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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동영상 분석(CVA) 기법을 활용한 분수 수업에 
관한 초등 교사의 지식 탐색

송근영1) ․ 방정숙2) 

수학교육에서 교사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래로 교사 지식의 본질이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사 지식을 평가하는 도
구에 대한 진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수업 동영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수 수업에 관한 교사의 지식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학생 사고나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보다는 교수법에 대한 지
식이 잘 활성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수 개념에 관한 수업보다 분수 연산에 
관한 수업에서 관련 지식이 잘 드러났는데,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제시된 수업 
장면의 특징에 따라 드러나는 지식의 정도가 달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과, 교사 지식
을 분석하는 도구로써의 수업 동영상 분석 기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사 지식, 수업 동영상 분석, 분수 수업, 학생 사고

Ⅰ. 서   론

최근 수학 교육 연구에서 교사 지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 가

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무엇인지, 교사 지식이 수학 수업 또는 학생 학

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교사의 수학적 지식은 실제 수업의 어떤 상황에서 발

현되는지, 수학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지식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지 등 다양

한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ill, Sleep, Lewis, & Ball, 2007; Rowland & Ruthven, 

2011; Tatto, Schwille, Senk, Ingvarson, Rowley, Peck, et al., 2012).

그런데 이러한 교사 지식 연구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교사 지식을 

검사하는 도구이다. 교사 지식 검사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교사 지식의 유형뿐만 아니

라 측정의 정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lӧmeke, & Delaney, 2012). 만약 교사 지

식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면 후속 연구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연구 결과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실례로 교사 자격증,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학위 등을 이

용하여 교사 지식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예, Monk, 1994) 

교사 지식 측정에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은, 2012)

1) 대구동성초등학교, 제1저자

2)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수학교육), 교신저자



458                 송  근  영  ․  방  정  숙                 ⋅

최근 교사 지식 검사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필 검사지이다. 지필 검사는 

교사가 받은 학위나 연수와 같은 지표에 비해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문항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한 받지 않으며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비교적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Kwon, Thames, & Pang, 2012). 이에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교사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개발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지필 검사지를 사

용하였다(예, 김해규, 2012; 방정숙, Li, 2008).

그렇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지필 검사 도구는 교사 지식을 검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Hegarty, 2000; Kersting, 2008; Rowland & Ruthven, 2011). 교사 지식은 학습 목

표나 학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수업 상황이나 자신의 교수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데 지

필 문항이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Kersting과 그 동료들(2010)

은 지필 검사를 통해 측정한 교사 지식과 학생 성취도 또는 수업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드문 원인으로 지필 검사 도구 자체의 단점을 지목했다. 즉, 지필 검사 도

구는 주로 교사의 비활성 지식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사 지식과 수업 또는 학

생 성취도가 관련이 있어도 이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활성 지식이란 교사 

지식 중 지필 평가에서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 문

제 해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다. 따라서 교사 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실제 수

업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초임교사, 전문가 교사에게 동일한 수업 동영상을 

분석하도록 했을 때 전문가 교사들은 예비교사나 초임 교사와 달리 관찰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일관되고 풍부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전략들을 제공하고 수업에서 핵

심이 되는 부분을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Cushing, Sabers, Stein, & 

Berliner, 1988; Sabers, Cushing, & Berliner, 1991).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의 수업 분석 능

력을 탐색함으로써 그 교사의 지식을 살펴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 착

안하여, Kersting(2008)은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교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수업 동영상 분석(Classroom Video Analysis [이하 CVA]) 기법을 제안하였

다. 여기서 CVA는 3~5분 길이의 수업 장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4가지 기준에 따라 점

수화하여 교사 지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업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상태를 유지

하면서 교사 지식을 검사하여 수학 수업에서 보다 활성화되기 쉬운 지식을 검사하는 새로

운 접근방법이다. CVA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된 교사 지식의 점수가, Ball과 그 동료들

(2008)이 제시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을 측정하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선다형 문항의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와 관계가 있고, 교

사 지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방법보다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기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수학교육 연구 중 교사 지식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주로 연구자가 개발한 

지필 검사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나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평가문항 개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제 수학 수업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문

헌에 의존한 문항이 많으며, 학생에 관한 지식이나 수학 교수법에 관한 지식 보다는 수학 

내용 자체의 개념만을 평가함으로써 교사 지식의 일부만을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대규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지식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종종 제기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사 지식 검사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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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고려해볼 때, 수업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사 지식을 측정

하는 CVA 기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의 분수 수업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요소와 수업주

제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CVA 기법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법

의 본질은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사 지식 검사도구로서의 

CVA 기법에 대한 활용상의 시사점도 탐색해 보았다.

Ⅱ. 수업 동영상 분석(CVA) 기법

본 절에서는 교사 지식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이나 분수 수업과 관련된 초등 교

사의 지식에 대한 검토 대신에, CVA 기법을 소개하였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다른 문

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교사 지식을 탐색하는 도구로써 CVA 기법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Kersting(2008)이 개발한 이 기법이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만약 

적용 과정에서 변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과정 및 이에 따른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CVA 기법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의미 있다

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Kersting(2008)은 교사가 수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교사 지식을 나타낸다는 가정 아래,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 of teaching mathematics)을 검사

하기 위해 CVA 기법을 개발하였다. Kersting(2008)은 CVA 기법에 대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Kersting 외(2010, 2012)는 이 기법을 통해 검사한 교사 지식과 학생 학습, 교

사 지식과 수업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은 CVA 기법의 

구성과 채점 기준 그리고 문항 분석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CVA 기법의 구성

Kersting(2008)의 CVA 기법은 3∼5분 길이의 13개의 짧은 수업 동영상과 질문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개발된 동영상은 모두 분수 영역의 수업으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분수의 

동치,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 연산 등 분수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를 포함한다. 수업 장

면은 교사들이 학생 개별 학습을 돕는 활동과 학생 실수나 질문 뒤 일어나는 전체 토론 

장면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러한 장면을 택한 이유는 응답 교사들의 풍부한 논의를 이끌

어 내는데 효과적이고 실제 수업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장면이며, 정해진 시간 내 완성

도 있는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각 동영상에 대해“비디오 클립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학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 분석하시오”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질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수학 수업 상황과 관련하여 하기 쉬운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고자 하였다. 각 동영상은 수업에 관한 안내와 더불어 수업 과정 중 교사와 학생의 설명

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응답 교사들이 수업 장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문

항은 웹 사이트를 통해 제시되며 교사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시

간 제약은 없고 결과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완성된 응답들은 온라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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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동으로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2. CVA 기법의 채점 기준

CVA 기법의 응답은 빈도에 상관없이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

가한다. 채점 기준은 수학 내용(Mathematical Content [MC]), 학생 사고(Student Thinking 

[ST]),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Suggestions for Improvement [SI]), 해석의 깊이(Depth of 

Interpretation [DI])라는 4가지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는 평가 요소 각각에 대해 

0점, 1점, 2점으로 주어지는데, MC, ST, SI의 경우 각 평가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0점, 있기는 하지만 동영상의 장면을 기술적으로 묘사한 수준이면 1점을 받게 된다. 2점을 

받기 위해서는 MC의 경우 동영상의 수학 내용을 다른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해야하고, ST

와 SI는 학생 사고나 수업 개선에 대해 제안할 때 수학 내용과 관련시켜 분석해야 한다. 

이 3가지 평가 요소는 Shulman(1986)이 제시한 교사 지식의 하위요소와 개념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즉 MC는 순수하게 수학 내용에 관한 지식으로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과 연결되고, ST와 SI는 수학 내용에 관한 학생 사고 또는 수학 내용에 관한 지

도법으로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연결된다.

한편 DI의 경우는 위의 3가지 평가요소와 구별되며, 전체적인 분석의 질(quality)을 나타

내는 것으로, 초임교사와 전문가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DI에 

대한 점수는 응답자의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응답이면 0점, 하나의 분

석적인 의견이나 둘 이상의 판단이 서로 관련 없이 제시된 응답이면 1점, 인과 관계를 토

대로 여러 가지 분석 관점이 연결되면서 일관된 응답이면 2점을 받게 된다. CVA의 문항 

각각에 대해서 4개의 평가 요소로 각각 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응답 교사가 문항 1개

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점이고,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VA 기법의 경우 

최대 104점까지 받을 수 있다.

3. CVA 기법에 대한 문항 분석 및 타당도 검증

Kersting과 그 동료들(2010, 2012)은 수업에 대한 교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CVA 기법

을 개발한 후,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응답을 통해 CVA 문항의 난이

도와 변별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전검사

이론에 따른 항목 분석에서 항목 난이도는 4개의 하위 범주(MC, ST, SI, DI)에 걸쳐 각 범

주 점수 0점~1점을 기준으로 어려운 문항(p= .07)에서 쉬운 문항(p= .89)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는데, 어렵다는 것은 해당되는 하위 범주에 관련된 응답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쉽다

는 것은 해당되는 하위 범주에 관련된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Kertsting(2008)은 CVA 기법

을 활용하여 미국 교사들의 지식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고(ST)에 관한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수학 내용(MC)과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SI)은 비교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해석의 깊이(DI)의 난이도는 p= .5로서 교사들이 대부분의 동영상에 대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목 변별도는 한 개를 제외하고 모든 정답 항목의 총 상관도가(all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s)가 .22에서 .6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39이고 중앙값은 .37로서 

점수가 응답자들 사이에 잘 구분되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analyses)에 따른 응답의 범주와 교사들의 지식 수준의 관계 분석에서는 수학 내용(MC)과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SI)은 평균 이상의 지식이, 학생 사고(ST)는 평균 정도의 지식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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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깊이(DI)는 전체 지식 수준 단계와 잘 대응되어서 CVA 기법은 평균 정도의 교사 지

식과 평균 이상의 교사 지식을 구분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ersting(2008)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MKT 측정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미

시간 대학교의 선다형 평가 도구의 점수와 CVA 기법의 전체 점수와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두 도구로 측정한 점수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CVA 기법의 4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도 수학 내용(MC)이 r(223)= .608, p<.01로서 나머지 3개 항목(ST, .489; SI, 

.520; DI, .549; all ps<.01)에 비해 MKT 점수와 더욱 강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수업 동영

상을 관찰하면서 수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MKT 측정을 위한 선다형 문항에 답하는 것

과 가장 유사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CVA는 MKT 측정을 

위한 선다형 도구와 마찬가지로 교사 지식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CVA 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지식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서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36명의 교사와 5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CVA 검사 점수와 

교사의 수업의 질 그리고 학생 수학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Kersting et al., 2012). 

그 결과 교사들의 CVA 점수와 수업의 질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VA의 하위 항

목 중 특히 SI(r=.521, p<.05)는 대상 교사들의 학생들의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ersting 외(2012)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제시하는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이 교사 지식의 내면화된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

로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CVA는 이러한 내면화된 교사 지식

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VA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수업에 관한 지식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의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Kersting(2008)이 개발한 CVA 기법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본 선행 연구

를 찾지 못했으므로, 그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학 수업에 관한 지식이 풍부할 것으

로 예상되는 교사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 아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

사 3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이 6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9명, 20년 이상이 1명이었다. 현재 담당 학년은 1~3학년이 9

명, 4~6학년이 12명, 기타(교과 담당이나 휴직 중인 교사)가 9명이었다. 초등수학교육과 관

련된 전문적 경험별로 살펴보면, 우선 학부 때 수학심화과정이었던 교사가 19명(63%), 석

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총 14명(47%)이었다.

2. 검사 도구 개발

본 연구를 위한 검사 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수업에 관

한 교사 지식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Kersting 외(2012)

가 개발한 도구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CVA는 Kersting 외(2012)와 다르게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는 검사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 응답자의 집중이 떨어질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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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고, 10개의 문항으로도 교사의 수학 수업에 관한 지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초기 Kersting(2008)이 개발한 CVA가 총 10개의 문항이어서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동영상의 길이는 원래 

CVA 기법과 유사하게 2~5분으로 구성하였고, 동영상에 관한 질문은 ‘동영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학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논하시오’라고 제시하여 

Kersting 외(2012)의 질문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CVA Kersting 외(2012)의 CVA 

문항 개수  10개 13개 

동영상 길이 2분 ~ 5분  3분 ~5분

동영상에 

관한 질문 

동영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학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논

하시오.

동영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학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논하

시오.

동영상구성
자막을 통한 간단한 수업 안내 및 설명

과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을 제공

자막을 통한 간단한 수업 안내와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을 제공

동영상 장면

학생들의 개별(모둠)활동 후 전체 활동 

하는 장면

학생들의 오류에 대해 교사들이 지도하

는 장면

교사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장면

전체 활동에서 학생들이 논의하는 장면

학생 개별 활동할 때 또는 학생들이 오류

를 범하거나 의문을 제시할 때 교사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장면

동영상 수업 

주제

분수 영역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주제: 분

수 개념(똑같이 나누기, 분수 읽고 쓰기, 

전체와 부분의 관계, 분수만큼 나타내기,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연산(분수 덧

셈, 분수 곱셈, 분수 나눗셈)

분수 영역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주제: 전

체와 부분의 관계, 동치, 분수의 크기비

교, 분수의 연산

문항

제공형태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

<표 1> CVA 기법의 적용

동영상의 구성은 동영상 장면과 함께 해당 수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여 Kersting 외(2012)의 CVA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Kersting 외(2012)의 연구에서는 수업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장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

업 대상 학년’, ‘수업의 목표’, ‘동영상 수업 장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 10초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에듀넷 4u(www.edunet4u.net)와 경기교육인터넷방송3)

(www.ggetv.net)에 탑재되어 있는 수업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업 일부를 발췌하여 동영

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Kersting 외(2012)의 CVA 동영상 장면의 선정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동영상 장면을 수집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3) 전국 단위의 우수수업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사이트는 동영상 수가 적어 다양한 주제의 분수 
수업을 발췌할 수 없었으므로 탑재된 수학우수수업동영상의 수가 많은 경기교육인터넷방송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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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모둠)활동 후 전체 활동하는 장면’과 ‘학생들의 오류에 대해 교사들이 지도하는 장

면’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교사들의 풍부한 응답을 이끌어 내

기에 적절하고, 실제 우리나라 수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장면이며, 정해진 시간 내 완성도 

있는 구성이 가능한 장면이므로(Kersting, 2008) 장면 선정의 기준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앞의 두 가지 기준과 더불어 ‘교사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장면’도  선

정 기준으로 하였는데 교사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장면은 그렇지 않은 장면보다 교사의 

응답을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Kersting 외, 2010). 

동영상 수업 주제의 측면에서 Kersting 외(2012)의 CVA는 분수 영역에서 비교적 핵심 주제

인 ‘전체와 부분의 관계’, ‘동치’,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연산’을 선택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분수 영역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문

항에 대한 수업 주제, 수업 목표, 수업 장면, 해당 학년은 <표 2>와 같다.

문항 수업주제 수업 목표 동영상 부분의 내용 학년

1
똑같이 

나누기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
을 찾을 수 있다.

 활동 1,2,3 후 놀이 확장 단계에서 교실에 있는 물
건 중 똑같이 나누어진 물건을 모둠별로 하나씩 찾
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장면

2

2

분수 

읽고 

쓰기

분수의 뜻을 알고 읽고 
쓸 수 있다.

 학습문제를 확인한 후 분수의 뜻과 분수를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장면

2

3

전체와 

부분의 

관계

전체와 부분을 비교하
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교사가 분수를 제시하면 조별로 해당하는 표현들
(그림, 분수읽기, 분수쓰기)을 찾아서 붙이고 결과를 
다 같이 확인하는 장면

2

4
분수만큼 

나타내기

분수 크기만큼 색칠할 
수 있다.

 조별로 분수를 보고 해당하는 양 만큼 도형에 색
칠하는 놀이를 한 후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해결하는 
장면

2

5

분수의 

크기 

비교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수막대, 회전판, 수직선, 자석을 가지고 1/2과 1/4
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별 활동을 한 후 결과를 발
표하고 전체 토의하는 장면

3

6
분수의 

덧셈

분모가 다른 두 진분수
의 덧셈을 할 수 있다.

 교사와 퀴즈네르 막대를 가지고 동분모 분수 덧셈
과 이분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복습한 
후 학생들 스스로 이분모 분수의 계산 원리를 발견
하고 전체 발표하는 활동

5

7
분수의 

덧셈

분모가 다른 두 진분수
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채송화 1/2과 봉선화 2/5의 
합)에 대한 답을 예상하고 두 분수의 합을 그림으
로 나타내어 확인한 후 통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장면

5

8
분수의 

곱셈

(진분수)×(자연수)의 계
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분수모형, 그림, 수직선을 가지고 3/8×3을 나타내
는 활동을 한 뒤 분수 곱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
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활동에 관한 장면

5

9
분수의 

나눗셈

(진분수)∻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과자 2/3 조각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 1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2/3 
나누기 4의 몫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장면

5

10
분수의 

곱셈

진분수끼리의 곱셈 원
리를 이해하고 이를 형
식화 할 수 있다.

 생활에서 알아보기 문제를 읽고 식으로 나타낸 후 
TP용지를 가지고 조작활동을 함으로써 3/4 곱하기 
5/7의 계산 원리에 대해 학습하는 장면

5

<표 2> 본 연구의 CVA에서 수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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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ting 외(2012)는 각 주제가 몇 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주제 내에서도 수업 

목표에 해당되는 과제나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와 같은 자세한 부분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수업 주제를 골고루 포함하기 위해서 분수 개념(5문항)과 분수 연산(5

문항)에 관한 문항 수를 같게 하였고, 분수 개념 영역에서는 ‘똑같이 나누기’, ‘분수 

읽고 쓰기’, ‘전체와 부분의 관계’, ‘분수만큼 나타내기’, ‘분수의 크기 비교’의 

주제로 구성하고, 분수 연산 영역에서는  덧셈(뺄셈), 곱셈, 나눗셈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한편 검사 도구의 두 번째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으로 본 연구 목적 때문에 추가되었다. 

즉, CVA 기법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권민성 외(2009)를 참고로 하여 

총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CVA 문항 응답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지식, 제시

된 동영상에 대해 익숙한 정도, 문항 작성 시 어려웠던 점, 교사 지식 측정 도구로서 CVA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Kersting 외(2012)의 CVA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대상 교사들의 응답

은 각기 다른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CVA도 최대한 이와 유사한 

환경으로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 개정 블로그(blog.naver.com/gy9331)를 활용하여 동

영상을 탑재한 후 구글닥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블로그에 링크

시켰다. 이에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블로그 주소로 접속한 

후 응답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자료는 엑셀 형태로 저장되어 연구자에게 전

달되었다.

이 후 수집된 CVA 응답 자료는 일차적으로 Kersting 외(2012)가 제시한 채점 기준으로 

연구자 외 초등수학교육 박사과정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채점하였다. 하지만 일부 채

점 기준의 경우 명확하지 않아서 동일한 응답에 대해 채점자마다 서로 점수를 다르게 부

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CVA의 항목별로 Kersting 외(2012)의 채점 기준을 적용하

되, 필요한 경우 채점자 간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 기준을 보다 상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수학 내용(MC)의 채점 기준을 상세화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점수 본 연구의 채점 기준 Kersting 외(2012)의 채점 기준

0
․ 수학적 내용에 관련된 응답이 없는 경우

․ 단순히 ‘수학 내용’이라고 언급만 한 경우

․ 수학 내용과 관련된 응답이 없는 

경우

1

․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분수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경우

․ 수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

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는 경우

2

․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분수 내용 이외의 수학

내용과 관련시켜 응답하는 경우.

․ 동영상에 제시된 내용을 교사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모델, 개념, 교육과정 내용 등과 관련

지어 응답하는 경우

․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수학 내

용과 관련시켜 응답하는 경우

<표 3> 수학 내용(MC)의 채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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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ting 외(2012)의 4개 평가요소 중 수학 내용(MC)의 채점 기준에서 수학 내용과 관련

된 응답이 없는 경우 0점이었다. 하지만 대상 교사들의 응답 중에서는 수학 내용과 관련

이 없는 응답도 있었으나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학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는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들으면서 수학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안내해줄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그 내용에 대해 적절한 강화를 제시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학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수학 내용’이라고만 언급한 경우도 있어서 채점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렇듯 특정한 수학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진술을 한 경우

도 모두 0점으로 채점하였다.

한편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수학 내용과 관련시켜 응답하는 경우는 2점이었는데, 대

상 교사들의 응답에서는 동영상에서 제시된 수학 내용을 또 다른 수학내용과 관련짓기 보

다는 해당하는 수학적 모델이나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수학 내용’을 단순히 수학 내용뿐만 아니라 응답 교사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모델,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교사들이 동영상에 

제시된 수학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관련하여 응답하는 경우를 

모두 2점으로 채점하였다. 예를 들어 “기호적 표현 이후에 구체적 표현을 도입한 것으로 

연계성 측면에서 어색한 점이 있다.”라는 응답은 동영상에 제시된 수학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교사가 가진 ‘연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2점으로 채점

하였다.

둘째, 학생 사고(ST)의 채점 기준을 상세화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Kersting 외(2012)의 

학생 사고(ST)에 대한 채점기준은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 0점, 학생 사고에 관해 언급하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거나 수학적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1점, 학

생 사고를 수학적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2점이었다. 그런데 이 중 1점의 기준 

즉, 학생의 사고에 관해 언급하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점 수 본 연구의 채점 기준 Kersting 외(2012)의 채점 기준

0

․ 학생 사고에 관련된 응답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응답하는 경

우

․ 학생 사고와 관련된 응답이 없는 

경우

1

․ 학생들의 수학적 활동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로서 단순히 묘사적

인 경우

․ 학생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만 수학적 내용과 

관련짓지 않는 경우

․ 학생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 학생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만  수

학적 내용과 관련짓지 않는 경우

2

․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되 수학적 내

용과 관련짓는 경우 

․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 또는 학생들의 

오개념 유발하는 지도법을 언급하는 경우

․ 학생의 사고를 수학적 내용과 관련

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 4> 학생 사고(ST)의 채점 기준 적용



466                 송  근  영  ․  방  정  숙                 ⋅

본 연구에서 대상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학생들의 사

고’자체 보다는 단순히‘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고와 학생들의 행동을 구분하여‘학생 행동’에 대해서만 언급

하되 수학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행동이면 0점, 수학적 활동과 관련된 행동이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묘사적인 것은 1점으로 채점하고, 학생의 행

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학생의 사고’에 관해 분석하되 수학적 내용과 관련

이 없으면 1점, 수학적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경우’는 2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응답 중에서 

지도법에 초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이나 오개념 유발과 관련하여 언급

한 내용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점으로 채점하였다.

셋째,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SI)의 채점 기준을 상세화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Kersting 외(2012)에서 관련된 채점 기준은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없으면 0점, 관련된 

제안이 있으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거나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한 

제안만 있으면 1점, 수학 내용과 관련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경우 2점으로 

채점하였다. 하지만 S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중 1점의 기준 즉, 수업 개선과 관련된 제

안이 있으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 대상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분수 교수

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했으나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까지는 하지 못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판단하여 1점에 포함시켜 채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응답자가 동영상에서 제

시된 지도법이 충분히 좋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충분히 좋은 분수 교수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수학적 근거

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 2점에 포함시켰다.

 

점수 본 연구의 채점 기준 Kersting 외(2012)의 채점 기준

0
․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없는 경우

․ 일반 교수법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경우 

․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없는 

경우

1

․ 분수 교수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은 하지

만,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

․ 일반 교수법에 대한 제안만 언급하는 경우

․ 수업 개선과 관련된 제안이 있으

나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으나 

수학적 내용과 관련짓지 않는 경

우

2

․ 분수 내용과 관련지어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

을 하는 경우

․ 충분히 좋은 분수 수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 수학 내용과 관련하여 수업 개선

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경우

<표 5>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SI)의 채점 기준 적용

마지막으로, 해석을 위한 깊이(DI)의 채점 기준을 상세화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Kersting 외(2012)의 관련 채점 기준은 다른 평가 요소들에 비해 채점자간 이견이 별로 

없었다. 다만, ‘분석적 의견’이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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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분석적 의견’을 응답자의 ‘분석과 판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분

석’은 동영상에 제시된 장면에 대해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고, ‘판단’은 응답

자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와 같이 주관적 의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과 판단이 포함된 응답 중에서도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나열하는 

데서 그친 응답도 있었고 그러한 의견에 대한 증거나 설명을 제시한 응답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분석과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응답의 경우는 

0점, 분석과 판단은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설명이 없으면 1점, 분석과 판단에 대해 뒷받침

되는 설명이 있거나 둘 이상의 주장이 서로 연결되어 일관된 관점을 나타나는 경우 2점으

로 채점하였다.

점수 본 연구의 채점 기준 Kersting 외(2012)의 채점 기준

0

․ 동영상에 제시된 장면을 묘사하는 수준으로서 

응답자의 분석과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하게 기술적인 경우

․ 응답자의 판단을 위한 증거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경우

1

․ 응답자의 분석과 판단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대해 뒷받침되는 설명이 없고 서

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하나의 분석적 의견이나 서로 연

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분석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 응답자의 분석과 판단에  대해 근거나 뒷받침

되는 설명이 있거나 둘 이상의 주장이 서로 

연결되어 일관된 관점을 나타내는 경우

․ 여러 가지 분석 관점이 연결되어 

일관된 주장을 나타내는 경우

<표 6> 해석을 위한 깊이(DI)의 채점 기준 적용

 

이와 같이 채점 기준을 상세화하는 작업을 한 후, 3명의 채점자는 수집된 몇 개의 응답

을 가지고 예비 채점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익숙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각

자 채점을 하였다. 또한 채점자 간 신뢰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성

태제, 2010). 첫째, 응답자에 따라 서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지를 일차적으로 한 

번 읽고 난 후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에 의해 채점하였다. 둘째, 응답자별로 채점할 때 앞

의 문항의 응답 결과가 다음 문항의 채점에 영향을 주는 이월효과(carry over effect)를 없

애기 위해 문항별로 채점하였다. 셋째, 채점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요소별 
전체

MC ST SI DI

채점자 1과 채점자 2 91.4 89.3 90.7 94.3 91.4

채점자 2와 채점자 3 89.3 80.0 76.4 90.0 83.9

채점자 1과 채점자 3 92.9 88.6 83.6 90.7 89.0

<표 7> 채점자 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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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알파 값이 0.92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항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평가요소별로 CVA 점수

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수업에 관한 지식 내에서도 분수내용에 관한 지식(MC), 학생 사

고에 관한 지식(ST), 분수 교수법에 관한 지식(SI)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수업 해

석의 깊이(DI)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응답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둘

째는 문항별로 CVA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문항에 제시된 분수 주제에 따라 수업에 

관한 지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한편, CVA 기법에 관한 응답자들의 반응에 관한 자료 중 CVA 문항 응답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지식에 관한 자가 평가와 문항에 제시된 동영상 수업에 익숙한 정도는 하위 항목

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ing)를 

이용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CVA에 대한 응답 작성 시 어려웠던 점과 교사 지식 

측정 도구로서 CVA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은 범주화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

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관한 교사의 지식 분석

가. CVA의 평가요소별 교사의 지식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교사의 수업에 관한 지식이 평가요소별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

기 위해 <표 8>과 같이 평가요소별로 CVA 평균 점수, 표준편차,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CVA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요소별로 최대 2점

까지 주어지므로 응답자는 평가요소별로 최대 2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수학내용(MC) 학생사고(ST) 교수법(SI) 해석의 깊이(DI)

평균점수 7.47 5.67 10.13 12.17

표준편차 4.439 4.367 5.335 2.937

최고점수 14 18 20 19

최저점수 0 0 0 7

<표 8> 평가요소별 CVA 점수의 기술통계량

N=30

평가요소별 평균을 살펴보면 DI(12.17점)를 제외하고 SI(10.13점), MC(7.47점), ST(5.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교사들이 동영상 수업을 분석할 때 교수법(SI)에 관한 지식이 

가장 잘 활성화되어 나타나고, 그 다음 수학내용(MC)에 관한 지식이며 학생 사고(ST)에 관

한 것이 가장 활성화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의 깊이(DI)는 평균 

12.17점으로 4개의 평가요소 중에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Kersting(2008)의 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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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Kersting은 해석의 깊이(DI)가 나머지 3개

의 평가요소의 정보를 통합하는 차원의 점수로서 교사의 수업에 관한 지식의 수준을 나타

내는데 가장 유용한 점수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DI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 교사

들이 교육대학교에서 초등수학교육을 심화하거나 초등수학교육 관련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들로서 일반적인 초등 교사들에 비해 수학수업에 관한 지식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표준편차는 SI가 가장 크고, DI가 가장 낮아서 교

수법 지식(SI)에 대해서는 교사들 간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의 수준(DI)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은 MC, ST, SI는 모두 0점이 최저점인 반면 DI는 7점으

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은 4개의 평가요소 중 MC가 14점으로서 가장 낮게, 교수법이 20점

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 요소의 평균은 같다고 하더라도 각 점수의 비율은 다를 수 있다. 게다가 CVA 점

수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과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표 9>에서는 평가요소별로 0, 1, 2점에 해당하는 응답 수와 비율을 제시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그리고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응답의 

예를 제시하였다.

수학내용(MC) 학생사고(ST) 교수법(SI) 분석의 깊이(DI)

0점 110개(36.7%) 172개(57.3%)  87개(29.0%) 13개(4.3%)

1점 156개(52.0%) 86개(28.7%) 122개(40.7%) 208개(69.3%)

2점 34개(11.3%) 42개(14.0%) 91개(30.3%) 79개(26.3%)

계 300개(100%) 300개(100%) 300개(100%) 300개(100%)

<표 9> 평가요소별 각 점수에 해당하는 응답의 개수

첫째, 수학내용(MC)에 대해서는 1점(52.0%), 0점(36.7%), 2점(11.3%)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비율이 가장 높았던 MC 1점에 해당하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 예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동영상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수학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MC 1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분수의 뜻을 알아보고 읽고 쓰는 것으로 개념형성을 위해 표현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

에서 분수의 개념을 찾아 쓰고 읽는 형식으로 수학 내용을 다루었다. 1/2 읽기에서 쓰기라

는 용어를 칠판에 붙여서 1/3 문장과 비교가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고 전체 학생

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상호작용 되었다…4)

다음으로 MC 0점은 다음에 제시된 예와 같이 수업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분석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으나 수학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응답이었고, MC 2점은 동영상에서 제시

된 내용 외에‘분수의 비율적인 측면’이나‘분수 덧셈의 오류’와 같은 내용을 관련지어 

기술한 응답이었다.

4) 지면 관계 상 문항에 대한 대상 교사들의 전체 응답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며 생략된 부분은 말줄임표(…)로써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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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0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교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단답형의 질문을 주로 하고 있으며 상호작용 또한 전

체에게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 교사주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수학 내용을 다루는 것에서도 본인이 의도한 답

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MC 2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분수는 비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본 수업에서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을 다루는데 

통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2 + 1/3 = 1/5과 같이 

계산하는 오류가 분수 학습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교사는 이러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에 대

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학생 사고(ST)에 대해서는 0점(57.3%), 1점(28.7%), 2점(1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ST 점수는 4개의 평가 요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대

상 교사들은 수업을 분석할 때 수학내용이나 교수법에 비해 학생 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율이 가장 높았던 ST 0점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 예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교사의 교수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학생 사고에 관해

서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였다.

<ST 0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지금 뜨겁게(?) 논쟁이 붙는 부분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교사의 행동이 아쉽

다.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는 색칠한 부분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ST 1점은 다음에 제시된 예와 같이 동영상에 제시된 학생들의 수학적 행동을 

묘사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ST 2점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분석하여 제시한 응

답이었다.

<ST 1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학생이 자신의 해결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이 앞에 나온 학생

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질문함으로써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ST 2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나머지 학생 중에서 의견을 말하게 하지 않고 교사가 설명하여 질문한 학생을 이해시

키려 했다. 이 때 질문한 학생은 왜 4등분인데 6이라는 수가 나왔는지 궁금해 했으므로 

전체를 4등분한 것이 아니라 2/3를 4등분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질문한 학생으로 하여 2/3 

나누기 4를 해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대신 교사는 한 조각이 1/4이면 4조각이면 1이 되

어서 1/4가 아니라 1/6이 맞다고 했는데 질문한 학생이 충분히 이해했을지 궁금하다.

셋째, 교수법(SI)에 대해서는 1점(40.7%), 2점(30.3%), 0점(29.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

다. 비율이 가장 높은 SI 1점에 해당하는 응답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해 제

안을 해서 1점을 받은 경우 보다는 아래 예에서와 같이 분수 교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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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제시하여 1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SI 1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분수와 자연수 곱셈의 형식화된 원리를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따라 읽어 보도록 하여 

공식만을 강조하였다. 분수와 자연수 곱셈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동수누가의 방법으로

만 설명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분자의 3과 3번 더해진 3이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을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다음으로 S1 2점은 다음에 제시된 예와 같이 수업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응

답이 많았으며, S1 0점은 분수 교수법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교사 중심 

수업’또는‘학생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SI 2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이러한 논의 이전에 학생들에게 두 학생의 의견 중에서 어떤 학생의 의견이 옳은지 

생각해 보게 하는 발문도 좋았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

해서라면 이러한 오개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교사가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우수한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화면에 보니까 계속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

고 싶어 하는 손드는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을 시켰으면 수업이 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SI 0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수업의 주요 아이디어가 

모두 교사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탐구 없이 활동에만 참

여하고 있다

넷째, 해석의 깊이(DI)에 대해서는 1점(69.3%), 2점(26.3%), 0점(4.3%)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났으며 특히 0점에 해당되는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음은 비율이 가장 높은 DI 1

점에 해당하는 예로서, 수업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을 제시하여 1점으로 채점하였다.

<DI 1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전반적으로 교사와 전체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잘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잘한 모

둠에 대하여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한 모둠에 붉은 자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한편, DI 2점은 다음에 제시된 예와 같이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

거를 2개 이상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D1 0점은 단순히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

거나 근거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응답이 많았다.

<DI 2점에 해당하는 응답의 예>

교사가 너무 알고리즘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활동 2에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활동을 했

을 텐데 그러면 그 그림과 알고리즘을 연결시켜서 분자가 무엇을 나타내고 분모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찾도록 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분모가 왜 3배가 되지 않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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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교사는 활동 2와 활동 3을 완전히 분리해

서 가르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량만 증가하고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DI 0점에 해당되는 응답의 예>

수학 내용을 분수 기차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녹여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자료 제작이 대단한 것 같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 대상 초등 교사들의 분수 수업 동영상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지식은 분수 지도법에 관한 지식(SI), 분수 내용에 관한 지식(MC), 학생 사

고에 관한 지식(ST)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대상 교사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에 비추어 수업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문항별 교사의 지식 분석

제시된 10개 수업 동영상에 따라 대상 교사들의 수업에 관한 지식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로 CVA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능한 원인을 탐색하였다. 1개의 

응답에 대해 각 평가요소별로 최고 2점까지 주어지며 문항점수는 이를 합한 점수이므로 

최고 8점까지 주어진다.

문항

번호
수업주제

평가요소별 점수
점수

MC ST SI DI

1 똑같이 나누기 0.90 0.50 0.97 1.17 3.54

2 분수 읽고 쓰기 1.03 0.30 1.17 1.03 3.53

3 전체와 부분의 관계 0.57 0.23 0.77 1.17 2.74

4 분수만큼 나타내기 0.73 0.27 0.83 1.20 3.03

5 분수의 크기 비교 0.57 0.80 0.83 1.17 3.37

6 이분모 분수의 덧셈 0.70 0.83 0.97 1.20 3.70

7 이분모 분수의 덧셈 1.00 0.73 1.30 1.40 4.43

8
분수의 

곱셈(진분수×자연수)
0.67 0.43 1.20 1.23 3.53

9 분수의 나눗셈 0.60 0.87 1.13 1.27 3.87

10
분수의 

곱셈(진분수×진분수)
0.73 0.70 0.97 1.33 3.73

<표 10> 문항별 CVA 점수

N=30

우선 분수 개념에 관한 수업(1~5번) 중에서 1번이 3.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3번이 

2.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 교사들의 수업에 관한 지식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가장 낮게, ‘똑같이 나누기’에 대한 수업 장면에

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두 문항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그림 1]에서와 같

이 동일한 교사인데도 3번 응답은 교수법이나 학생 사고가 수학내용과 관련이 적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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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응답은 분수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MC, ST, SI에서 높은 점수(2점)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주제에 대한 교사들의 수학내용

지식이 다르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3번 문항에

서 제시된 수업 동영상은 교사의 설명이나 학생들의 발표가 적어 교사들이 관련된 수학 

내용을 떠올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는데 반해, 1번 문항은 교사의 설명이나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해서 교사들이 분수의 등분과 관련한 내용 지식을 떠올리기에 보다 적

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CVA 점수는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 반영되기도 하

지만, 교사들에게 제시된 수업 장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항 3번>

￭ 수업장면: 교사가 제시한 분수를 보고 학생들이 같은 의미의 다양한 카드를 모둠판에 붙인 

후 칠판에 기차모양을 완성하는 활동

￭ 응답의 예: 교사가 활동을 설명하면서 움직임이 너무 많다. 활동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모

둠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활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모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산만해 보인다. 또한 교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따라 가기가 어렵다.기차

만드는 놀이는 2학년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되고, 학생들이 재미있

게 참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오류를 보인 마지막 기차의 경우, 칠판에 부착되

어 있어서 뒤의 학생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교사가 처음부터 잘못된게

있다고 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한했다. 왜 틀렸는지에 대한 탐

구보다 단지 틀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평가요소별 점수: MC-0. ST-1, SI-1, DI-1

<문항 1번>

￭ 수업장면:  활동 1, 2, 3 후 놀이 확장 단계에서 교실에 있는 물건 중 똑같이 나누어진 물

건을 모둠별로 하나씩 찾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장면

￭ 응답의 예: 실생활에서 똑같이 나누어진 것의 예를 제시하고 찾아보도록 한 것은 좋은 교

수법인 것 같다. 하지만 똑같이 나눌 때 전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나

중에 분수 개념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사물함, 캐비넷 등 그것이

하나이고 이것이 몇 개로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러한 지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실 2모둠이 찾은 사물함의 경우 똑

같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누어진 부분만 인식하여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교사도 그냥 넘어간 것이었다. 따라서 똑같이 나누기라는

주제의 수업이 뒤에 이어진 분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똑같은' 부분

이라는 것 뿐 아니라 전체 1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평가요소별 점수:  MC-2, ST-2, SI-2, DI-2

[그림 1] 3번과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의 예

분수 연산에 관한 문항은(6번~10번) 7번 문항이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번 문

항이 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6번과 7번 문항의 경우 이분모 분

수의 덧셈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소 점수가 대부분 6번 응답에

서 낮았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면 6번 응답은 7번에 비해 지도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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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학적 오류를 분석하거나 수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적어 점수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6번의 수업은 

퀴즈네르를 가지고 통분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발표하는 학생의 

설명에 수학적 오류가 없어 교사들이 분석하거나 대안을 떠올릴 기회가 적었으나 7번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사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교사가 통분과정을 주로 설명하였으며 

교사의 설명 중 오류가 있어 교사들이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떠올릴 기회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수업장면에서 교사의 지식이 보

다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Kersting 외, 2010).

<문항 6번>

￭ 수업장면: 교사와 퀴즈네르 막대를 가지고 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한 후 학생들 스스로 통

분하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하고 한 학생이 나와서 전체 발표하는 활동

￭ 응답의 예: 퀴즈네르 막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매 수업시

간마다 이렇게 교구를 활용하면 주판으로 암산하는 것처럼 분수에 대한 연산

이 암산화되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된다. 다만 교사가 교구 활

용 방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교구에 대한 소개나 교

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 평가요소별 점수: MC-0, ST-1, SI-0, DI-1 

<문항 7번>

￭ 수업장면: 교사가 이분모 분수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통분하여 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

￭ 응답의 예: 두 분수를 같게 = 통분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통분이란 두 분모를 같게 한

다고 표현되어야 한다. 학생의 잘못된 표현을 교정 없이 교사가 그대로 사용

한 점이 아쉽다.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칠판에 판서하지 않고 말로써만 정

리한 부분이 아쉽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을 통분하여 더하면 된다고 표

현했는데, 분자를 더한다는 설명이 빠졌다. 전체적으로 말로만 설명하니까 교

사의 말 실수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분수의 덧셈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평가요소별 점수: MC-2, ST-1, SI-2, DI-1

[그림 2] 6번과 7번 문항의 응답의 예

2. CVA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CVA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사들이 CVA 문항에 응답할 때 영향을 미친 지식이 무엇인지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

면 <표 11>과 같다. 교육대학교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

(50%)이 높았으나 교육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74%)과 현장에서 얻은 지식(87%)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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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조금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주로 교육대학교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

던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을 작성했다.

2

(7%)

8

(27%)

5

(17%)

12

(40%)

3

(10%)

나는 주로 교육대학교나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응답을 작성했다.

11

(37%)

11

(37%)

7

(23%)

1

(3%)

0

(0%)

나는 주로 수학을 가르치면서 얻은 지식을 바

탕으로 응답을 작성했다.

5

(17%)

21

(70%)

3

(10%)

0

(0%)

1

(3%)

<표 11> 응답 작성 시 영향을 미친 지식에 대한 반응

둘째, CVA에 제시된 수업 동영상 장면이 대상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지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장면이 평소 수학시간에 일어나는 내용인지, 교사들에게 익숙한 편인지, 동영

상 장면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분수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 묻고 

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표 12>에 제시하였다. 결과 3개 모든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

로 반응한 교사들이 각각 70%, 80%, 93%로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CVA에 제시된 수업 동영

상 장면에 대해서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조금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영상 장면은 우리 반 수학시간에 일어나

는 내용이다.

5

(17%)

16

(53%)

8

(27%)

1

(3%)

0

(0%)

동영상 장면은 나에게 매우 익숙한 편이

다.

9

(30%)

15

(50%)

6

(20%)

0

(0%)

0

(0%)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분수를 가르

치는데 필요한 지식을 떠올릴 수 있었다.

16

(53%)

12

(40%)

2

(7%)

0

(0%)

0

(0%)

<표 12> 동영상 장면에 대한 반응 분석

셋째, CVA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여 <표 13>에 제시하였다. 

대상교사들이 CVA 응답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수업을 

분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46.7%)이었다. 이러한 응답을 한 교사들은 “어떠

한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분석해야할지 모르겠다.”, “수학내용에 대해 어떻게 논하라는지 

모호하다.”등으로 답하였으며, 응답 중에서는 ‘상호작용과 수학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작용: 아동끼리 상호작용이 잘 일어남. 수학내용: 수학의 개념적 이해를 도모함”과 

같이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응답의 예시를 따로 제시해 

주거나 질문 내용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꼽

은 것은 ‘제시된 수업 장면이 짧다는 점’(43.3%)이었다. 대상 교사들은 동영상 수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업을 통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도나, 전체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23.3%)을 들었으며 이 외 ‘수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매 차시 수업 내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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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등의 기타 의견들이 있었다.

 이 유  응답 수(비율*)

동영상 수업에 대한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14(46.7%)

제시된 수업 장면이 짧다. 13(43.3%)

평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7(23.3%)

기타 9(30.0%)

<표 13> CVA 작성 시 어려운 점

* 1명의 응답자가 1가지 이상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응답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을 수 있음

넷째, 교사들이 분수를 가르치기 위해 알아야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CVA 

기법의 유용성이나 적합성에 대해 응답한 교사는 총 24명으로서 대상 교사들의 평가를 요

약하여 <표 14>에 제시하였다. CVA 기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과 기타(25%)보

다는 긍정적인 반응(75%)이 많았다. 응답교사들은 CVA가 ‘수업 실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식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수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CVA를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지필평가와 

병행하거나(37.5%)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20.8%)라고 하여 CVA를 보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견  응답 수(비율)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지필평가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9(37.5%)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20.8%)

지필 평가보다 유용하다. 4(16.7%)

적합하지 않다. 2(8.3%)

기타 4(16.7%)

<표 14> 교사 지식 측정 도구로서 CVA의 유용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평가

N=24

이와 같은 대상 교사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초등 교사들은 CVA에 제시된 

수업 동영상에 대하여 익숙하게 느꼈으며, 수업을 분석하는데 예비교사 교육과정이나 수

업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대상 교사들은 CVA의 응답을 작성할 

때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제시된 수업 장면이 짧다는 것을 주로 어렵다고 

느낌으로써 CVA를 교사 지식 측정 도구로 활용할 때는 지필 평가와 병행하거나 평가 기

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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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Kersting과 그 동료들이 최근에 개발한 CVA 기

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교사들의 수학 수업에 관한 지식을 분석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고, 둘째 그동안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설문지 기법 외에 교사 지

식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중의 하나로서 CVA 기법을 우리나라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는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CVA 기법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주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초등 교사들은 수업을 분석할 때 학생 사고(ST)와 수학 내용(MC)에 관

한 지식에 비해 교수법(SI)에 관한 지식이 잘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예비)교사들이 수업을 분석할 때 수업 전략의 적합성에 초점을 가장 많이 둔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방정숙, 2011)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교사들이 교수법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관찰하는 것은 교사로서 자신의 교수법을 반성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탐구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수법을 분석할 때에 수학 

내용을 감안하여 분석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점이다. MC나 ST에 비해 SI의 평균 점수

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응답은 SI에서 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한 교

사들 대부분은 교수법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나 분수 내용과 관련짓지 않아 0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MC에서도 0점으로 채점되었다. CVA에서 제시된 수업 장면 대부분

이 분수 교수법이나 교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류가 있는 분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교수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교사가 약 

30%였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수학심화였거나 관

련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비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교사들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Shulman(1986)은 교과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교사 지식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교수학적 내용지식,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우

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교과별로 고유한 PCK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업 분석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곽영순, 김경주, 2010). 이에 교사들의 교과별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교과내용, 

특히 해당 학습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교수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초등 교사들은 수업을 분석할 때 학생사고(ST)에 관한 지식이 가장 낮

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교사들의 교사 지식의 특징이 교과내용지식 

보다는 학생이해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곽영순, 김경주, 2010), 대상 교사들의 

57.3%가 학생들과 관련하여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던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수업 동영상 장면들이 주로 교사의 교수 활동이 많았으며 학생

들의 학습 활동이 적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10개의 모든 수업 동영상

에 걸쳐 ST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사들이 이러한 경향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욱(2005)은 지필평가를 

통해 분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분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함을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이 

특별히 학생 이해에 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 이해 지식은 있으나 단

지 수업을 분석할 때 발현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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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교사들은 분수 개념 보다 분수 연산에 관하여 더 높은 수업 지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교사들이 저학년 보다

는 고학년을 가르치는 비율이 높아 자신이 가르치는 학년에 비교적 가까운 수업 장면에서 

좀 더 높은 지식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CVA 점수는 제시된 동영상의 수업 주

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교사 지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 외 수업 장면의 특성

에 따라서도 교사 지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6번과 7번의 경

우 동일하게 이분모 분수의 덧셈에 관한 수업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장면의 특성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 주제와 관계없이 교사들이 수업 지식을 떠

올리기에 보다 적절한 수업 장면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나 

학생의 설명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장면, 교수법이나 교사의 설명에서 분수와 관련된 오류

가 있는 장면, 교사들에게 익숙한 장면이 그렇지 않은 장면들 보다 교사들의 수업에 관한 

지식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지식을 검사하기 위해 CVA

를 구성할 경우 이러한 수업 장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교사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CVA 기법의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Kersting(2008)은 “동영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학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논하시오.”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와 같이 ‘열린’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보다 수업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평가하기에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CVA 

응답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으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CVA 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는데, 75%의 교사들이 교사 지식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CVA 기법이 유용하다고 평

가하면서도 CVA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지필평가와 병행하거나,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CVA 기법을 활용할 

때, 응답자들에게 어려움의 원인이 될지라도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래 연구와 

동일한 형태로 열린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신의 관점(예를 들어, “동영

상 수업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논하시오.”)이나 보다 분명한 평가 요소

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예를 들어, “교수법, 학생 사고, 수학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영상 수업을 분석하시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교사 지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며, CVA 기법을 우리나

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것은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사 지식을 측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ersting 외(2010)는 CVA 도구가 특히 교사들의 개별적인 지식 수준의 차이나 오랜 시간에  

걸친 교사 지식의 변화를 측정하는데도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용한지 추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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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of Fraction 

Lessons through Classroom Video Analysis

Song, KeunYoung5); & Pang, JeongSuk6)

Since the importance of teacher knowledge in teaching mathematics has been 

emphasize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exploring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such 

knowledge.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research on the tools of investigating 

teacher knowledge.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d teachers' knowledge of 

fraction lessons using classroom video analysis. The analyses of this study showed that 

knowledge of teaching methods was activated better than that of student thinking or 

mathematical content. Knowledge of fraction operation was activated better than that of 

fraction concept. The degree by which teacher knowledge was activated depend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deo clips used in the study. This paper raised some issues about 

teachers' knowledge of fraction lessons and suggested classroom video analysis as an 

alternative tool to measure teacher knowledge in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teacher knowledge, classroom video analysis, fraction lessons, student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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