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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관찰

권 나 영 (인하대학교)

I. 서 론

Dewey(1933)가 반성적 사고(reflection)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이후로 이를 교사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Schőn(1983) 은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의 개념을 통

해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교사를 반성적 실천가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도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1. 연구 목적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교사의 눈으로 본 자신의 수업과 학생들의 사

고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생들

에 대한 평가를 관찰하여 그에 따르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라 앞으로 교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Artzt와 Amour-Thomas(2002)는 반성적 사고가 교사들이 가르치는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했고, 수학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가 그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e.g., Cooney, 1998; Sherin & Van Es, 2005). 따라서 교사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로 1) 교사의 반성적 사고 가운데 학생에 대한 평가

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2) 참여 교사들간의 평가에 비슷한 점이나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가를 알아보

는 것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교사들의 자신의 수업과 학생에 대한 반성적 사고이므로, 교실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무엇

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가 연구의 핵심 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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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실 환경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고, 이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내용들

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겠다.

1. 교실 환경에 대한 모델

교실의 학습 환경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이 작용을 Cohen 과

Ball(1999)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했는데, 교사, 학생,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 사용되는 내용의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교수 삼각형(instructional triangle)이다.

<그림 1> Cohen과 Ball의 학습 환경에 대한 삼각형 모델

교실에서의 학습 상황에 관계되는 인자들은 세 가지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습 내용이다. Cohen과

Ball의 모델에 의하면 교실에서의 학습 환경은 교사나 학생, 교수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 개개의 요소들

보다는 그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교수-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에 근거해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존재하는 상호작용들

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들의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Cohen과 Ball의 모델은

최근 교실 외적 요소도 포함한 더욱 발전된 모형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교실 환경의 구

성 요소간의 관계들만 이용했다는 점에서 1999년의 모델을 사용했다.

2. 선행 연구

저자는 이전 논문(Kwon, 2007)에서 한 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였다. 그 연

구에서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4명의 미국 중학교 수학 교사 중 한 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수업 비디오를

보면서 학생의 수학 학습에 관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관찰하였다. 데이터로 사용된 교사 인터뷰에서는

소단원 하나 정도의 본인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교

사 인터뷰 전에 프로젝트 연구자들이 수업 비디오를 미리 분석하여 토론을 통하여 질문들을 정하였다.

데이터로 모인 내용을 인터뷰 질문에 따라 가르침에 관한 질문, 학생에 관한 질문, 수학 내용, 교과서나

교구에 관한 질문으로 구분한 뒤, 그 중 학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들만 골라 깊이 있게 분석

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참가 교사의 반응을 평가하기(assess), 묘사하기(describe),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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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 정당화하기(Justify), 확장하기(extend)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확장하기로 구분된 데이터는

참가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분석을 통해 자신의 수업 행동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부분을 의

미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특이한 점은 참가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확장 부분에서 처음 인터뷰에 비해

큰 증가를 보였고 처음에는 학생 평가가 많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평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서 단순히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르치는 행동과

학생들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다

른 교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4명의 교사에 대한 자

료를 모두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디자인된 한 프로젝트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에 기

반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

개를 한 뒤, 참여 교사들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하겠다.

1. 프로젝트

본 연구에 이용된 프로젝트는,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dm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프

로젝트의 정식 이름은 Coordinating Students’ and Teachers’ Algebraic Reasoning (CoSTAR)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지식, 그들 간의 상호 관계와 공유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하

여 수학 교수-학습에 관한 폭넓은 질문들을 연구하였다.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미국 남부의 한 중학교를

선택하여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수학 교사 네 명과 그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

젝트에 수집된 데이터는 수업 비디오와 교사와 학생 인터뷰를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 있었는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 촬영한 다음, 참여 학생들은 그 수업 비디오를 보면서 인터뷰에 응했고, 학생 인터뷰 비

디오와 수업 비디오는 교사 인터뷰에 다시 활용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수업 비디오 중 프로젝트 연구자

들이 선택한 수업 중 일어났던 학생들의 활동이나 수학 학습을 담은 화면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프로젝트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참여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사례 연구도

진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 남부의 한 중학교 Pierce Middle School1)의 네 명의 수학

교사이다. 프로젝트 당시 Pierce 중학교는 사용해 오던 전통적인 수학 교재를 학습자 중심으로 연구된

새로운 수학 교재로 바꾸어 교사들이 힘들어 하던 시기였다. 참여 교사의 대부분은 가르친 경험이 많은

1) 모든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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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였는데, 한 교사만이 오랜 기간 보조교사를 한 뒤 정식으로 교사가 되어 수학을 가르친 경우였다.

참여 교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교사 이름 학년 학교 경력 학위 사항 연구참여기간

Ms. Archer 6 <1
B.S./Enrolled in Alternative 
Certification Program 15 주

Ms. Bishop 7 12
Ed.S./Middle Grades 
Certified

7 주
 

Ms. 
Moseley

6 11
Masters Student/Middle 
Grades Certified

10 주

Ms. Reese 6 16
M.Ed./Middle Grades 
Certified

12 주

<표 1> 참여 교사에 대한 정보

3. 자료 수집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7주-15주동안 자신의 수학 수업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이 때 교사의 활동

을 촬영하는 것과 교실 전체를 찍는 두 개의 비디오가 사용되었다. 수업 후 프로젝트 연구자들이 수업

비디오를 분석하여 인터뷰에 쓸 화면과 질문 등을 정하였고, 이후 교사 인터뷰와 학생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참여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교사의 인

터뷰 중 세 개씩(초반, 중반, 후반) 골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각 인터뷰 비디오들은 두 개의 화면을

한꺼번에 보여주는데, 인터뷰 하는 교사를 찍은 것과 그 교사가 보고 있는 수업 비디오가 플레이 되는

컴퓨터 화면을 찍은 비디오를 동시에 한 화면에 담은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가 디자인한 자료 수집 방

법으로 Hall(2000)이 제시한 재구성된 관점(restored view)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두 비디오 화면을 합

친 것이다. 선택된 비디오들은 글로 옮겨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서는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질문자의 질문 유형에 따라 (1)가르

침에 관한 질문, (2)학생에 관한 질문, (3) 교육과정이나 교구에 관한 질문, (4) 기타 (연구에 관한 질문)

으로 데이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Cohen과 Ball(1999)의 삼각

형의 세 요소들에 기반해 질문들을 구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질문들 중에서 학

생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교사들의 응답을 구분하였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Wallach과 Even(2005)이 사용한 카테고리를 (1)평가하기, (2)묘사하기, (3)해

석하기, (4)정당화하기, (5)반성을 확장하기로 변형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를 각 순간(instance)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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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여기서 순간이란 교사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단락이 될 수도 있다. 평

가하기란 학생들의 활동을 본 교사가 ‘잘했다‘ 또는 ’틀렸다‘와 같이 반응한 순간(instances)들이 포함된

다. 묘사하기란 특별한 코멘트 없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말한 순간들을 의미한다. 해석하기는 교사

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학생들이 한 일이나 생각을 해석하여 말한 순간들이다. 예를 들어, ’저 학생은 5

학년 때 배웠던 것과 연결지으려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모를 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다‘ 이런 대답을 한 순간들이다. 정당화하기는 교사가 학생들의 생각 해석에 대해 이유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의미한다. 보통 ’왜냐하면‘ 이란 수식어가 붙고 그 뒤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 확장하기의 순간들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것과 학생들이 이해하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말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분수를 가르쳤던 화면을 보면서, ’나는 애들에게 피자를 반쪽을 그리고

1/3, 1/4을 그리라고 했고, 마지막에 잘 된 것은 학생들이 이미 자신들이 발견할 것(분수개념)을 알아낸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지만‘ 이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확장하기로 분석된 부분

이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는 저자와 다른 한 명의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가 각각 순간들을 코딩하

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하여 일치시켰다.

IV. 결과 및 분석

네 명의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는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발견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평가하기(assess) 부분에 대한 결과를 다루겠다. 다음의 표는 네 명의 교

사들의 평가하기 순간들의 (전체 순간들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다.

 Ms. Moseley Ms. Bishop

Date 3/13/03 4/08/03 5/22/03 3/17/03 4/08/03 5/13/03
Assess 6.90 15.56 14.29 3.85 9.52 10.64

<표 2>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순간들

 Ms. Archer Ms. Reese
Date 2/10/04 3/01/04 5/25/04 3/17/03 4/08/03 5/13/03

Assess 13.04 10.45 10.13 16.13 6.56 4.17

위의 표에 있는 백분율만 가지고 보면 평가하기 순간들이 시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했다 등의 경

향을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네 명의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약간의 다른 변화를 보였는데, Ms.

Moseley와 Ms. Bishop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듯한 말을 점점 많이 한 반면, Ms. Reese와 Ms. Archer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하는 순간들이 약간씩 감소하는 듯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평가하기 순간들을 좀 더 분석해 본 결과, 세 번의 인터뷰 응답에서 Ms. Moseley는 총 21번의 평가하기

순간 중 17번(80%)의 순간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고, Ms. Bishop은 총 15번 중 12번(80%)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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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보였다. 긍정적인 표현이란,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이것을 할 수 있었다‘ 또는 ’잘했다‘라는 반응

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Ms. Reese는 16번의 순간에서 11번(69%)을 부정적인 평가하기를 했고, Ms.

Archer는 16번 중 12번(75%)를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 여기서 두 그룹의 다른 경향을 보인 교사들을 살

펴보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교사들은 시간에 따라 평가하기 순간이 더 많아졌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교사들은 평가하기 순간이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교사들의 가르친 경험으로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정식 수학교사로 경

험이 적은 Ms. Archer의 경우 평가하기 순간의 변화가 크지 않음이 특이할 만한 점이었다.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관해 해석해 보도록 유도한 결과, 가르친 경험이 많은 교사의 경우, 학

생을 평가하는 순간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뚜렷했다. 이 결과를 통해 처음에는 참가

교사들이 인터뷰 상황에 당황스러워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반성적 사고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가르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자신의 반성적 사고를 좀 더

빨리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가르친 경험이 적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것에 늦

게 익숙해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학교 네 명의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중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관한 부분에서

평가하는 순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네 명의 교사와의 문답을 통해 본 반성적 사고

의 일부분으로 학생에 대해 평가하기 순간은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연구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결과

를 보였다. 비록 많지 않은 수의 교사였지만, 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분

석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인 두 그룹의 교사가 발견된 것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표

현을 많이 한 교사들은 전체적인 평가하기의 순간들의 백분율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보

였고, 부정적 표현을 많이 쓴 교사들은 평가하기 순간들에서 시간에 따라 백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데

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이로부터 학습자의 능력을 보는 것에 더 집중한 교사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순간

도 더 많았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교사에게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생각하

게 하는 활동은 그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안

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수학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에 대

한 평가는 수학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교사들은 학생들

이 무엇을 틀렸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 줄 것인지에만 관심을 둔다. 물론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습 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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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분석해 내는 활동은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도와 학생들을 평가하는 능력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교수 행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학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수학 예비교사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교사 재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대한 평가를 통한 반성적 사고를 향상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사 재교육을 위한 한 방안으로 반성적 사고 활동은 단순히 교사들 개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

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학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중 학생들을 평가하는 순간들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나, 자신

의 가르침이나 교육과정, 교구 등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는 일 또한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연구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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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has been of interest to educators as Dewey discussed it. Information about how teachers 
interpret and analyze their students' learning would help us understand difficulties in teaching and learning. 
Moreover, it can be useful for teacher education by improving teaching methods.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four U.S.A. mathematics teachers in a middle school. In this paper, I discussed Assess 
instances among the teachers' reflections on their students' thinking and changes of the reflections as time 
went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