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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nges of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Teaching Ability through

Teaching Practicum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 변화에 대한 연구

Shim Sang Kil 심상길

In this study we reveal that there were positive changes after the practicums of pre-
service math teachers, in that, they changed contents of class and the way of expla-
nation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and provided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lass. In addition, they made more use of text-
books in their class instead of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 acquired before the
practicums. However, no difference was found before and after their practicums,
neither in their review of lessons nor in their use of simple ‘question and answer’
strategies. In this regard, we suggest continuous researches be conducted in or-
der to enhanc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teaching ability, especially those
which is hard to be acquir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ystematic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urriculum are required
i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Keywords: Teaching Practicum,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Teaching Abil-
ity; 학교현장실습, 예비수학교사, 수업능력.

MSC: 97C70 ZDM: B59

1 서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수업의 전문성이다. 수업

을 잘 해야 그리고 수업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교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주된 일이 수업이기 때문이다 [6]. 수학교사의 수업의

전문성 즉,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예비수학교사 시기에서부터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

예비수학교사의 수업능력 개발 및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업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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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적 실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4].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수업능력이란, 교사로서의

학습지도능력으로서 효과적인 학습목표 제시 능력, 사전 지식 활성화와 동기유발 능력, 이

해와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전략 활용 능력,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 제시와 설명 능력, 수업

자료 또는 매체의 효과적 활용 능력, 명료한 의사소통 및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 효과적인

질문전략 활용 능력, 적절한 피드백 제공 능력, 구조화된 수업 조직 및 효율적 시간 관리

능력, 열의 있고 헌신적인 수업 태도 등을 포괄하는 능력을 말한다 [5]. 이러한 수업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비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실습1)이며 교육실습기간 동안 자신을 반성해 봄으로써 학교현장에 갔을

때 앞서 경험한 것들이 실제 수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8]. 따라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학교현장실습이다.

교육실습은 현장에서의 직접교육방식으로, 실제와의 거리가 없을뿐더러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형태이다 [13]. 교육실습 기간 동안에 교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습

과제 중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실습이다. 교육실습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도교사나 다른 교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실제로 수업을 하는 수업실습에

투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실습을 한다는 것은 곧 수업실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수업실습이 교육실습의 주된 과제이다 [6]. 예비수학교사들은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수업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활동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한 예비수학교사들이 수업에서 어떠한

수업능력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수학교육에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예비수

학교사들의 인식과 신념 [11, 18], 실습지도교사의 지도 활동과 역할 [7, 2],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연구 [19], 학교현장실습에서 겪는 수학수업의 어려움 [18],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포트폴리오 활용방안 [4] 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예비수학

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의 수업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수업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수학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과 예비수학교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의 수업을 경험한 후 수업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위해 학교현장실습 [10]이라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교육실습
이라고 사용한 것은 그대로 교육실습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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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마이크로티칭2)을

활용하여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수업능력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학교현장실습과 예비수학교사 교육에 시사점을 찾으

려고 한다.

2 이론적배경

예비교사들이 교수학적 지식에 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대개 교수경험을

통해서이다. 교수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누구든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교수경험이 없는 학생은 공리적으로 주어진 경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어떤

학생의 경우는 교수경험이 없어서 교과서 내용과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교수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내용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폭넓게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교수학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쳐 볼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경험은 예비수학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교수경험을 통해 예비수학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 나아간다.

효과적인 교수법은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반성을 필요로 한다. 교사는 지식

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할 기회와 수단을 자주 그리고 폭넓게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지도에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수학적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교수학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따위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실천을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모든 수준의 이해에

도전할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교수법과 수학에 대하여 배우는 것, 학생과 동료들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기 반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14]. 이는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경험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수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수학교사들이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학교현장실습에서의 수업이다.

예비수학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의 수업 경험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방법 향상과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한다. 반면, 예비

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의 수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2) 마이크로티칭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 크기와 수업시간을 비롯하여 수업내용과 수업기법,
학생 수 등 여러 차원에서 실제 수업장면을 압축한 모의 수업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재생하여 분석한 다음
피드백을 통해 재 수업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 행동을 개선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사교육의
방법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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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질문의 활용이었고, 주로 학생 이해 영역의 지식인 학습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파악하고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을 시키는 방법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한 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교사의 지식은 교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서와 수업 보조 자료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지식이었고, 반면 학습 내용을 실생활이나

타 교과목의 학습 주제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지식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과 수학적 성향 (가치, 자신감 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식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해석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식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보다 학교현장실

습을 통해 배운 지식이 더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평가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지식은 학교현장실습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학교현장실습에서 예비

수학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련된 지식과 학교현장실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식은

학교현장실습의 수업 경험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지식이므로 학교현장실습 후에도 예비

수학교사들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실습 과정에서 배우는 초등예비교사의 수학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대한 사례연구 [12]

에서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 설계와 관련된 수학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학생 사고를 고려하지

못한 설명 위주의 수학 수업 설계에서 나름대로 수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학

수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수학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수학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는 학생 사고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발문 기법,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 적절한 빈도의 주의 집중 방법 사용, 수업 진행 상황이나

학생 반응의 예측을 통한 적절한 시간 계획, 순회지도 등의 직접 관찰을 통한 형성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2].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의 수학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18]에 관련된 지식과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이 많은 부분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예비수학교사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를 연계한 체계적인

지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예비교사들의 수업의 계획 및 실행,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수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요인으로 실습 담당교사, 교사용 지도서, 인터넷

자료를 들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주로 실습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기술을 전수 받고,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하여 활동 계획을 짜며, 인터넷 자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서 수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을 배운 후이지만 그들이

가지는 수학에 대한 신념이나 이론을 수업실습에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자유롭게 수업에 스며

들도록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신념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수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할수록,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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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있게 임하고 만족스러운 수업을 만들어 냄을 알 수 있다 [11]. 예비수학교사들은 다양한

요인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의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영향을 받지만,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업 준비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및절차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과 4학년 학생 4명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은 교직 이수

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3학년인 2014학년도 1학기에 수학교과교육론, 2

학기에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하면서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하

였다. 또한, 4학년인 2015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온 후 2015학년도 여름방학에

마이크로티칭과 수업 분석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였다.

3.2 연구방법및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4년 11월 27일에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였고, 학교현장실습 후 2015년 7월 28에

마이크로티칭을 다시 실시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수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티칭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업 중 컴퓨

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초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관련 지식의 활용에 대한 연구

[17]에서 수업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고 컴퓨터에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므로 초임수학교사들이 수업에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 경험이 부족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찰하고

예비수학교사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이크로티칭의 주제는 예비수학교사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두 차례의

마이크로티칭의 주제는 수업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예비수학교사별로 동일한 주제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예비수학교사들이 선정한 마이크로티칭의 주제를 살펴보면, 예비수학교사

A는 중학교 3학년 삼각비, 예비수학교사 B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예비수학교사 C는

중학교 2학년 확률, 예비수학교사 D는 중학교 3학년 이차함수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마이크로티칭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녹화된 자료와 수업 분석보고

서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는 한국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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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 [5]이 제시한 수업능력 중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열의 있고 헌신적인 수업 태도를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업은 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수업 조직 및 효율적인 시간

관리도 제외하였다. 또한, 명료한 의사소통 및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과 적절한 피드백 제공

능력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정확한 내용 제시와 설명 능력과 효과적인 질문전략 활용 능력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전 지식 활성화와 동기유발 능력에서 동기유발은 도입 단계부

터 마무리 단계까지 폭넓게 사용되므로 사전 지식 활성화와 동기유발을 분리하고 동기유발은

각 수업능력의 요소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사전 지식 활성화, 학습목표 제시, 이해와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전략 활용, 정확한 내용 제시

및 설명, 수업자료 또는 매체의 활용, 질문전략 활용 및 피드백 제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3 수업분석보고서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업 분석보고서는 심상길, 윤혜순 [16]이 여러 교수학습 관련 센터에서

개발한 수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작성한 보고서를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에 수업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학교현장실습의 경험이 어떠한 수업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의 진행에 따라 단계를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고 단계별로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도입단계는 전 시간의 수업 내용 (또는 사전 지식)의 정리, 수업 진행과

관련된 안내, 수업목표 제시로 나누었고, 전개 단계는 수업 내용의 정확하고 명료한 설명,

수업 자료와 매체의 효율적 사용, 깊은 이해와 사고를 신장시키는 수업전략의 사용 등으로

나누었으며, 마무리 단계는 수업 내용의 요약 및 정리, 수업 초반에 제시한 수업 목표의 달성

확인, 학습 과제 및 다음 학습할 내용 소개로 나누었다. 이러한 각 세부 항목별로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의 수업을 비교하여 개선된 점 및 반성과 학교현장실습이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 점 및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분석

학교현장실습의 전과 후 (이하 실습 전과 후로 표현함)에 실시한 마이크로티칭에서 예비수학

교사들의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 제시한 수업능력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사전지식의활성화

예비수학교사들은 모두 수업의 시작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본 수업에 관련이 있는

지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통해 복습하였다. 실습 후에는 지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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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내용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본 수업과의 연계와 학생들의 이해 측면에서 소재를 바꾸는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전에 본 수업과 관련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였으나 실습 후에 지난 시간에 숙제로 제시한 교과서의

[준비해볼까]의 문제를 풀며, 닮음비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비수학교사 A(실습 전): 이번 시간부터는 삼각비의 뜻에 대해 배워 볼 건데,

그전에 우리가 새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전 단원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먼저 집어보고 넘어 갈게요.

예비수학교사A(실습후): 우선 삼각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새로

들어가는 단원 198쪽, 199쪽 [준비해볼까] 풀어 보라고 했었죠. (중략) 1번에 (1)

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에 닮음비 몇 대 몇이죠? (중략)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죠. 이거는 피타

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지난 시연에는 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에 관한 것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전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이해 측면에서 실습 전의 수업

내용을 바꾸는 변화를 보였다.

예비수학교사 B는 실습 전에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준 문제 중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답을 제시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이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표를 작성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학습목표 제시에서 표를

만들어 푸는 방법의 번거로움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본 수업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B(실습전): 이번 시간을 나가기 앞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 중에 선생님이 2문제 중에 봤는데, 92페이지에 8번 문제를 보면 문장제 문제

에요. (중략)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식으로

표현해 주고, 답만 불러 주고 끝낼게요.

예비수학교사 B(실습후): 오늘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풀어 주고 갈게요. (중략)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표를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전에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준 문제 중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풀이를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 모양의 스티커 자석을 활용하는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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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실습 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지난 시간에 배운 확률의 성질을

주사위 문제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예비수학교사 C(실습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214쪽 숙제였는데 다 풀어 왔나

요? 다 풀어 왔죠. 7번이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같이 7번을 한 번, 7번으로 복습하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예비수학교사 C(실습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확률의 성질이었어요.

그죠. 확률의 성질 (판서), 이거 잠깐만 복습하고,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C는 “복습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실습에서 느낀 것은 수업 시작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복습하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되 오늘 배울 내용과 연관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실습 경험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비수학교사 D는 실습 전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실습 후에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둘러

보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을 갔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해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교실을

돌며 학생들이 잘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질문도 답을 줄 수 있어

이 활동을 이번 시연에 넣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실습 후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4.2 학습목표제시

예비수학교사들은 모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학습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목

표와 연계된 활동을 추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후에 실습 전에 언급하지 않던 항공사진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인 삼각측량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제시하고 삼각비에 대해 안내한 후 학습목표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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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학교사 A(실습 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였고,

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의 뜻을 배워 볼 건데, 우선 선생님이 학습목표 먼저 읽어볼

게요. 삼각비의 뜻을 안다.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예비수학교사 A(실습 후): 그러면 6.0 보면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묻고 있죠.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막 비행기 그려져

있죠. (중략) 이게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 건데, 이게 지정한 그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합니다. (중략) 학습목표 1번 보면 삼각비의 뜻을 안다. 2번 보면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자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상 1번 삼각비의 뜻을 안다.

이것까지만 해도 되게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지난 시연 때는 삼각비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물었는데, 이번 시연 때는 그러한 활동과 더불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통해

학습목표와 연관 지어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실습 후에 교과서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목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였다.

예비수학교사 B는 실습 후에 실습 전에 언급하지 않던 지난 시간에 배운 표를 만들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의 불편함을 언급한 후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시간에

배운 표를 만들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예비수학교사 B(실습 전):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 한 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예비수학교사 B(실습 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까지 이 표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표를 만들면, 표를 만들기도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대입을 이용하여 (학습목표를 가리킴) 문제를 풀

거예요.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후에 실습 전과 달리 일상생활과 윷놀이를 소재로 확률 계산의 필요성

을 언급하며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연계하였다.

예비수학교사 C(실습 전): 이제 오늘 진도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 여기에

있는 학습목표 읽어 볼까요. 시작.

예비수학교사 C(실습후):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무엇을 할 거냐면,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중략) 우리 친구들 설날에 윷놀이해요? 윷놀이? 선생님은 맨 날 가족들이

랑 윷놀이 하는데 이기는 편일까요? 지는 편일까요? (중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판서된 학습목표에 밑줄을 치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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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C는 “지난 시연에는 학습목표를 읽고 지나갔지만 이번

시연에서는 [생각해 봅시다]라는 교과서 내용을 활용하여 수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하니 전보다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D는 실습 전과 후에 [생각 펼치기]에서 제시된 물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통해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학습목표 제시에서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예비수학교사 D(실습전): 그럼 이제 페이지 134쪽을 한 번 펴 봅시다. 네 [생각

펼치기]에 물 로켓 발사 대회라고 써 있어요. (중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졌을 때, 가장 높이 있는 높이를 구하는 최댓값을 구해보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학습목표 한 번 읽어볼까요?

예비수학교사D(실습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교과서

134쪽에 [생각 펼치기]를 봅시다. ○○학생이 한 번 읽어 볼까요? 물 로켓 발사

대회, 네 잘 읽었네요. (중략) 그래서 어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가 목푭니다.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생각 펼치기]

를 통해 문제를 풀며 목표를 안내해 주었는데, 이번 시연에도 [생각 펼치기]를 이용은 하였지만

대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줬어야 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학교현장실습에서 [생각 펼치기]를 통해 문제를 풀고 학습목표를 안내하였으나

실습 후 수업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실습의 수업에서

활용한 수업전략이 다음 수업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3 이해와사고를촉진하는수업전략활용

예비수학교사들은 개념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발표할 시간을 주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할 시간을 주는 등의 수업 전략을 사용하였다. 실습 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푼 문제를 앞으로 나와 칠판에 직접 풀게 하거나 학생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와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질문전략

활용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전에 삼각비에 대한 개념 설명 후 문제 풀이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 제공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예비수학교사 A(실습전): 이걸 토대로 한 번 문제 1번 (1)번에 각 A와 B에 삼각

비를 한 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중략) 그러면 sinB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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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까요? 그렇죠. sinB는 17분에 15가 되고, 그 옆에 학생이 한 번 cosB를 구해볼

까요?

예비수학교사 A(실습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 번 1번을 풀어 볼게요.

만약에 둘 다가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을 불러주면 선생님이 가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학교에서 수학수업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학생

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분위기여서 그러한 수업에 조별 수업을 했는데, 시연 때는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게 할 수가 없어서 수업 내용을 한정된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다.”라고 학교

현장실습의 수업에서 사용하던 방법 중 마이크로티칭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였다.

예비수학교사 B는 실습 전에 연립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그림을 통해 대입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과 발표할 기회를

주었다. 실습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한

후 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대입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습

전에는 문제를 푼 후 학생들에게 답을 발표하게 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가상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문제를 풀게 한 후 한 학생의 풀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다른 학생에게 틀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예비수학교사 B(실습 전):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 생각해 보고,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 해볼게요. (중략)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 준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2번, 4번을 한 번 풀어보실

래요. 자 다 풀었나요? ○○학생 답이 뭐죠? 네 맞았어요.

예비수학교사 B(실습 후):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줄 거

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

번 나타내 볼게요. (중략) 자 아까 학습목표에서 말했듯이 대입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예비수학교사B(실습후): 이거는 그냥 문제만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1번은○○가

나와서 풀고요. 2번은○○가, 3번은○○이가, 4번은○○이가 풀게요. (중략) 네

맞았어요. 어 4번이 조금 틀린 거 같아요. 그죠. ○○이는 x = 1, y = −1이라고

썼는데, 답은 뭔가요? 네 x = 2, y = −1이죠, 자 이 식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 번○○이를 위해서 한 번 고쳐줘요.

이는 앞에서 예비수학교사 A와 다르게 마이크로티칭에서도 학생 풀이에 대한 활동도 가능함

으로 보인 것이다.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B는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도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수업한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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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거나 이해 못한 학생에게 따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실습

후 수업 중 학생 참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었다.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전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 설명한 후 교과서의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풀고 풀이에 대해 발표할 시간을 주었고, 마무리 단계에서 페르마와

파스칼의 서신에 관련된 확률 문제를 활동지로 제시하고 다음 시간에 토론할 것을 안내하였다.

실습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비수학교사 D는 실습 전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초반에 제시한 물 로켓 문제를 학생 스스로 풀게 하였다. 실습

후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유형별로 설명하고, 문제를 학생 스스로 푼 후 칠판에 문제를 풀게

하고 학생 풀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수업전략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D(실습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래프를 해 봤으니까

이제 아까 물 로켓 문제 기억나요? 이걸 한 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 학생

어떻게 나왔나요?

예비수학교사 D(실습 후): 그럼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6쪽에

예제 1번 밑에 1번에 3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에 3번○○학생 나와서 풀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솟값 또는 최댓값을 구할 수 있겠죠. (중략) 네

잘 풀었네요. 보면 x 제곱 앞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최솟값만을 갖고, 꼭짓점이

(−2, 10)이므로 x = −2에서 최솟값 −10을 가짐을 알 수 있겠죠.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을 가보니 대부분의 수업이 아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 아이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도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시연에 적용하려고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게는 하였는데, 설명은 내가

직접 하였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실습의 경험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지만, 일부

수업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4 정확한내용제시와설명

예비수학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친근함을 느끼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 수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실습 후에는

학생 이해를 높이려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수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전에 교과서의 [생각 펼치기]의 예를 통해 직각삼각형의 비를 구하고

각 변 사이에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통해 삼각비를 정의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의사소통]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닌 도형에서 삼각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실습 후에 두 직각삼각형의 예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직각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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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각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삼각비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길이의 비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실습 전에

풀었던 [의사소통] 문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예비수학교사A(실습전): 그리고, 생각을 다지는 [의사소통] 한 번 볼게요. (중략)

이 다음 대화에 주어진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 번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예비수학교사 A(실습후): 문제를 통해서 실제 숫자들을 대입해서 한 번 알아보

도록 합시다. 예제 202쪽에 예제 볼게요. 각 A에 삼각비 한 번 구해 볼게요.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지난 시연에는 욕심이 많아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해주고자 했는데 이번 시연에는 학생들이 많은 내용이 아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실습 때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오히려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고 느리더라도 한 번에 자세히 하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느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을 바꾸고 수업 내용을 줄이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B는 교과서의 [생각 펼치기]의 예를 통해 대입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때 그림을 그려 푸는 방법과 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예비수학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후 두 식 중 어떤 것을 대입하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습 후에는 그림을 그려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교과서의 (예제 1)을 추가적으로 풀어 주었다. (예제 1)

은 방정식이 어떤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어떤 방정식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어떤 식을 대입할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예비수학교사B(실습전): 그런데 1번을 x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요? y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요?

예비수학교사 B(실습후):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볼게요. (중략)

그런데, 이번 두 식은 1번 식이랑 2번 식이 다 정리가 안돼 있어요. 좌변에 좌변,

우변이면 우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전에 [생각 펼치기]의 (생각 2) 문제를 통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통해 설명하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제비뽑기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실습 후에 교과서를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의 문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비수학교사 C(실습 전): 자 여러분은 제비뽑기를 할 때, 순서에 민감하나요?

순서에 민감하지 않아요? (중략) 그런데, 과연 진짜 먼저 뽑는 게 유리한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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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다 들으면, 같이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비수학교사 C(실습후): 자 그러면 교과서 217쪽 우리 [생각해 봅시다] 1, 2, 3

번이 있죠. 1, 2, 3번을 풀어보세요.

예비수학교사 C의 수업 분석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학습목표

제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수업의 반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수학교사 D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차함수의 식을 통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반에 제시한 물 로켓 문제를 다시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풀게 하였다. 실습 후에는

실습 전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정확한 내용과 설명에 대해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B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늘었으나 필요한 말만 조리 있게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 학습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함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을 할 때 부등식 부분을 하였다. 수업을 진행할

때 식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항하고 양변에 나누고, 양변에 곱하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서 이번 시연에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수업에서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4.5 수업자료또는매체의활용

수업자료의 활용에서 일부 예비수학교사들은 보조학습 자료로 복습을 위한 활동지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실습 후에는 교과서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판서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수학교사 A와 B는 실습 전과 후에 수업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예비수학교사 C

는 실습 전에 숙제로 내준 문제를 풀어주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양의 스티커가 붙은 자석을

칠판에 붙이며 설명하였고,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음

시간에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할 것을 안내하였다. 실습 후에 도입 부분을 수정하면서 학생

모양의 스티커가 붙은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실습 전과 같은 활동지만 사용하였다. 예비수학

교사 D는 실습 전과 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예비수학교사 C(실습 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뒤로 넘겨 보면 수업하기 전에

나눠준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활동지를 같이 읽어 볼게요. (중략) 이 밑에

답장을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이 답장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

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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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학교사 C(실습후): 그래서 오늘 나눠준 활동지를 보면요, 자 실제로 수학

자들이 게임을 하다가 고민에 빠져서 이 편지, 편지가 고민이거든요. (중략) 자

어쨌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와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예비수학교사 D(실습전): 그래서 프린트 나눠준 걸 보면,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있죠. 이거 한 번 풀어보세요.

예비수학교사 D(실습후): 그래서 다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프린트

나눠준 걸 한 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잘 기억하고 풀어보

세요.

예비수학교사 C가 실습 전에 사용하였던 학생 모양의 스티커가 붙은 자석을 실습 후에 사

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지난 번 시연에서는 자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연에서는 교과서

외의 문제는 삭제하고 오로지 교과서에 충실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학 교사의

가장 좋은 수업자료는 판서인 것 같다. 실습했던 학교에 수학교실이라는 교과교실이 있어서

참관해보았는데 그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을 할 때에는 책상배치와 전자칠판의 사용이 오히려

학생들을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학은 강의식 수업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이므로 판서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교사가 수업 매체를 잘 이용하는 교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실습의 경험에 따라 매체 활용에 대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습 전과 달리 판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때 첫 수업을 하고 판서 지적을 받은 이후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에 수학교과실에 가서 판서 연습을 많이 했다. 아직 한글은 좀 더 연습해야 하지만 숫자나

문자는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4.6 질문전략활용및피드백제공

예비수학교사들은 모두 질문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예비수학교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답하는 수준이었다. 실습 후에도 이러한 질문전략 활용에

서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들이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사고나

이해를 촉진시키는 질문전략과 학생들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 제공에 대해서는 실습

전과 후에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예비수학교사 A는 실습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 삼각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묻는 질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답을 묻는 질문, [의사소통]

문제에서 삼각비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등을 하였고, 모든 질문에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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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기다리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답을 말하도록 하였다. 실습

후에 질문전략의 활용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예비수학교사 A(실습전): 그러면 sinB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발표해 볼까요?

그렇죠. sinB는 17분에 15가 되고, 그 옆에 학생이 한 번 cosB를 구해볼까요?

예비수학교사 A(실습후):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볼까요? 삼각비? 왠지 뭐일 것 같아요? ○○학생은? 그죠. 삼각형이 비. 삼각형

어떤 거에 대한 비일까? ○○야?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효율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을 법한 것까지 다 설명해 준 게 아쉽다.”라고 반성하고 있다. 예비수학교사

B는 실습 전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묻는 질문을 주로 하였고, 대입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주어진 식에서 x와 y 중 어느 것을

대입하는 것이 편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이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주로 하였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답을 말하도록 하였다. 실습 후에

질문전략의 활용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예비수학교사 B(실습전): 그 다음에 계산을 다하고, 이 배 하나를 뭐로 바꿨죠?

그렇죠. 사과 2개로 바꿨죠. 그러면 이게 사과 총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얼마주고 샀다? 5000원 그죠.

예비수학교사 B(실습후): 사과 3개인 거를 배로 집어넣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배

하나에 사과를 2개 집어넣는 게 편할까요? 네 배에다가 사과를 넣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다 배 대신에 사과를 집어 넣어보면 사과가 총 몇 개가 되죠?

네 5개가 되죠.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전에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준 문제에 대해 풀이를 묻는 질문, 문제 풀이

과정에서 경우의 수나 확률을 묻는 질문을 주로 하였다. 예비수학교사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습 후에 질문전략의 활용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예비수학교사 C(실습전): 자 여러분은 동전 1개와 동전 1개와 그리고 주사위 1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죠? 동전

1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 뒤 2가지 그리고 주사위는 그렇죠.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가 되죠.

예비수학교사 C(실습 후): 그러면 여기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

지에요? 12고, 그리고 지금 사건 문제에서 묻는 사건이 앞면이 나오고, 5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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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몇 이라고 쓰면 되요? 5 나왔었더니 12분에 5가 나오죠.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C는 “시간에 쫓겨 학생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정답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실습에서 학생

들에게 생각할 시간, 문제 풀 시간을 제공하는 점이 제일 어려웠다. 학생들마다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이미 다 풀고 가만히 있는 학생, 시간을 계속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수업

시간 맞추기 정도로 사용했는데 어떤 방법이 현명한 것인지 계속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수학교사들은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수학교사 D는 실습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 문제 풀이 과

정에서 꼭짓점의 좌표나 최댓값과 최솟값을 묻는 질문,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의 차이를 묻는 질문 등을 하였다. 질문에서 주로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

리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답을 말하도록 하였다. 실습 후에 질문전략의

활용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예비수학교사 D(실습전): 그럼 우리 이렇게 네 가지의 그래프를 해 봤으니까 한

번 이 그래프도 풀어 보도록, (중략) 꼭짓점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네. (3,

1)이 되죠.]

예비수학교사D(실습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나요? ○○학생 뭘까요? 차이점이?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을 할 때 항상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문이 중요함을

느꼈다. 수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할 때에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질문전략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실습 후 수업에서는 질문전략의 활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전략의 활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수학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수업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실습 전과 후에 두 차례의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고, 마이

크로티칭이 녹화된 자료와 수업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을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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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비수학교사들은 실습 전과 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실습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은 학생들의 이해와 학생 참여 측면으로, 예비수학교사들은 실습 전에 단순히 사전 지식과

학습목표를 제시하거나 설명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습 후에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사전 지식과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생 이해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의 소재와 설명 방식을

바꾸거나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는 등의 변화이다.

특히, 예비수학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수업 중 푼 문제를 칠판에

나와 풀고 설명하도록 하거나 풀이 중 잘못된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학교현장실습이 중등 예비수학교사들의 교사의 지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19]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은 실습 전과 후에 모두 학생 이해 영역의 지식들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은 학교현장실습의 수업 경험이 도움이 된 것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에서 이러한 수업능력의 변화를 보였다.

실습 후 자신의 수업에서 개선된 점에 대해 예비수학교사 B는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며,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게 되어 형성평가 문제를 구성할 때 학생들을 생각하고 흥미를 유발 시킬만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였고, 예비수학교사 D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며 수업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언급하는 바와 같이 예

비수학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학생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교수경험이 없는 예비수학교사들은 스스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반면, 교수경험이 많은 예비수학교사들은 배우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은 교수경험이 많고, 교수학적 지식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교수과정에 관한 관점이 전달 관점에서 대상 학생들에 의한 구성 관점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3]. 따라서 예비수학교사들이 학생 이해와 참여에 관련된 수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교현장실습과 같이 실제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현장실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수학교사들은 실습 후 교과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실습 전에 예

비수학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사전 지식과 학습목표를 제시하거나 수업 중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예시들을 활용하였으나 실습 후에 교과서를 활용하여 사전 지식과 학습목표를

안내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 분석보고서에서 예비수학교사 A는 “교

과서나 지도서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지도안을 쓸 때뿐만

아니라 수업을 할 때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였고, 예비수학교사

D는 “학교현장실습에서는 모든 문제를 교과서 문제를 활용하여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을 정리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학교사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활용도 조사에 대한

연구 [9]에서 수학교사들은 수업목표, 수업내용, 교수법 선정 등에서 수학 교과서 및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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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현장실습에서의 수학 교과서의 활용

경험을 통해 예비수학교사들도 수학 교과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예비수학교사 C는 “실습 기간 동안 실제 현상에서 예시를

들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학생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더 적합한 예시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교사들을 위해 지금 교과서보다 더 현실

적합한 예시들을 제공하는 지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혁

[9]은 교사용 지도서는 문제 풀이나 문제해설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수학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에게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교사가 될 예비수학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다양한 수업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수 방법 및 평가 방법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수학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예비수학교사들은 실습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단순히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교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하는 수준의 질문전략 활용은

실습 전과 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학생들이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사고나

이해를 촉진시키는 질문전략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에 대해서는 실습

전과 후에 거의 활용하지 못하였다. 예비수학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의 수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18]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의

활용을 가장 어려워하고, 초임교사들이 수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15]에서 초임교사들은

확산적이고 개방적인 발문 전략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수업

경험이 많지 않는 예비수학교사와 초임교사 모두 질문전략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수학교사들이 질문 전략에 대한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수학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질문 방법과 이러한 질문의 활용

시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예비수학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의 수업능력의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더 나아가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학교현

장실습 후 변화가 없는 질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수학교사들에게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의

수업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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