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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교사는 전문가인가? 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교사의 전문성은 

어떤 구인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 그리

고 그것은 교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은 교사 교육자, 교사교육 연구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

문이다. 교사 전문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로 정의되

고 연구되어 왔다. Shulman(1987)이 제안한 ‘교수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

적인 개념이다. 즉, PCK는 교과의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지식(Shulman, 1986, 1987)을 의미한다. 

최근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교사의 PCK에 대한 연구가 여러 교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PCK의 구성 요소나 정의, 측

정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고(Lee & 

Luft, 2008; Park & Oliver, 2008) 특정한 교과 영역에서 합의되거나 

혹은 널리 통용되는 분석틀을 찾기 어렵다. PCK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 제기되지만, 교사가 갖추어야 할 어떠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공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Jho, 2015).

교사 전문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은 인류학 연구로부터 제안된 ‘전문적 시각(professional vision)’

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과 용어는 Goodwin(1994)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특정 사회 집단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전문가 집단이 그들의 활동에 핵심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공유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탐정의 전문적 시각은 범죄 현장을 

보고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가의 전문적 시각은 건물에서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인식하도록 하고, 기상학자의 전문적 시각은 

구름 모양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는 그들의 

‘전문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시각은 전문가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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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Goodwin(1994)에 따르면 전문가는 부호화(coding), 강조하기

(highlighting), 현상에 대한 표상의 생성과 명시(producing and 

articulating material representations to phenomena),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전문적 시각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전문적 시각’의 개념과 용어가 교사의 전문성 개념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수학 교사 교육 분야에서이다. 교사

에게 관심 있는 사건은 수업이며 따라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은 수업

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능력

으로 일컬어지고 있다(Sherin, 2001, 2007). 이러한 ‘전문적 시각’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유용하고 

필요한 개념인지, 연구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방법

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시각’은 대개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knowledge based reasoning)’ 두 과정으로 다뤄지고 있는

데(e.g. Sherin & Van Es, 2009) ‘선택적 주목’에 해당되는 ‘주목하기

(noticing)’ 개념만을 부각하여 발전시킨 연구들도 있으며(e.g. van ES 

(2011)의 “learning to notice” framework), 교사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추론의 패턴(framing)에 대한 연구(e.g. Levin, Hammer, & Coffey, 

2009), ‘야심 찬 교육(ambitious pedagogy)에 대한 연구(e.g.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11) 등도 ‘전문적 시각’과 유사

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교사의 ‘주목하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학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Pang, Kwon, 

& SunWoo(2017)에 의하면 교사의 주목은 수학 교사의 전문성을 가

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최근 수학 교육 연구에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약 25편 이상의 국내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국내 과학교

육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1편이 논문만이 검색되었는데 초등 예비교

사를 대상으로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개인적 반성, 협동적 반성 활동

을 실시하면서 과학 수업에 대한 ‘전문적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한 사례 연구(Yoon & Song, 2017)이다.

아직 국내 과학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나 ‘주목하

기’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개념의 특성

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교사 전문성에 대한 담론을 활성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외 논문

들을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관점,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비교, 

종합하고 이로부터 과학교사의 전문적 시각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업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의 개념적 특징

은 무엇인가? 

(2) 교사의 전문적 시각은 어떠한 분석틀로 연구되고 있는가?

(3) 교사의 전문적 시각 관련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과 조사,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 

(4) 교사의 전문적 시각 관련 연구의 주요 목적과 연구 결과는 무엇

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우선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최근 20

년간 발행된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논문 목록을 추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마다 검색 알고리즘이 상이하므로 널리 활용되는 세 가

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논문 목록을 교차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ERIC, 

Educational Source, Web of Science 이다. 

대상 논문의 기준은 1) 1997.1~2017.7 사이에 발표된 논문, 2) 초

록에 ‘professional vision’과 ‘teacher’를 포함한 논문, 3)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게재 논문(peer reviewed, journal paper), 4) 단순한 제안

이나 정책 연구가 아닌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y)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경험적 연구란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해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말한다. 검색된 논문 중 경험적 연구가 

아닌 것은 2개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저자가 전문적 시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대상 논문 추출을 위해 우선 ERIC을 이용해 해당 논문을 찾고, 

Educational Source와 Web of Science를 통해 검색되는 논문을 추

가하여 논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논문 초록 내용을 검토하

면서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을 다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논문은 총 24개였다. 초록 검토를 통해 추출된 24개의 논문

을 연구자들이 나누어서 숙독한 후 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시각의 개념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업 비디오 사용 효과 등에 초

점을 둔 3개의 논문을 제외하고 총 21개의 논문으로 분석 대상을 

확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적 시각의 정의 및 

이론적 개념, 분석 틀, 전문적 시각의 조사 방법, 주요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비교 항목을 추출하고 범주화 하였다(예: 조

사 방법으로 수업 비디오 이용 여부, 수업 비디오 선택 방법 등). 

연구자는 총 5인으로 모두 초등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 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 교수이며 

3명은 국내 대학, 2명은 해외 대학 소속이다. 연구자들은 우선 대상 

논문을 몇 개씩 배분하여 각자 숙독하면서 대상 논문의 요약, 정리

하였다. 이후 각자 정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다(온라인 회의 10회). 이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비교 항목에 대한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연구에 사용한 수업 비디오의 분량(시간)이나 수업 비디

오 클립을 누가 선택하였는가는 처음에는 비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교 항목으로 삽입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이 다시 이루어졌다. 최종

적으로 결정된 비교 항목을 통해 전체 대상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자들이 각자 맡은 대상 논문을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종합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사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2회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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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문적 시각의 개념적 특징

우선 전문적 시각 개념의 이론적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

보았고, 각 연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전문적 시각의 특징이나 

속성을 종합하여 전문적 시각의 개념적 특징을 아래와 같이 크게 4가

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가. 전문적 시각의 개념은 Goodwin(1994)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Goodwin(1994)은 전문가 집단 안에는 그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관점, 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이것을 그 전문가 집단과 다른 전문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즉 ‘전문적 시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전문적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부호화, 강조하기, 현상

에 대한 표상의 생성과 명시로 구분하였다. Goodwin은 고고학 발굴 

탐사 사례와 법정 재판 사례에서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문가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결론에 도달

하는지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설명하였다. 아래는 고고학 

발굴 탐사 사례에 대한 Goodwin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토양 색깔에 따라 구분하

는 과정에서 먼셀 표색계(Munsell chart)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른 해석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공유해야 할 기준(coding scheme의 

예)이다. 또 토양 색깔을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특정 구역에 

이미 썩어 없어진 구조물, 예를 들면 고대 건물 기둥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그 토양 주변에 구역 표시

(highlighting의 예)를 하고 주변을 파면서 구조물의 잔해를 찾아낸다. 

이 구역 표시는 전문가들이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가시화 하고, 이를 

공유하고, 해석해 가는 과정과 연관된다. 또 고고학 탐사 팀은 그 

특정 지역에 대한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발굴 지도를 완성하게 

된다. 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또 측정 내용을 지도

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producing and articulating material 

representations의 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수행한다. 그리고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문적 시각

을 인지하고 습득하게 된다. 즉 전문적 시각은 언어에 기초한 지식뿐 

아니라 상황에 기초한 상호 작용 행위를 통해 발전되는 것이므로 전

문적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의 지식, 기술, 관점 등을 

행위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Sherin(2001)은 이 개념을 처음으로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자신의 

수학 수업에 대한 전문적 시각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한 

수학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두 개의 사례를 제

시하였다. 이어서 van Es & Sherin(2002)은 수업 비디오 분석 소프트

웨어(VAST: Video Analysis Support Tool)를 활용하는 것이 수학, 

과학 교사의 전문적 시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들의 연

구를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교사의 전문적 시각

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류학자인 Goodwin의 연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전문적 시각은 특정한 순간(moment-specific)이나 특정

한 상황(situation-specific)에서 활성화 되는 지식 혹은 

능력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문적 시각은 구체적인 수업 상황과 관련하여 

혹은 수업 과정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이렇게 순간 특정적, 상황 특정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히 Sherin et al.(2008)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전문적 

시각이 적용되고 있는 과정 혹은 전문적 시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교사가 옷이나 모자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본인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녹화하도록 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토론이나 면담, 혹은 수업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교사들이 수업 비디오를 보면서 서로 토론하거나, 연

구자가 교사에게 수업 비디오를 제시하며 면담을 진행하거나, 수업 

비디오를 교사 개인이 분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시각을 조사

하였다.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이러한 연구 방법 또한 전문적 시각의 

순간 특정적, 상황 특정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최근에 

Stürmer et al.(2017)은 시선 추적(eye tracking)을 통해 전문적 시각을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 역시 전문적 시각의 순간 특정적, 

상황 특정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 Overview of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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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적 시각은 교사의 여러 지식이 구조화 되거나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전문적 시각을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지식 

중 하나라고 정의하거나(Sherin et al., 2008) 지식 구조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Seidal et al., 2011) 이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문적 시각은 ‘지식에 의해 안내된 정보 처리 과정(knowledge- 

guided information processing)’(Blomberg, Stürmer, & Seidel, 2011;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3; Stürmer, Seidel, & Schafer, 2013) 

혹은 교사의 지식이 통합 구조를 이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an 

indicator for integrated knowledge structures)로 여겨지고 있다(Seidel 

& Stürmer, 2014;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5; Stürmer & 

Seidel, 2015; Stürmer, Seidel, & Holzberger, 2016; Meschede et al., 
2017; Stürmer et al., 2017).

교사의 지식과 전문적 시각의 관계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Stürmer, Könings, & Seidel(2013)의 경우 교사의 명제적 

지식(선언적 지식)과 전문적 시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세 

종류의 대학 강좌를 통해 예비 교사의 명제적 지식과 전문적 시각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조사하고, 전문적 시각의 발달이 지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old & Holodynski(2017)의 경우 수업 운영 

전략에 대한 지식(Strategic knowledge of classroom management: 

SKCM)과 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시각(Professional vision for 

classroom management: PVCM)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구인이며 역시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전문적 시각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 Meschede et al.(2017)는 Blömeke, 

Gustafsson, & Shavelson.(2015)의 모델에 근거해서 전문적 시각과 

PCK, 교사 신념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교사의 PCK(여기서는 학

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두 가지 요소만을 

조사)와 전문적 시각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었고, 전문적 

시각은 구성주의적 신념과 정적 상관관계, 객관주의적 신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전문적 시각이 PCK와 다른 것이며 

PCK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전문적 시각과 연관되는 것일 수 있다

고 보았다. 또 전문적 시각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실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Reuker(2017)의 연구에서는 체육 교과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네 그룹의 전문적 시각을 조사했

는데 이들이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식의 유형은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지식(내용 지식, 교수내용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신념과 

전문적 시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지만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전문적 시각이 교사의 지식이나 신념

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과 다른 구인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라. 전문적 시각의 개념은 범교과적 측면과 교과 특정적 측면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Sherin et al.(2008)은 전문적 시각을 수학, 과학 등 교과 영역을 

가로지르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았으나 Steffensky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수업의 다른 측면을 볼 때, 다른 차원의 지식이 사용된다

고 보았다. 즉 ‘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시각(PVCM: Professional 

Vision of Classroom Management)’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 지식 혹은 

심리학적 지식이 사용된다고 보았고 ‘학습 지원에 대한 전문적 시각

(PVLS: Professional Vision of Learning Support)’의 경우 교과 영역

에 특정적인 지식이 사용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과학 학습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교과 학습에 대한 지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PVCM

의 개념은 Gold & Holodynski(2017)에서도 사용되었으며 Mesched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PVLS와 유사한 PVIS(instructional 

support) 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Michalsky(2014)는 범교과적 측면에 초점을 둔,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를 위한 전문적 시각(PV for teaching self-regulated learning)’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기도 하였다. 한편 McDonald(2016)의 연구에서는 교과 특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 탐구에 초점을 두고 ‘과학 수업에 대한 

교육적 전문적 시각(Professional Pedagogical Vision for Science 

Teach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Choppin(2011)의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시각(Curriculum Vis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교사가 ‘교육과정, 교육자료의 특징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

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개념 역시 수학 수업 상황에서 

사용되었지만 범교과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Seidel et al.(2011), Stürmer, Könings, & Seidel(2013), Stürmer, 

Seidel, & Schafer(2013)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정 용어를 사용하

지는 않았지만 전문적 시각의 ‘주목(attention)’ 영역을 ‘수업 목적의 

명확성(goal clarity)’, ‘교사의 지원(teacher support)’, ‘학습 분위기

(learning climate)’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교과의 수업 비디오

를 활용하고 있어, 전문적 시각 개념을 범교과적 측면에서 개념화하

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는 수업의 일반적인 측면(범교과적 측면)과 과학 수업의 특정적인 

측면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혹은 모두를 같은 비중으로 포함

할 것인지, 과학 수업에 특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

야 할지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2. 전문적 시각의 분석 틀

다음으로 전문적 시각의 분석 틀을 각 연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Table 1). 대부분의 연구는 전문적 시각을 

크게 ‘선택적 주목’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의 두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선택적 주목’은 교사가 수업의 어떤 순간,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식에 근거한 추론’은 교사가 

주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교사의 추론 방식이나 내

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의 세부 요소는 연구에 따라 다르다. 

또 일부 연구는 ‘선택적 주목’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교사가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선택한 장면과 그 장면에 대

한 해석을 혼합해서 기술한 경우도 있다(e. g. Michalsky, 2014; 

Steffensky et al., 2015). 

선택적 주목은 ‘주목하기 혹은 알아차리기’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문적 시각과 ‘주목하기 혹은 알아차리기’를 

동의어로 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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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Subcomponents or Analytical Framework

Selective Attention / Noticing Knowledge Based Reasoning

1 Mendez, Sherin 
& Louis(2007)

Attention of teachers’ talk: 
– General elicitations of student ideas
– Requests for student elaboration 
– Syntheses across student ideas
– Introduction of new mathematical ideas
Attention of Teacher's written case: 
– Specific aspects of student discourse 
– General features of the discourse

2 Sherin, Russ, 
Sherin, & 
Colestock(2008)

Focus on classroom activities:
– Whole class discussion 
– Small group work 
– Student presentations 
– Teacher talk

Reason for selection:
Student thinking, Discourse, Teacher moves, Teacher strategies, 
Student engagement
Form of reflection: 
Identification of singular event vs. Narrative

3 Sherin & Van 
Es(2009)

Actor: Student, Teacher, Other
Topic: Management, Climate, Pedagogy, Math thinking

Stance: Describe, Evaluate, Interpret 
Strategy: Restate student ideas, Investigate meaning of student 
ides, Generalize and synthesize across student ideas

4 Blomberg, 
Stürmer, & 
Seidel(2011)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5 Choppin(2011) Attention to student thinking in relation to curriculum  
resources 

Describe
Evaluate
Interpret

6 Seidel, Stürmer, 
Blomberg, 
Kobarg, & 
Schwindt(2011)

Goal clarity and coherence 
Teacher guidance
Mistake culture
Scientific inquiry 

Applying coding schemes 
Highlighting
Articulating critical incidents

7 Ho & Tan(2013) Focus on types of a teacher’s pedagogical actions: 
Heuristics instruction, Teaching of concepts and skills, 
Going over assigned work (GOAW), Allocating class 
time for student activities

Coding 
Highlighting
Production and articulating material representations   
*Not clearly shown 

8 Stürmer, 
Könings, & 
Seidel(2013)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9 Stürmer, Seidel, 
& Schafer(2013)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10 Michalsky(2014) Noticing => Describing => Explaining => Predicting
11 Seidel & Stürmer 

(2014)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12 Steffensky, Gold, 
Holdynski & 
Möller(2015)

Attention to Classroom Management: Monitoring, Managing momentum, Rules and routines
Attention to Learning Support: Structuring, Cognitive activation

13 Stürmer, 
Könings, & 
Seidel(2015)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14 Stürmer & Seidel 
(2015)

Goal setting, Orientation, Execution learning   activities, 
Regulation, Evaluation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15 Lee(2016) Environment, Teacher, Students, Task, Assessment Reflective dispositions: 
What should be lessened
What should be expanded
What should be altered 
What should be dropped

16 McDonald(2016) Highlight:
Actor focus, Questions, Grain size, Enactment

Coding (how the interpretation is different on the following 
themes): Actor focus, Questions, Grain size, Enactment)

17 Stürmer, Seidel, 
& Holzberger 
(2016)

Goal clarity
Teacher support
Learning climate

Description
Explanation 
Prediction

18 Gold & 
Holodynski 
(2017)

Attention to Classroom Management: Monitoring, 
Managing momentum, Rules and routines

Description
Interpretation

Table 1. Analytical frameworks of profession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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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Subcomponents or Analytical Framework

Selective Attention / Noticing Knowledge Based Reasoning

19 Meschede, 
Fiebranz, Moller, 
& Steffensky 
(2017)

Attention to Instructional Support: 
Structuring, Cognitive activation

Description
Interpretation

20 Reuker(2017) Noticing Experience knowledge
Subject-matter knowledge
Pedagogical knowledge
Other knowledge(Methodological & Didactical knowledge)

21 Stürmer, Seidel, 
Muller, Hausler, 
& Cortina(2017)

Areas of Interest (AOIs):
Blackboard, Instructional material, Students, Others

 

Table 1. (Continued)

가. ‘선택적 주목’ 영역은 수업의 여러 측면이나 바람직한 교수 

학습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Sherin & van Es(2009)의 경우 수업 비디오를 통해 교사들에게 수

업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라고 한 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선택적 주목의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선택적 주목을 

수업의 (a) 행위자(student, teacher, other)와 (b) 주제(management, 

climate, pedagogy, math thinking)로 구분하였으며 교사가 자신에게 

주목하다가 학생의 학습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전문적 시각의 증진으

로 보았다. Stürmer et al.(2017)의 경우 선택적 주목의 범주를 ‘학생’, 

‘자료’, ‘기타’, ‘칠판’ 등으로 구분하였고 Lee(2016)의 경우 ‘환경’, 

‘교사’, ‘학생’, ‘과제’, ‘평가’로 나누었다. 선택적 주목의 범주를 더 

좁게 제한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Choppin(2011)의 경우는 ‘학생

의 사고’ 만을, Ho & Tan(2013)의 경우는 ‘교사 행동’에 대한 주목 

만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의 제 측면을 선택적 주목의 영역으로 본 연구가 

있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좋은 수업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반적인 

교육 원리를 선택적 주목의 영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Blomberg, 

Stürmer & Seidel, 2011; Seidel et al., 2011;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3; Stürmer, Seidel & Schafer, 2013). Stürmer & Seidel이 

주축을 이루는 연구자 그룹에서는 특히 선택적 주목의 영역을 ‘수업 

목적의 명확성’, ‘교사의 지원’, ‘학습 분위기’로 연역적으로 구성하

였다. 이 세 가지가 교수 학습 모형의 주요 요소라고 보았으며 

Gold & Holodynski(2017)의 경우 이 세 가지에 ‘학습 활동 수행

(executing learning activities)’과 ‘평가(evaluation)’를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확장하였다. 연구자의 관심 영역을 일반 교육 원리 안에서 

특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수업 운영(Classroom 

Management), 학습 지원(Learning Support), 자기주도 학습(Self- 

regulated learning)을 선택적 주목의 영역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Steffensky et al., 2015; Gold & Holodynski, 2017; 

Meschede et al., 2017; Michalsky, 2014). 

선택적 주목의 영역을 귀납적으로 정하는 경우 수업의 여러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틀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선택

적 주목의 영역을 연구자가 연역적으로 정하는 경우, 연구자들은 주

요한 교수 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적 요소에 교사가 주목하는지를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선택적 주목의 영역은 크게 수업의 제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주로 Sherin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그룹)과 교수 학

습 이론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는 방식(주로 Stürmer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그룹)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식에 근거한 추론’은 위계가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 경우

와 독립적인 추론 능력 요소로 구성된 경우가 대별된다. 

 

Sherin & van Es(2009)의 경우 교사의 지식에 근거한 추론 수준을 

크게 (a) 입장(기술, 평가, 해석)과 (b) 전략(학생 아이디어 재 진술, 

학생 아이디어 의미 탐색, 학생 아이디어들을 가로질러 일반화하거나 

종합)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은 수업의 주요한 장면

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평가하는 것 보다는 해석하는 것이 높은 수준

의 추론이라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 학생의 사고에 주

목하는 경우, 단순히 학생의 아이디어를 재 진술하는 것 보다는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 여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거나 일반화하

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Stürmer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그룹의 경우 추론의 범주를 

‘기술(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예상(prediction)’, 세 개의 

독립적인 요소로 나누고 있다(Stürmer, Könings, & Seidel, 2013; 

Stürmer, Seidel, & Schafer, 2013; Seidel & Stürmer, 2014;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5; Stürmer & Seidel, 2015). ‘기술’은 주목한 

사건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설명’은 주목한 사

건에 대해 추론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예상’은 관찰한 사건이 

학생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기술’, ‘설명’, ‘예상’ 능력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각 

요소별 점수가 매겨진다. 즉 기술 능력보다 설명 능력이나 예상 능력

이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술’, 

‘설명’, ‘예상’ 능력의 점수화에 있어 세부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전문

가의 의견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점수화 하기 

때문에 교사의 추론 능력에 대해 위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

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예상’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old & Holodynski(2017), Meschede et al.(2017)의 경우 수업 운

영과 학습 지원에 대해 ’기술’과 ’해석’에 해당되는 예시를 제공하여 

추론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Reuker(2017)의 경우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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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지식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추론 유형을 구분하기도 했다(경험

적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육적 지식, 다른 지식 등). 이 경우에도 

추론 사이의 위계는 보이지 않는다. 

또 연구에 따라서는 선택적 주목과 추론의 두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Michalsky(2014)에서는 

전문적 시각의 수준을 ‘주목하기’, ‘기술하기’, ‘설명하기’, ‘예상하기’

의 4 단계로 나누었다. Steffensky et al.(2015)의 경우에도 ‘주목하기

(noticing)’와 ‘해석(interpretation)’를 하나의 평가 문항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요컨대 전문적 시각의 두 과정 중 하나인 지식에 근거한 추론은 

추론 능력 혹은 추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위계나 기준을 설정하고 

교사가 어떤 수준의 추론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방법과 교사가 전문가

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기술, 설명, 예상하는지 전문가와의 일치 

정도를 가지고 추론 능력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수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전문가도 자신의 교육철학이

나 배경에 따라 수업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자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전문적 시각이라는 개념이 초보자 

혹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개념인 것을 

고려하면 후자도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적 시각의 주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특징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21편 논문의 연구 방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누구의 전문적 시각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교과에서의 전문적 

시각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Table 2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초등 교사보다는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전문적 시각을 다루고 있는 21개의 연구 중 10개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개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4개

의 연구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1개의 연구 중 5개는 초등 예비 또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17개는 중등 예비 또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등 

교사보다는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배 이상 많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사 전문성 측면

에서 중등 교사와 다른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수학 교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교과에서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어떤 교과의 수업을 대상으로 전문적 시각을 연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 과학 수업이 5편, 여러 

교과의 수업을 함께 다룬 논문이 8편, 체육 수업이 1편 있었다. Sherin 

(2001)의 연구가 수학 수업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수학 이외의 

교과로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으며 과학 교과에서도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수학, 과학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 교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문적 시각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업과 비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21개의 대상 연구 중 1개를 제외한 20개의 연구가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수업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은 1개의 연구는 연구 

참여자 본인의 수업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수업 비디오

를 사용 한 연구 중 연구 참여자(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지칭함)

의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5편, 연구 비 참여자의 수업을 활용

하고 있는 경우는 13편 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활용

하는 경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수업 비디오를 사용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연구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한 연구는 2편이었다. 예를 들어, Seidel et al.(2011)

는 자신의 수업 비디오와 다른 사람의 수업 비디오를 볼 때 전문적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전문적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업을 보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볼 때 보다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볼 때 더 비판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업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에서 수업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

를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연구자가 수업 비디오의 일부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 자신이 선택한 경우는 1편에 불과했는

데 Sherin, Russ, Sherin, & Colestock(2008)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옷에 비디오 카메라를 착용하고 수업 중 교사가 

주목하는 장면을 스스로 선택하여 찍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문적 시각이 발휘되는 순간이나 상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비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이용하는 경우 대체로 연구자가 교

사에게 수업 비디오의 일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리커트 문항에 답

하도록 하거나(e. g. Stürmer, Seidel, & Schafer, 2013), 토론 하도록 

하거나(e. g. Sherin & Van Es, 2009), 개별 면담을 진행하거나(e. 

g. Choppin, 2011), 직접 분석하도록 요청(McDonald, 2016)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수업 비디오의 길이도 주요 관건이 될 수 있다. 5개

의 연구는 전체 수업 비디오를 활용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자가 

선택한 2-5분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비디오 클립을 통해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거

나 측정하고 있지만 수업의 일부만을 보고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수

업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타인의 수업 비디오

를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체 수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연 하나의 수업에 대한 분석만으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알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반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거나 측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디

오 클립을 선택하고 제시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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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Participants

Lesson 
subject

Employed tools 
and methods

Video types
Length of 

videoTeachers School level Agent of video
Selection of 
video clips

1
Mendez, Sherin 
& Louis(2007)

In-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Classroom observation by
researchers

 Others(Teachers’ journal 
and case writing)

 Participants

 Both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The whole 
class

2
Sherin, Russ, 
Sherin, & 
Colestock(2008)

In-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Video based interview  Participants  Participants 30 sec

3
Sherin & Van Es 
(2009)

In-service
Primary
Secondary

Mathematics

 Video based interview
 Video based group 

discussion
 Classroom observation by

researchers

 Participants
 Others

 Researchers 3-5 min

4
Blomberg, 
Stürmer, & 
Seidel(2011)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5 Choppin(2011) In-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Video based interview  Participants  Researchers 3-15 min

6

Seidel, Stürmer, 
Blomberg, 
Kobarg, & 
Schwindt(2011)

In-service Secondary Science
 Video based writing 

(Written comments on 
video)

 Participants
 Others

 Researchers
The whole 
class
(45 min)

7 Ho & Tan(2013) In-service Primary Mathematics
 Video based discussion 

between teacher and 
researcher

 Participants
The whole 
class

8
Stürmer, 
Könings, & 
Seidel(2013)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9
Stürmer, Seidel,  
& Schafer(2013)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10 Michalsky(2014) Pre-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Video based writing 

(Written video analysis)
 Others  Researchers 25 min

11
Seidel & Stürmer 
(2014)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12
Steffensky, Gold, 
Holdynski & 
Möller(2015)

Pre-service
In-service

Prim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No 
indication

13
Stürmer, 
Könings, & 
Seidel(2015)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14
Stürmer & Seidel 
(2015)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15 Lee(2016) Pre-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Written report about 

experiences
 No videos used

16
McDonald 
(2016)

Pre-service
In-service

Secondary Science

 Video based group 
discussion

 Video analysis using 
Studio Code software

 Others  Researchers
The whole 
class
(33 min)

17
Stürmer, Seidel, 
& Holzberger 
(2016)

Pre-service Secondary
Multiple 
subjects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4 min

18
Gold & 
Holodynski 
(2017)

Pre-service
In-service

Primary Science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2-5 min

19

Meschede, 
Fiebranz, Moller, 
& Steffensky 
(2017)

Pre-service
In-service

Primary Science
 Video based Likert 

questions
 Others  researchers 3-4 min

20 Reuker(2017)

novice, 
teacher, 
athlete, 
expert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Video based interview  Others  Researchers 5 min

21
Stürmer, Seidel, 
Muller, Hausler,  
& Cortina(2017)

Pre-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Science

 Mobile eye tracking 
analysis

 Participants
The whole 
class
(20 min)

Table 2. Overview of research methods of th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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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적 시각의 측정은 전문가와의 일치 여부로 점수화하는 

경우와 정성적 자료로 특징이나 수준을 구분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21개의 연구 중 8개의 연구는 ‘Observer tool’이라는 특정 프로그램

을 통해 전문적 시각을 측정하였다. 이 ‘Observer tool’에는 여러 교과

의 짧은 수업 비디오 클립들이 제시되며 교사 혹은 예비 교사가 이 

비디오 클립을 본 후 4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Observer tool 내에 비디오 클립은 2-4분 길이이며, 중등 수준의 여러 

교과 수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 클립은 6개가 1세트인데 

각 비디오 클립은 ‘수업 목적의 명확성’, ‘교사의 지원’, ‘학습 분위기’

와 같은 세 가지 교수 학습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요소에 대해 

‘기술’, ‘설명’, ‘예측’하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4점 척도 리커트 

문항이 제시된다(1=동의하지 않음, 4=동의함). 예컨대, “방금 본 비

디오 클립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설명하였나

요?”라는 질문에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와

의 응답 일치 여부를 ‘0’ 또는 ‘1’로 표시하여 교사 혹은 예비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점수화 한다. 최근 Stürmer and Seidel(2015)은 

‘Observer tool’의 확장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교수 학습 요소를 3개에

서 5개로 늘려 ‘학습목표 설정(goal setting)’, ‘수업 활동 안내

(orientation)’, ‘학습 활동 수행(executing learning activities)’, ‘피드백

과 지원(regulation)’, ‘평가(evaluation)’로 구성하였다.

전문가와의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전문적 시각을 정량화하여 측정

하는 ‘Observer tool’과 대조적으로 Sherin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 그룹

은 전문적 시각의 추론에 위계가 있다고 보고 그 수준을 범주화 하였

다. 예를 들어, Sherin & van Es(2009)의 연구는 비디오 클럽(수업 

비디오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에서 참

여 교사의 수업을 녹화 한 것을 5분 정도씩 발췌하여 1-2개 정도 제시

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때 비디오 클럽에서의 토론을 

모두 녹화 및 전사하여 분석하였고 교사 개별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교사가 수업의 주요 장면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보다는 평가 및 해석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이라고 보았고, 단순히 학생의 아이디

어를 재 진술하는 것 보다는 그 의미를 탐색 또는 종합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이라고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

들이 비디오 클럽에 참여하여 서로의 수업을 보고 토론하면서 전문적 

시각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전문적 시각의 추론은 위계가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독립적인 추론 능력 요소로 구성된 경우가 대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계가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 연구 방법은 

대개 토론, 면담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 추론 능력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 리커트 문항 등을 

이용하여 대개 정량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전문적 시각의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결과 

 

Table 3은 분석 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 목적과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각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전문적 시각의 조사 

방법’, ‘전문적 시각의 특징과 실태’, ‘전문적 시각의 향상 방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전문적 시각의 조사 방법’ 범주는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 기준 등을 개발하거나 조사 

도구를 타당화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하거나 결과로 제시한 

경우이다. ‘전문적 시각의 특징과 실태’ 범주는 전문적 시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나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시각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하거나 결과로 제시한 경

우이다. 그리고 ‘전문적 시각의 향상 방안’ 범주에는 전문적 시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

로 포함하거나 결과로 제시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범주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논문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주요 연구 결과에서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적 시각 관련 연구 21편 중 9편(42.9%)이 전문적 시각 조사 

도구를 개발하거나 타당화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하거나 

결과로 제시하고 있었다.

전문적 시각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는 위에서 

언급한 ‘Observer tool’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교사 혹은 

예비 교사가 2분 내지 4분 정도의 짧은 수업 비디오 클립을 보고, 

비디오 클립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Observer tool’은 Seidel et al.(2010)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독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 도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Seidel & Stürmer(2014)는 그 적합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나아가 

개발한 측정 도구의 채점 방법은 전문가와 일치하면 1, 아니면 0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통계적 모델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후에 좀 더 확장된 버전의 ‘Observer tool’을 개발하였으며, 

이 역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Stürmer 

& Seidel, 2015). 이외에도 Michalsky(2014)는 자기조절학습 지도를 

위한 전문적 시각 평가 도구(SRL-PV assessment scheme)를 개발하였

으며, Gold & Holodynski(2017)는 초등학교 학급 경영을 위한 전문적 

시각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 Stürmer, Seidel, 

& Schafer(2013)의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 기록지를 분석하였는데 전

문적 시각의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 수업 관찰 

기록이 전문적 시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

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수업에 특정적인 도구는 아직 제안되거나 연구된 

바가 없다. ‘수업을 보는 눈’으로서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여러 교과 

영역을 가로지르는 요소 뿐 아니라 개별 교과 영역에 특정적인 요소

를 가진다면 과학 수업에 특정적인 도구 개발과 이에 대한 타당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적 시각의 특징이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며 예비 교사, 초임 교사와 숙련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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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Purpose Major results

Content attribute

Methods 
of 

investigati
on and 
analysis 
on PV

Features 
and 

actual 
state of 

PV

Improve
ment 

strategy 
of PV

1

Mendez, 
Sherin & 
Louis 
(2007)

 Examining development of 
mathematical discourse communities 
with three lenses, i.e., teacher 
narrative, robust whole class 
discussion, and professional vision for 
classroom discourse (PVCD)

 Three lenses are useful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communities

 The teacher’s professional vision changed 
over time, offering a different view on the 
developing discourse community.

√ √  

2

Sherin, 
Russ, 
Sherin, & 
Colestock 
(2008)

 Exploring the use of a tiny wearable 
video camera that can be worn by 
teachers in order to capture classroom 
event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It is reasonable to take the distribution of 
stored clips as indicative of moments when 
his professional vision was activated

 Professional vision has tacit and explicit 
elements

√ √

3
Sherin & 
Van Es 
(2009)

 Examining the potential of video to 
support teacher learning in the context 
of video clubs.

 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video 
club experience on teachers’ thinking 
outside of the video club.

 Both noticing and reasoning were increased 
and developed through video club experience

 The teachers’ professional vision developed in 
the classroom in ways similar to the 
developments identified in the video club. 

√ √

4

Blomberg, 
Stürmer, & 
Seidel 
(2011)

 Exploring the professional vision of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different teaching subjects when they 
view videos featuring different 
subjects.

 The pre-service teachers in the social 
sciences/humanities group scored higher on 
professional vision than did the 
mathematics/science group regardless of 
video clips subjects

√

5
Choppin 
(2011)

 Exploring the teachers’ knowledge of 
the curriculum resources, and its 
impact on the use of the curriculum 
materials

 The teacher who most intensively observed 
student thinking made connections between 
her interpretations of students’ strategies and 
her use of the curriculum resources

 Knowledge-based reasoning affected 
instructional decisions and longer-term 
planning practices related to the use of the 
curriculum materials.

√

6

Seidel, 
Stürmer, 
Blomberg, 
Kobarg, & 
Schwindt 
(2011)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eacher 
learning from analysis of videotaped 
classroom situations when they 
observe their own teaching or that of 
others 

 Differences with regard to professional vision 
were not straightforward. 

 Teachers in the “own” condition commented 
less critically and identified fewer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 than did 
teachers in the “other” condition.

√ √

7
Ho & Tan 
(2013)

 Exploring how a researcher and a 
teacher develop their ways of seeing 
and understanding classroom events.

 The teacher did not seek to characterize 
teaching practices the same way as the 
researcher 

 The collaboration provided a way for the 
teacher and the researcher to inform each 
other’s views

√ √

8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3)

 Exploring the impact of three 
university-based courses in education 
on teacher candidates’ acquisition of 
declarative knowledge and 
professional vision.

 All teacher candidates showed significant 
gains both in declarative knowledge and 
professional vision.

 A video-based course with a focus on 
effective teaching resulted in highest gains 

√ √

9

Stürmer, 
Seidel, & 
Schafer 
(2013)

 Investigating preservice teachers’ 
changes in professional vision during 
a combined theory practice term using 
video-based tool

 Comparing before and after classes, the 
professional visions have been improved. 
Especially big development was shown in the 
low achievement groups.

 The changes of professional vision were also 
shown in preservice teachers’ observation log 
of teaching lessons.

√ √ √

10
Michalsky 
(2014)

 Developing the assessment scheme of 
professional vision for self-regulated 
learning, and exploring the differences 
of professional vision before and afte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ourse 

 The assessment scheme of professional vision 
for self-regulated learning (SRL-PV) was 
developed.

 SRL-PV of preservice teachers improved, but 
the average score was still low after the 
course. It implies the difficulty for preservice 
teachers to develop PV. 

√ √ √

Table 3. Purpose and major results of the papers analyz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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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Purpose Major results

Content attribute

Methods 
of 

investigati
on and 
analysis 
on PV

Features 
and 

actual 
state of 

PV

Improvem
ent 

strategy of 
PV

11
Seidel & 
Stürmer 
(2014)

 Examining the validity of video clip 
selection and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professional vision

 A model operationalizing professional vision 
into three dimensions (description, 
explanation, and prediction) fits the data better 
than a one- or two-dimensional model.

 The best way to score is to use 1 or 0 if it 
matches with an expert. 

 The instrument measures professional vision 
stable over time without further intervention 

√ √

12

Steffensky, 
Gold, 
Holdynski 
& Möller 
(2015)

 Investigating the professional vision of 
classroom management (PVCM) and 
learning support (PVLS) in the context 
of primary science classroom

 Teachers who had attended a science-relat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had a 
significantly higher mean for PVLS

 Master students and teachers with specific 
science-related experiences outperformed 
those without these experiences with respect 
to PVLS, but not for PVCM.

 PVCM and PVLS are positively associated. 

√

13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5)

 Advancing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explaining pre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knowledge acquisition.

 The number of attended courses on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 level of interest and 
knowledge in the content are closely related 
to higher levels of professional vision.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vision and practical experience. 

√

14
Stürmer & 
Seidel 
(2015)

 Examining the validity of video clip 
selection and the expanded version of 
instrument(Observer) for measuring 
professional vision 

 The extension of Observer tool provides a 
comparable measure for preservice teachers 
and teacher candidates with regard to 
reliability and item difficulty

√

15
Lee 
(2016)

 Comparing pre-service teachers’ 
patterns of noticing and reflection 
shown in different contexts

 The participants mainly focused on the teacher 
factor while their attention to the student 
factor was weak. 

 the participants tended to avoid making 
critical reflection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compared to their reflections on previous 
learning experiences.

√

16
McDonald 
(2016)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expert teachers’ and teacher 
candidates’ professional pedagogical 
vision for science teaching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eacher 
candidates and expert teachers in terms of 
both highlighting and coding of science 
teaching practice. 

 Four key areas of difference are actor focus, 
questions, grain size, and enactment.

√

17

Stürmer, 
Seidel, & 
Holzberger 
(2016)

 Investigating whether and how 
preservice teachers develop their 
professional vision in the course of an 
innovative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re was a linear growth in all three 
professional vision skills (i.e., description, 
explanation, and prediction) in the course of 
the program. 

 The preservice teachers systematically differ 
in their entry levels as well as change rates 
in professional vision.

√ √

18
Gold & 
Holodynski 
(2017)

 Developing a standardized 
video-based test for assessing the PV 
of classroom management (PVCM) in 
elementary school lessons.

 PVCM is a one-dimensional construct 
 Inservice teachers show more competence in 

describing and interpreting critical classroom 
management events in video clips than 
preservice teachers.

√ √

19

Meschede, 
Fiebranz, 
Moller, & 
Steffensky 
(2017)

 Investigating the relation of pre- and 
in- 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vision of instructional support with 
PCK and beliefs in elementary science 

 Knowledge (PCK) and situation-specific skills 
(PV) are moderately related.

 PV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tructivist 
belief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ransmissive beliefs.

 Correlation between PV and PCK / between 
PV and constructivist or transmissive beliefs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ce across 
master students and teachers

 Teachers had substantially higher PV and 
PCK than master students. 

√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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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Purpose Major results

Content attribute

Methods 
of 

investigati
on and 
analysis 
on PV

Features 
and 

actual 
state of 

PV

Improvem
ent 

strategy of 
PV

20
Reuker 
(2017)

 Exploring differences of 
knowledge-based reasoning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mong 
groups with different sport and 
teaching related experiences and 
abiliti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based 
reasoning were found among four groups who 
have different types of knowledge 

 Teacher and expert group used more 
experience knowledge, subject matter 
knowledge and pedagogical knowledge than 
novice or athlete group 

√

21

Stürmer, 
Seidel, 
Muller, 
Hausler, & 
Cortina 
(2017)

 Exploring preservice teachers eye 
movements while teaching in 
standardized teaching situation at 
university (micro teaching) and in the 
real classroom.

 Preservice teachers spent a short time between 
the switchovers of gazes.

 Preservice teachers distribute their attention 
only over a few pupils while teaching

 Focus of attention in micro teaching and 
classroom are similar.

√ √

Total 9 20 6

Table 3. (Continued)

전문적 시각을 다루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총 21편의 분석 대상 

연구 중 20편)은 특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시각의 특징 혹은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하거나 결과로 제

시하고 있었다.

경력 교사와 예비 교사가 과학 수업 사례에서 어떤 장면을 의미 

있게 보고(coding의 예) 그 장면을 강조(highlighting의 예)하는지, 그

리고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한 McDonald(2016)의 연

구에서는 예비 교사는 교사 행위에, 경력 교사는 학생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 예비 교사는 학생의 모든 질문에 동등한 

수준의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경력 교사는 질문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좀 더 주목하였다. 아울러서, 경력 교사는 한 차시의 수업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차시, 다른 단원, 교실 문화와 환경까지 수업의 범위

를 확장하여 고려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예비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Stürmer, Könings, & Seidel(2015)의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수업 경험이 전문적 시각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Gold & Holodynski(2017), Mesched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에 비해 현직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높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 연구의 90% 이상이 전문적 시각의 특징과 

실태 관련 연구였다는 점은 현재까지 전문적 시각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수업 상황에 따라 전문적 시각이 

어떠한 경향이나 패턴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추후 

전문적 시각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예비 

교사, 현직 교사 등 그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문적 시각의 향상에는 수업 비디오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적 시각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특히 수업 비디오를 활용한 교사 교육이 

전문적 시각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

고 있다. 예를 들어, Sherin & Van Es(2009)는 수업 비디오 클립을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교사 학습 공동체인 ‘비디

오 클럽’을 통해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비디오 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의 사

고에 대한 주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추론의 수준도 발전하였으며, 

비디오 클럽에서의 학습이 실제 수업에도 전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Stürmer, Könings, & Seidel(2013)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 종류의 강좌(수업 비디오 분석 중심, 학습 과정의 본성 중심, 교실 

현장 교수학습 중심)에서 선언적 지식과 전문적 시각이 어떻게 향상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강좌에서 전문적 시각이 증진되었지만, 

특히 수업 비디오 중심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

를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Ho & Tan(2013)은 연구자와 교

사가 협업을 통해 수업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토의하고 공유하는 것

이 교사의 전문적 시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적 시각의 향상과 관련하여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은 수업 상황을 온전하게 제시하고, 

토론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 비디오가 많은 장점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추후 과학 교육 관련 전문적 시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라. 교사의 배경에 따른 전문적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1편의 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서로 상

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전공

자가 관련 교과에서 전문적 시각이 더 높은 가에 대해서, Steffensky 

et al.(2015)는 과학을 전공하거나 과학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과학 수업에 대한 전문적 시각이 더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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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Blomberg, Stürmer, & Seidel(2011)은 인문/사회 전공 예비

교사들의 전문적 시각 점수가 수학/과학 전공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시각 점수보다 높았는데, 심지어 과학 수업 비디오를 볼 때 나타난 

전문적 시각의 점수도 인문/사회 전공 예비교사들이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교과 

영역에 무관하게 전문적 시각이 높은 것인지, 즉 전문적 시각이 교과 

영역을 가로지르는 능력에 가까운 것인지, 교과 영역의 지식이나 경

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이 전문적 시각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교사의 명제적 지식과 전문적 시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Stürmer, Könings, & Seidel, 2013), 수업 운영 전략에 대한 지식과 

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시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Gold & 

Holodynski, 2017), PCK 및 교사 신념과 전문적 시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Meschede et al., 2017) 등에 의하면 교사의 지식과 신념은 

전문적 시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의 

지식, 교직 경험, 신념 등 배경 변인에 따라 전문적 시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 과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이며, 과학 수업에 특화

된 전문적 시각 요소의 탐색 가능성이 있다.

과학 수업에서의 전문적 시각을 다룬 논문은 21개 중 5개에 불과하

다. 이 중에서도 2개의 연구는 과학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였으나, 과

학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전체적 연구의 초점은 ‘과학’ 수업에 

있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과학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 시각을 다룬 

논문은 Seidel et al.(2011), McDonald(2016), Meschede et al.(2017)

의 연구들이다.

Seidel et al.(2011)은 연구 참여자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디오 기반 연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과학 교사

들이 본인의 수업 비디오를 보는 그룹과 비디오 기반 연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과학 교사들이 타인의 수업 비디오를 보는 그룹, 비디오 

기반 연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과학 교사들이 타인의 수업 비디오를 

보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비디오 또는 타인의 

수업 비디오를 보면서 적어도 10분에 한번 씩 비디오를 멈추고 수업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는 

본인의 수업을 보는 것이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목

하기와 관련하여서는 비디오 기반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 그룹에 다

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기반 추론에서는 집단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수업보다 다른 사람의 수업에 더 비판

적임을 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연구 결과로는 교사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주목한 것들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총 4가지의 주목하기 

요소를 도출하였다. 교사들이 크게 수업 목적의 명확성, 교사의 안내, 

학생들의 실수, 과학적 탐구에 주목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

가 제시하는 수업 목적의 명확성, 교사의 지원, 학습 분위기보다 더 

세분화된 형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목하기 영역에서 과학 교육에 

특화된 전문적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McDonald(2016)의 연구도 과학교사들의 탐구에 대한 전문적 시각

을 조사하였으며, 경력교사가 예비교사에 비하여 탐구에 대한 전문적 

시각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예비교사들은 교사의 활동 또는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응답에 주목하는 반면, 경력 교사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모든 질문이 탐

구라고 본 반면, 경력교사들은 학생에 의해 생성되고 답해지는 질문

을 탐구라고 보았고, 교사의 질문 중에 탐구적 사고를 촉진한 질문들

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경력교사는 단위 수업을 넘어 전체 

교육과정의 맥락을 고려하는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전문적 시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Meschede et al.(2017)은 초등 과학 수업에 대한 PCK

와 전문적 시각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문적 시각과 교사의 신념과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수업에 대한 

PCK를 평가하기 위해 ‘물의 순환’과 ‘물체의 뜨고 가라앉음’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지

필평가(총 18문항)를 실시하였다. 전문적 시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물

의 순환’과 ‘물체의 뜨고 가라앉음’에 대한 수업 비디오를 보고 리커

트 척도 문항(총 68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교사의 신념은 객관주의

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리커트 문항(총 16 문항)을 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초등 과학 수업에 

대한 PCK와 전문적 시각과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

만, 전문적 시각과 교사의 신념과의 관계 양상과 PCK와 교사의 신념

과의 관계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적 시각과 객관주의적 

신념과는 부적 상관관계, 전문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신념과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PCK와 객관주의적 신념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PCK와 구성주의적 

신념과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 

수업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PCK가 유사한 개념일 수는 있으나 동일

한 개념이 아님을 시사한다.

McDonald(2016)의 연구가 정성적 탐색 연구임에 반해 Meschede 

et al.(2017)의 연구는 정량적 연구이며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리커트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McDonald(2016)의 연구에서 ‘과학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과 

Meschede et al.(2017)의 연구에서 교사의 PCK와 전문적 시각을 조작

적으로 구분하려고 했다는 점은 이후 과학 수업에 특정적인 전문적 

시각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과학 수업에 대한 전문적 시각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과학 

수업에 특화된 전문적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아직 과학 수업의 특징을 명시화하고 그에 적합한 전문적 시각의 

분석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시각의 구인들에 대한 연구, 전문적 시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등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국외 연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관점,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종합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 별로 요약하고 후속 연구, 특히 

과학 교사교육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전문적 시각의 개념적 특징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전문적 시각은 교사의 지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교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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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인으로 개념화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대부분

의 연구는 Goodwin(1994)의 개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대체로 특정한 순간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지식 또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사의 여러 지식이 구조화되고 통합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석 대상 논문 중 교사의 PCK와 전문적 시각을 명시적으로 구분

하여 다루고, 그 둘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Meschede et al.(2017)의 

연구 1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분석 대상 대부분이 최근 10년 안에 

수행된 연구이므로, PCK 개념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그

것과 구분되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CK는 교과 지식

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으로서 

교육 심리학자인 Shulman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인 반면, 전문적 

시각은 인류학자인 Goodwin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서 전문가 집단

이 그들의 핵심적 활동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PCK

는 심리학에 기초하여 교사의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심을 두고 

교사의 지식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살펴본 반면, 전문적 시각은 

인류학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에 기초하여 교사가 보이는 특성을 

수업의 맥락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그 전문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물론 기존의 PCK 연구는 매우 다양한 접근을 가지고 있으

므로 그중에서 전문적 시각과 유사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도 

있을 수 있으며 두 개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중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 맥락에서 활

성화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 교사가 학생의 과학 

오개념이 교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수업 중 그러한 장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다고 인식한 사항에 대해 어

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 과학 교사

는 교사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오개념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학습하고 

이것이 견고하여 변화하기 어려우며, 교사는 학생의 오개념을 변화시

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서 

학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주요한 오개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중요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주목하는지 또 학생

의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학생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실행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과학 수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시각’과 기존의 

‘PCK’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적 시각과 교사의 의사결정과 같은 교수 행동, 교사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개념 구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 이러한 연구는 전문적 시각의 개념이 교사의 지식, 교사의 실행과 

어떻게 관련되는 구인인지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전문적 시각의 분석틀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전문적 시각의 분석 틀은 대개 선택적 주목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의 두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택적 주목의 경우 수업의 여러 

측면이나 바람직한 교수 학습 요소들을 하위 범주로 하고 있었으며, 

추론의 경우에는 위계가 있는 수준이나 독립적 추론 능력 요소들을 

하위 범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과학 수업 상황에서도 교사는 같은 수업에서 서로 다른 것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것을 주목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해석하고 추론하

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 예비교사가 자신의 과학 수업에 

대해 반성할 때에도 내용지식, 교사의 지도, 학생, 평가 등 수업의 여러 

측면 중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고 강조하는가가 다르며(Yoon, 2012), 

예비교사와 교사교육자는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Yoon et al., 2013). 일반적으로 

초보 교사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숙련교사는 학생에게 주목한다

는 연구 결과(LaBoskey, 1994)가 있지만 과학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과학 교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 시각의 분석 틀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 수업

을 보는 눈’은 과학 교과에 특정적인 지식과 경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학 수업에서는 다른 교과와 달리 

실험 실습과 탐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중 실험이나 탐구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사건을 교사가 어떻게 주목하

고 해석하는지는 과학 교과에 특정적이 영역이 될 것이다. 물론 과학 

교과에 초점을 맞춘 분석 틀이라고 해도 수업의 일반적인 측면, 즉 

범교과적 측면이 포함되거나 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초등 교사보다는 중등 교사를 대상

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고 수학과 과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 영역으

로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업 비디오의 길이는 짧게는 30초에서 40분 정도의 전체 수업

까지 다양하였다.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활용한 연구보다 연구 비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전문적 시각의 측정 혹은 분석은 전문가와의 응답 일치 

여부로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는 경우와 토론과 면담의 정성적 자료를 

활용하여 특징이나 수준을 범주화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전문적 시각의 분석틀은 분석 방법과 맞물리게 되는데 교사의 전문

적 시각을 살펴보고자 할 때, 과학교육 전문가와 일치 여부를 빠르게,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 정성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교사의 전문적 시각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정성적 자료와 질적 

분석 접근을 통한 탐색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의 바탕 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문적 시각을 측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수업 

비디오를 주요 도구로 하고 있는 점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전문적 시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비 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였다. 수업 비디오의 이용은 전문적 시각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며 이를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수업 비디오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누구의’ 수업 비디오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교사의 반응과 사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과 전체 수업을 보는 것에 따라 교사의 

시각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업 비디오 활용 

방식에 따라 전문적 시각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 수업은 교실 수업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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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 전문적 시각이 교사 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시각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전문적 시각 연구의 연구 목적과 결과를 분석

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은 전문적 시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였으며, 전문적 시

각을 조사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 시각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이것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예비 교사 보다는 현직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비디오를 활용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분석 대상 논문 중 가장 많은 것은 실태 조사 연구지만 실제 교사교

육 과정에서 전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교사교육의 실제적

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개념

화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전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교육 과정에서 수업 비

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전문적 시각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

과는 보고되고 있으나, 수업 비디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전문적 시각의 향상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 교사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학 수업 비디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전문적 시각의 향상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험

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 수업에 대해 양질

의 비디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교사교육 연구와 실행 양자에 모두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교사의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른 

전문적 시각의 차이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기초해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전문적 시각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McDonald, 2016), 전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각각에 특화된 방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적 시각은 교사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문적 

시각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 개념의 유용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교육 연구자들

과 교사교육자들에게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적 시각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관점,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비교, 

종합하고 이로부터 과학교사의 전문적 시각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2017년에 발표된 논

문 중 초록에 ‘professional vision’과 ‘teacher’를 포함한 논문을 ERIC, 

Educational Source, Web of Science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21개 논문이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은 전문적 시각을 교사의 지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교사 전문성 구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특정한 순간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활성화 되는 지식 또는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 지식이 구조화되고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전문적 시각의 분석틀은 대개 선택적 주목과 추론의 

두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택적 주목의 경우에는 수업의 여러 

측면이나 바람직한 교수 학습 요소들을 하위 범주로 하고 있었으며, 

추론의 경우에는 위계가 있는 수준이나 독립적 추론 능력 요소들을 

하위 범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셋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초등

교사보다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았고, 수학과 과

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

구가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활용한 

연구보다 연구 비참여자의 수업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 전문적 시각의 측정 혹은 분석은 전문가와의 응답 일치 여부로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는 경우와 토론과 면담의 정성적 자료를 활용하

여 특징이나 수준을 범주화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넷째, 연구의 목

적과 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전문적 시각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였으며, 전문적 시각을 조사하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전문적 시각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성을 보는 연구도 있었다. 여러 연구에

서 예비 교사 보다는 현직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비디오를 활용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주제어: 전문적 시각, 교사,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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