가의 문제는 교육학의 정체성 기에 

한 논의이기도 하다. 김재웅(2012)은 교육학의 정체성에 한 문제의식 의 하나로, 교육

학의 장  문성을 논의하는데 이는 교사에게 학교 장의 여러 직무를 성공 으로 수

행하는 데 요구되는 문성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교육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학의 장  문성의 측면에서 교육학이 갖는 한계와 가

능성을 논의함으로써 교육학의 정체성 담론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일조하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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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racticality of Educational Research Knowledge 

for Teachers

Yoon, Seok-Ju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why teachers often think educational research knowledge not very 

useful for their teaching. They tend to criticize educational research knowledge is not very 

useful when (a) it lacks relevance with respect to teachers' tasks, classroom contexts, and 

epistemological frames; (b) it fails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prescriptions rather than 

abstract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for educational problems. Fundamentally, this results 

from (a) the differences in the purposes and concerns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cs; 

(b) the limited external validity of social science contrast to natural science.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 the meanings of usefulness of educational research knowledge including 

instrumental usefulness and conceptual usefulness. 

Kew words :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search utilization, teachers'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