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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시선 차이 분석

*

손 태 권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와 경력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

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시선 추적(Eye-track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그룹의 시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비

교사들은 수학 수업지도안을 경력교사에 비해 어렵게 느

끼고 있었으며 선조적인 방식으로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

고 이해하였다. 반면, 경력교사들은 수학 수업지도안의 흐

름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 주제어들을 찾아 연결성을 만들

어가는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수학 수

업모형의 핵심 영역을 방문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지도

안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을 지도할 때 숙고해야할 여러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I. 서론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인지적 행위이므로(장명덕, 2006), 수

업에서 마주하게 될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는 좋은 수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업 요소들을 선

택하고 종합하여 수업 계획(lesson planning)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뿐

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에게도 해당된다

(Ulrich, O’Donnell, Taylor, Farrar, Danis, & Grady,

2007). 결국, 좋은 수업 계획은 좋은 수업의 핵심이며

모든 교사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수업의 필수 준

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마다 수학 수업을 계획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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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달성해야할 학습 목표를 나열하

고 어떤 교사는 핵심 발문을 메모하며,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활용할 자료를 설계하기도 한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09, p.47). 이 중 수학

수업지도안은 수학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며 수학 수업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수학 수업지도

안은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한 진단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면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반영하며, 이를

초월하여 모든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성이 있

다. 따라서 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이해하는 것은

수업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며

좋은 수업 실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이혁규, 이선경, 김향정, 박형빈, 2012). 또한

수학 수업지도안은 교사들 간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므로 교사는 수학 수업지

도안을 설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수학 수업지도안을 이해하는 역량이 이처럼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수업지

도안을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예비교사들이 수

업지도안을 자주 다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교육

실습 기간이지만(박기용, 배영직, 강이철, 2009), 지도교

사의 무관심으로 인해 수업지도안을 경험해보지 못하

고 교육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정한호, 2009a). 이

에 따라 수업지도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임용되는 예비교사들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초임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하

여(Lim, Son & Kim, 2018) 각종 장학과 수업 공유를

실시한다. 이는 수업지도안의 이해가 부족한 초임 교

사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며, 후배 예비교사들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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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정한호, 2009b). 따라서 교사들의 인식을 전

환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비교사 양성과정

에서부터 수업지도안을 이해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업지도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수업지도

안 이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살펴볼 수 없다. 수업지

도안의 특징을 조사하는 연구(김상수, 2017; 김승호,

2011; 전세명, 유생열, 2015; 정한호, 2010)와 수업지도

안의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박기용, 2018; 정한호,

2009b) 등이 있으나 교사의 수업지도안 이해 역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학 수업지도

안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학 수

업지도안을 개발(방정숙, 김민경, 오영월, 2004)하고 분

석(김구연, 전미현, 2017; 김수미, 2014; 이지은, 임웅,

김희정, 2016; 정한호, 2010)하거나 활용 실태를 파악

(박기용 외, 2009; 방정숙, 조수윤, 2014)하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수학 수업지도안이 사회나 과학 수업지

도안에 비해 학생의 수업 참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정한호(2010)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교사들이 수학

수업지도안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탐구하여 시

사점을 마련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학 수업지도안을 이해하는 과정은 수업 실천을 위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인지 활동이므로 설문

조사나 관찰법과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시

선 추적(eye-tracking)이다. 시선 추적은 주변 장면에

대한 안구 움직임을 포착하여 식별하는 방식으로써 시

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인지적 처리 과정을 분석할 수

있으며(이미진, 이광호, 2015; Chen & Yang, 2014), 문

제해결이나 읽기 전략도 식별할 수 있다(Schindler &

Lilienth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와 경력교사

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시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예비교사와 경력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파악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면, 수

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업지도안의 개념 및 형식

수업지도안이란 학습 목표에 따라 수업의 흐름과

내용, 학생 활동, 평가와 피드백 등을 체계화한 수업

실천의 시안이다(Merrill, 2002). 수업지도안은 학습지

도안, 수업전개안, 교수ㆍ학습 과정안 등 여러 가지 용

어로 사용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도안이 상명하달식

명칭이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과정

을 강조한 교수ㆍ학습 과정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수업지도안은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안임

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며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홍미화, 2013), 수업지도안

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수업지도안은 한 차시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

안과 공개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세안의 두 종류가 있다

(정석기, 2010, p.129).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소통의 수단으로 세안보다는 약안을 작성하는 빈도

가 더 높으므로(이혁규 외, 2012), 약안으로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시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급별, 과목별, 교사의 수업관에 따라 수업지도안

의 작성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김승호, 2011). 그러나

형식면에서 수업지도안 간의 공통점은 존재한다. 대부

분의 수업지도안은 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수

업지도안 간에 내용 요소들의 통일성도 매우 높다. 이

는 표 형식이 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해줄 뿐만 아

니라 내용을 정돈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수업지도안의 특성을 분석한 이혁규 등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업지도안에는

일시, 장소, 수업자에 해당하는 ‘수업상황’과 과목, 단원

명과 차시, 교과서 쪽수, 주제 등을 포괄하는 ‘수업 계

열’ 그리고 본시와 관련된 학습목표, 수업 모형, 학생과

교사 활동, 수업자료 등을 포괄하는 ‘수업 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혁규 등(2012)은 단위 시간

수업에서 지필형 평가와 같은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평

가가 불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평가를 수학 수업지도안

의 필수 요소로 다루진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본시

안과 본시에 대한 평가 계획까지 약안으로 간주한다는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시선 차이 분석 3

점을 고려할 때 ‘수업 평가 계획’도 일반적인 수업지도

안의 내용 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수업지도안은 교과에 상관

없이 그 형식이 일정하므로 수학 수업지도안만의 특이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수학 수업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바탕으로 수학 수업지도안의 설계

초점을 찾아볼 수 있다.

Reys 등(2009)은 학생들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

해당 차시의 핵심 발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

학 자료가 수학 수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교사가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사의 가르치는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NCTM, 2000), 학생들의 수학 관련 선행 지식, 학

생들의 발달 특성,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학 과제의 종

류, 수학적 의사소통 촉진 방안, 수학 수업에 활용할

학습 자료 선택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방정숙(2009)은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 수업내용과

학습목표 선정, 교수․학습 모형과 단계 계획, 교수․

학습 활동의 구성,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 차이를 고려

한 수업 설계, 수학교구 및 학습 자료의 효율적 활용

계획, 학생평가 계획의 여섯 가지를 수학 수업 설계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업지도안이 지니는

형식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표 형식을 따르며, ‘수업 상

황’, ‘수업 계열’, ‘수업 과정’, ‘평가 계획’ 의 4가지의

요소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Reys 등(2009)

과 방정숙(2009)이 제안한 수학 수업을 설계할 때의

고려사항들을 수학 수업지도안의 설계 지표이자 평가

기준으로 삼아 수학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2. 수학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

수학 수업에서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이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수업 자료를 학생들과 함께 검

토하거나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여(Leinhardt, 1989),

그들이 교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을 돕기 위해 수업 절차를

신중하게 조직하고 사려 깊은 발문을 통해 수업 과정

을 안내하며 수학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료

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Reys et al., 2009, p.46).

이러한 맥락에서 NCTM(2007)은 수학 교사의 전문

성 향상에 대한 다섯 가지 규준으로 ‘교사의 수학 학

습 경험’, ‘수학 내용 지식’. ‘수학을 배워나가는 학습자

로서 학생을 이해하는 지식’, ‘수학 교수법에 관한 지

식’, 장기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길러나가기 위한 참

여‘를 제시하였다. 이 규준들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을 지속적으로 기르기 위한 역할을 기술한 것으로서,

모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돕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

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교사의 필수 덕목인 것이다.

결국, 교사가 된다는 것은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성

장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수

학 수업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수학 수업지도안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학 수업을 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학 수업지도

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Mehlinger, 1995; Shulman,

2005). 따라서 수업지도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며(장명덕, 2006), 교사가 교직 생활동안 끊임없

이 갈고 닦아야할 덕목이다.

3.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란 이용자가 여러 경로나 링크를 따라

서로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비연속적인 텍스트 유형

을 말한다(김지희, 1994).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는 그

외현적인 모습에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조적인 텍스트 구

조에 독자를 포섭한다면, 하이퍼텍스트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사용자의 성향과 선택에 따라 비선형적

으로 정보를 연결해나간다(권순희, 2003; 오정훈, 2011).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는 단순히 읽기의 과정이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을 독자에서 필자로 전환하며, 비선형적

인 정보들을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와 구별된다(이소라,

2014; 오정훈, 2011; 최숙기; 2013).

수학 수업지도안은 독특한 형식 구조를 지니며 수

학 수업모형의 단계에 따라 문어적 정보와 시각적 이

미지가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수학 수업지도안은 비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연결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이퍼텍스트에 가까운 텍스트 유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와 경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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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읽기 전략을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에 비추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4. 시선 추적(Eye-tracking)

안구의 움직임은 급속한 이동을 하는 단속 운동

(saccades)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고정(fix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정의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

를 얻을 수 있다(Rayner, 1998). 시선 추적은 이러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피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요소와 과제 처리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

로(Bolden, Barmby, Raine & Gardner, 2015), 복잡한

시각적 장면을 처리하고 인지 처리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Horsley, Eliot, Knight & Reilly, 2014)

시선 추적기(eye-tracker)는 원격형(remote)과 착용

형(wearable)으로 나뉜다. 원격형 시선 추적기는 참가

자 앞에 시선 추적기 위치를 고정하여 안구를 추적하

는 방식이며, 착용형은 헤어밴드나 안경과 같은 형태

로 머리에 착용하는 방식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

용하는 시선 추적기의 종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원

격형은 상황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실증적이고 과학적

인 조작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착용형은 현실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Bojko, 2013, p.54).

시선 추적을 통해 수집한 시선 자료들은 고정 기간

(fixation duration), 고정 횟수(number of fixation), 전

체 고정 시간(total fixation time), 처음 시선이 이동한

시간(time to first fixation), 방문 시간(duration of

visit), 시선 고정율(fixation rate), 응시 경로(gaze

plot), Heat Map 등 다양한 분석 결과로 산출된다. 연

구자가 피험자의 어떤 인지 처리 과정을 보고자 하는

가에 따라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Heat Map은 시선 추적기가 제공하는 여러 분석 결

과 중 가장 직관적으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산출물

이다. 소수 참가자의 Heat Map으로는 시선 패턴을 파

악하기 힘들며, 다수의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시선 응

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Heat Map은 특정 영역에 대한 시선 응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시선이 집

중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느슨한 해석이다(김평원,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at Map을 해석할 때

참가자의 프로토콜을 함께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경

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정 기간은 안구가 특정 영역에 있는 시간을 나타

내며, 보통 처리 용량의 척도로 간주된다(Andrà,

Lindström, Arzarello, Holmqvist, Robutti & Sabena,

2013). 특정 영역에 고정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영역

에 더 많은 인지 처리가 필요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독서를 할 때 특정 단어에서의 긴 고정은 단어의 어려

움으로 해석하거나(Rayner, 1998), 어떤 장면에 긴 고

정은 그 장면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Henderson, Weeks & Hollingworth, 1999).

고정 횟수는 특정 영역을 몇 번 보았는지를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많은 고정 횟수가 있었던 단어는 어렵

거나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뜻한다

(Henderson et al, 1999; Loftus & Macworth, 1978).

방문 시간은 특정 영역에 대해 참가자가 응시한 시

간의 합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영역에 300ms의 기간

을 갖는 한 개의 고정이 있고, 10ms의 기간을 갖는 단

속 운동이 있다면 방문 시간은 310ms가 된다.

시선 추적은 사용자가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사용자 중심의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변정호, 이일선, 권용주, 2011). 따라서 예비교사

와 경력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을 시선 추적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이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하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수학 수업지도안 개발

수학과의 수업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념

형성 수업 모형, 원리탐구 수업 모형, 문제해결 수업

모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교육인적자원

부, 2002). 이는 초등 수학의 학습 주제들이 새로운 수

학적 개념을 소개하거나 원리를 탐구하거나 또는 문제

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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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평가 기준
개념

형성

원리

탐구

문제

해결

(1) 수업 내용과

학습 목표 선정

수업 내용 선정의 적절성 4.9 4.7 4.8

학습 목표를 도출의 적절성 4.6 4.8 4.6

(2) 교수․학습

모형 및 단계

수학과 교수․학습 모형 선정의 적절성 4.6 4.9 4.6

모형과 단계에 따른 절차의 적절성 4.5 4.8 4

(3) 교수․학습 활

동 구성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핵심적인 수학적 과제 선정 4.7 4.6 4.2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한 수학적 과제 배열의 적절성 4.4 4.6 4.6

교과서 재구성의 유의미함 4.6 4.7 4.3

(4) 수학적 능력

차를 고려한 수업

설계

학생들의 수준 진단 및 수업 설계 활용 4.3 4.7 4.9

학생의 능력차를 고려한 활동 계획 및 집단 운영 계획 수립 4.6 4.2 4.5

(5) 수학교구 및

학습 자료의 효율

적 활용계획

수학 교구 및 학습 자료 활용 계획의 적절성 4.4 4.7 4.5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구 및 자료 활용 계획의

적절성
4.4 4.6 4.8

(6) 수학적 의사소

통 촉진 방안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활동 4.5 4.7 4.9

(7) 학생 평가 계획

학습 결과와 과정을 점검을 위한 평가 계획의 적절성 4.6 4.3 4.6

학습목표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평가 결과 활용

계획 수립 여부
4.9 4.8 4.6

평균 총계 4.57 4.65 4.56

[표 2] 설계 기준에 따른 수학 수업지도안 3종의 평가 결과

[Table 2] Evaluation results of three Mathematics lesson plans according to design standard

문이다(방정숙 외, 2004). 세 가지 수학과 수업모형들

은 모형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와 특징들이 다르므로

(교육부, 2017) 수학 수업 모형은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수업 모형으로 수학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학년 단원(차시) 주제
수업

모형

5학년
2. 각기둥과

각뿔(7/11)
각뿔 알아보기

개념

형성

5학년

6.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10/16)

삼각형 넓이 구

하는 방법 알기

원리

탐구

6학년
4. 비율그래프

(9/12)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활용하기

문제

해결

[표 1]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

[Table 1] Contents of mathematics lesson plans

수학 수업지도안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각 모형의 핵심적인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작성하였다. 수학 수업지도안의

설계 기준은 방정숙(2009)과 Reys 등(2009)이 제안한

수학 수업 계획의 필수 포함 요소를 따랐다. 개발한

수학 수업지도안은 원활한 시선 추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세부내용과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의 수정 과정

을 거쳤으며 수학교육 전문가 1인과 박사과정 3인, 석

사과정 7인의 정기적 세미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점

검하였다. 개발한 수학 수업지도안은 D시의 수학 수업

우수교사 10명에게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 가지 수학 수업 모형으로 작성한 수학 수업지도

안은 14개의 평가요소에서 5점 만점 중 평균값이 각각

4.57, 4.65, 4.56로서 모두 4.5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개발한 수학 수업지도안이 수학 수업의 필

수 포함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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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인터뷰

시선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

하고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참여자의 관찰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시선 추적 데이터 수집 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인터뷰는 시선 추적 결과를 살펴보며 자신

의 관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회상적 구두 프로토콜

(Retrospective Verbal Protocol, 이하 RVP)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수학 수업지도

안을 살펴보는 관점,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과 그 이

유, 순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였다.

3. 참여자

일반적으로 예비교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

을 이수하는 학생, 경력교사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를 의미한다(Kim & Yang, 2016). 예비교사와 경

력교사의 수학 수업지도안의 시선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22명과 경력 5년

이상의 초등교사 21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을 판단할 때 교육실

습과 수업 설계 강의를 수강한 횟수가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교육실습과 수업 설계 강의를 경험한

횟수를 기준으로 예비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예비교사들은 모두 교육실습과 수업 설계 강의를

각각 1회씩 경험한 2~3학년 초등 예비교사들이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 결과, 예비교사들

의 연령은 21~23세(평균 21.95세)로서 수업지도안을 작

성하거나 접해본 경험은 5~23회(평균 13.8회)이며 수학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접해본 경험은 0~6회(평균

0.85회)였다. 반면 경력교사들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

로서 연령은 30~41세(평균 33.15세)이며 교직경력은

6~15년(평균 8.95년)이었다. 경력교사들이 수업지도안

을 작성하거나 접해본 경험은 45~300회(평균 117.1회)

이며 수학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접해본 경험은

7~80회(평균 26.1회)로 나타났다. 수학 수업모형에 대

한 질문에서 참가자 모두가 수학 수업모형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단계나 목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참가자는 없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과 시선 추적기의 작동 원리, 연구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

고 자발적인 동의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

후에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안구 관련 질환 등과 같은 시선

추적에 부적합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Edinburgh

Inventory for Handedness Test(Oldfield, 1971)에서 모

두 오른손잡이로 판정되었다. 시선 추적기의 적외선

반사를 고려하여 안경을 쓴 참가자와 Calibration이 되

지 않는 참가자,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참가자를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40명(예비교사 20명, 경력교사 20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통계적 처리를 시행하였다.

4. 연구 절차

시선 추적은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책상 위

에 PC를 설치하고 원격형 시선 추적 장비가 설치된

23.8인치 모니터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였다. 참여자

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제시된 수학 수업지도

안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참여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밀폐 공간의 외부에서 시선 추적 장면을 관찰하고 특

이사항을 기록하였다. 참여자들이 시선 추적기에 대하

여 가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 전 10분의 여

유 시간을 가졌다. 이 후 참여자 간 안구 움직임의 오

차를 보정하기 위한 Calibration을 실시하고 수학 수업

지도안을 살펴보는 과정을 측정하였으며 과제 수행 시

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여자가 지도안을 평소보

다 더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도록 과제 수행 시 평소와

동일하게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도록 당부하였다. 측정

이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이해도와 관점을

점검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소개한다.

2) Calibration을 수행하고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시선 데이터를 수집한다.

3) RVP를 실시하고 내용을 전사한다.

4) 관심 영역(Area Of Interest, 이하 AOI)을 설정

하고 Tobii Pro Lab 1.92와 SPSS 25.0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 분석 시, 먼저 예비교사와 경력교사들 간의 과

제 소요 시간, 시선고정 횟수, 시선고정 시간을 비교하

여 시선 경로와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후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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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Heat

Map과 RVP, 시선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시선 추적기

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AOI를 설정하고 AOI별로 예비교

사와 경력교사의 데이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5. AOI 설정

참여자들이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수학 수업지

도안을 살펴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분류 방법

으로 AOI를 설정하였다. 첫째, 수학 수업지도안의 형

식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 수업지도안의 수업 상황, 수

업 계열, 수업 과정, 평가 계획으로 나누었다. 둘째, 수

업 과정 내의 수업 단계, 학습 요항, 교수 활동, 학생

활동, 비고 영역으로 활동 요항을 나누어 어느 영역에

초점을 두고 수학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는지 알아보았

다. 이 때 교수 활동과 학생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 내

용들은 활동의 주체가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 활동으로

분류하고 활동의 주체가 교사일 경우에는 교수 활동으

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수학 수업지도안

의 어느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리고 수업 모형에

따른 핵심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지 알아보기 위

해 수업 단계에 따른 AOI를 설정하였다.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AOI설정 형태는 동일했으며 구체

적인 AOI의 분류 방법의 예시는 [그림 1]～[그림 3]과

같다.

[그림 1] 형식에 따른 AOI 구분

[Fig. 1] AOI Classification by format

수업상황(SL) 수업계열(AL) 수업과정(PL)

평가계획(AP)

[그림 2] 활동 요항에 따른 AOI 구분

[Fig. 2] AOI Classification by activity guideline

단계(P) 학습요항(LF) 교수활동(AI)

학생활동(AS) 비고(N)

[그림 3] 수업 단계에 따른 AOI 구분

[Fig. 3] AOI classification by lesson process

문제파악(IP) 사상관찰(OI) 개념화(C)

일반화(G) 적용(A)

6.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Tobii사의 원격

형 시선 추적기인 Tobii Pro Spectrum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시선 추적기에서 적외선을 송출하고 각막에

반사되는 각막광을 감지하는 원리로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최대 300Hz의 Sampling Rate 설정이 가능하

다. 또한 참가자의 신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안구의 움

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착용형에 비해 시선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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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수월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Tobii Pro Lab 1.92의

Tobii I-VT(fixation) 필터를 사용하였다. 이 필터는

공간 반경 임계값이 30°/ms로서 이보다 느린 안구 움

직임은 고정(fixation)으로 판단하고 이보다 빠른 안구

움직임은 도약(saccade)으로 판단한다. 최소 고정 기간

(minimum fixation duration)은 60ms로써 60ms 이상

머무른 시선을 고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학 수업지도안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급격한 시선의

이동보다는 관심 영역에 대한 시선 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Tobii I-VT(Fixation) 필터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선 추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선 추적률이

75%미만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나

(Bergstrom & Schall, 2014), 본 연구에서 수집한 40명

의 교사의 시선 데이터는 시선 추적률이 모두 75% 이

상이었으므로 수집한 자료를 모두 통계 처리에 사용하

였다. AOI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방문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SPSS 25.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 시

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참가자별로 과제 처리 시간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수치상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

여, 전체 방문 시간에 대한 AOI 방문시간을 백분율로

변환하여 시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Gaze plot 분석

Gaze plot을 분석했을 때, 예비교사와 경력교사는

수학 수업지도안의 텍스트를 읽는 경로가 서로 달랐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예비교사는 텍스트를 선형

적이고 연속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

분에서 비고 영역을 살펴보는 반면, 경력교사들은 수

학 수업지도안의 텍스트를 교수활동의 주제 중심으로

연결하며 읽어나가는 전략을 보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의 사용을 비교했을 때, 예비교사들 중 17명(85%)

이 선형적이고 연속적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선조

적 읽기 전략’을 사용했으며, 경력교사의 14명(70%)이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력교사들은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을 때 선형적

맥락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핵심 정보만을 옮겨

다니며 읽기 경로와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텍스트의 유형이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인지 하이퍼텍스트인지에 따라

독자의 읽기 전략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종류의

텍스트라도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읽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예비교사(위)와 경력교사(아래)의 Gaze plot

[Fig. 4] The gaze plot of experienced teachers(top) and

pre-service teachers(bottom)

2. Heat Map 및 RVP 분석

[표 3]은 수학 수업지도안을 볼 때 두 집단의 시선

이 어느 영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를 시각화한

Heat Map이다. 100ms 단위로 색이 구분되며 300ms이

상은 빨간색, 200ms 이상은 노란색, 100ms 이상은 초

록색으로 표시된다. 두 집단의 Heat Map을 RVP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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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N=20)

경력교사

(N=20)

[표 3] 관찰 관점에 대한 참여자의 Heat Map

[Table 3] Participant's Heat Map for Observation Perspective

께 비교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수학 수업지도안 전

영역을 고르게 살펴보았으나 경력교사들은 수학 수업

지도안을 볼 때 교수활동의 주요 주제만을 살펴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학 수업지도안의 관찰 관점에

대한 참여자의 RVP 발췌 내용은 [표 4]와 같다.

예비교사 경력교사

pre02: 지도안을 볼 때

이 내용이 뭔지 완벽하게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내용

인지 알아야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pre05: 저는 지도안의

내용을 두 번씩 봤어요. 이

지도안 내용을 교사가 확

실하게 알아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거든요.

experienced06: 수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를

보구요. 우리반 학생들에

게 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보죠.

experienced20: 교수활

동 제목 중심으로 수업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봤구요. 우리반 학생

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다르게 바꾸면 어

떨까 생각해봤어요.

[표 4] 관찰 관점에 대한 참여자의 RVP

[Table 4] Participant's RVP for observation perspective

RVP 분석 결과, 18명(90%)의 경력교사들이 ‘수업

흐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 용어를 사용한 예

비교사는 2명(1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

을 때, 경력교사들은 교수활동의 주제를 따라 수학 수

업지도안을 읽으면서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며 지도안

에 나타나는 활동들을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

게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읽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직 교사들의 수학 수업지도안의 작성의도가

‘수업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한 방정숙, 조

수윤(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예비교사들

은 수업 흐름보다는 수학 수업지도안을 명확히 숙지하

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모두 학습목

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경력교사들이 본시주제

를 더 많이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모형
예비교사 경력교사

개념

형성

원리

탐구

문제

해결

[표 5] 학습목표, 본시 주제에 대한 Heat Map

[Table 5] Heat Map of learning objectives an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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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비고 평가계획 비고 평가계획 비고

예비

교사

경력

교사

[표 7] 평가계획, 비고에 대한 Heat Map

[Table 7] The Heat Map about assessment plan and note

RVP에서 학습목표, 본시주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Heat Map과 RVP분석 결과 예

비교사들과 경력교사들 모두 학습목표를 수업지도안에

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

비교사들은 전체적인 단원과 주제를 먼저 파악하기보

다는 학습목표만을 중점적으로 이해하여 본 차시 수업

을 이해하려하는 반면, 경력교사들은 단원과 본시 주

제를 먼저 살펴보고 전체 구조를 파악한 뒤 본 차시

수업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비교사 경력교사

pre03: 어떤 수업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떤

수업인지 완벽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 학습목표부

터 봤어요. 학습목표를

알아야 수업을 할 수 있

으니까요.

pre07: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도 그렇듯이 어떤

내용을 수업하는지가 중

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서 학습목표를 집중해서

봤어요.

experienced05: 이 차

시가 어떤 내용인지 알

기 위해 본시주제와 단

원을 봤어요. 그리고 학

습목표를 봤구요. 본시

주제와 단원을 보면 이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experienced10: 저는

본시주제와 학습목표부터

봐요. 어떤 단원의 어느

차시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학습목표에서부

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봐요.

[표 6] 학습목표, 본시 주제에 대한 RVP

[Table 6] RVP of learning objectives and subjects

셋째,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예비교사들은 평가계

획과 유의점 및 자료가 제시된 비고 영역을 경력교사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평가계획과 비고영역에서

관한 RVP 발췌 내용은 [표 8]와 같다.

예비교사 경력교사

pre11: 평가가 중요하

다는 얘기는 강의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래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학생

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면 수업 후에는 평

가를 꼭 해야 되잖아요.

pre12: 활동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 생기면 이쪽 부분(비

고 영역)을 살펴봤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서 지오보드하고 4D프

레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참동안을 봤어요.

experienced08: 평가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평가계획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평가

계획은 대부분이 그렇다,

보통이다. 어려움이 있

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experienced12: 지도

안을 볼 때 전체를 훑어

보다가 학생들에게 활용

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이쪽(비고)을 살펴봐요.

자료가 괜찮으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

했던 것 같아요.

[표 8] 평가계획, 비고 영역에 관한 RVP

[Table 8] RVP about assessment plan and note

RVP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강의를 통해 평가의

중요성을 학습하여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학생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업 후에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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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pre-service n1=20, experienced teacher n2=20)

수업모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예비교사 경력교사 예비교사 경력교사

개념형성

과제 처리 시간(ms) 291281.3 170860.4 126799.02 73476.46 3.675**

시선 고정 횟수(회) 1027.2 593.5 565.58 258.40 3.119**

시선 고정 시간(ms) 291281.3 142479.75 126799.03 62919.32 4.701**

원리탐구

과제 처리 시간(ms) 265509.05 162921.55 147053.64 75657.13 2.774**

시선 고정 횟수(회) 852.6 563.45 439.63 267.34 2.513*

시선 고정 시간(ms) 212489.8 134326.55 106302.50 67256.44 2.779**

문제해결

과제 처리 시간(ms) 301059.1 171253.1 170256.43 90610.74 3.010**

시선 고정 횟수(회) 969.5 607.4 521.05 326.99 2.632*

시선 고정 시간(ms) 236454.65 140106.65 122310.38 79165.68 2.957**

*p<0.05, **p<0.01

[표 9] t 검정 결과

[Table 9] The result of t-test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경력

교사들은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수학 수

업지도안의 평가계획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경

향이 있었으며 수업과정과 평가계획의 구분이 불필요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그룹 모두

평가를 수업지도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

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수학 수업지도안에 적

용하는 방식은 다름을 알 수 있다.

비고 영역에 대한 RVP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

사들이 비고 영역을 오랫동안 살펴본 이유는 수학 수

업지도안의 활동 내용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접하는 수학 어휘들(지오보드, 4D프레임)

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경력교사들은

어떤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지 판단하고 지도하는 학생

들에게 적용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

고 영역을 살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제 처리 시간, 총 시선고정 횟수, 총 시선고

정 시간 비교

수학 수업지도안의 과제 처리 시간, 총 시선고정 횟

수, 총 시선고정 시간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9]와 같다.

개념형성 수업모형에서 예비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간은 291281.3ms이며 경력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

간인 170860.4ms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3.675, p=.001). 평균 총 시선고정 횟수의 경우

1027.2회로 경력교사의 593.5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t=3.119, p=.005), 평균 총 시선고정 시간 또한

291281.3ms로 경력교사의 142479.5ms보다 유의하게 길

었다(t=4.701, p=.000).

원리탐구 수업모형에서 예비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간은 265509.05ms이며 경력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간인 162921.55ms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2.774, p=.009). 평균 총 시선고정 횟수의 경우 852.6

회로 경력교사의 563.45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t=2.513, p=.016), 평균 총 시선고정 시간 또한

212489.8ms로 경력교사의 134326.55ms보다 유의하게

길었다(t=2.632, p=.012).

문제해결 수업모형에서 예비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간은 301059.1ms이며 경력교사의 평균 과제 처리 시

간인 171253.1ms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3.010, p=.005). 평균 총 시선고정 횟수의 경우 969.5

회로 경력교사의 607.4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t=2.632, p=.012), 평균 총 시선고정 시간 또한

236454.65ms로 경력교사의 140106.65ms보다 유의하게

길었다(t=2.957, p=.005).

결과적으로 예비교사는 경력교사에 비해 과제 처리

시간과 총 시선고정 시간이 유의하게 길고 총 시선고

정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연구에서 과제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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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총 시선고정 횟수, 총 시선고정 시간이 길다는

것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Koh, Yoon, Min, Choi, Ko & Hwang,

2010; Park, 2012)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비교사에게

수학 수업지도안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RVP 질문에서 예비교사들 중 15명(75%)이 수학 수업

지도안의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력교사들은 3명(15%)만이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학 수업지도

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15명의 예비교사들에

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10명(66.7%)은 ‘학생

수준과 선행지식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지도하는

방법의 미숙’을 들었으며 2명(13.3%)은 ‘수학 수업지도

안을 접해본 경험의 부족’, 3명(20%)은 ‘교육과정이나

모형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라 응답했다. 이처럼

예비교사들은 과제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음

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예비교사들

이 수학 수업지도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도하고 있

지도 않은 학생들의 수준과 선행학습 정도와 같은 수

업의 배경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을 제

공하기 위해 지식을 재배경화(recontextualize), 재개인

화(repersonalize)하므로(Chevallard, 1991), 수학 수업

지도안은 학생 수준, 선행학습 등의 배경을 고려한 교

사의 교수학적 상황의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이를 설계한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예비교사들이 수학수업지도안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수업을 설계한 교사의 재배경화, 재개인화를 이해하여

교수학적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AOI 분석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해 형식, 활동 요항, 수

업단계로 AOI를 설정하여 시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때 백분율의 평균값은 수학 수업지도안의 전체 시

선 데이터에 대한 AOI별 시선 데이터의 백분율이며,

AOI가 수업지도안 전체에 대해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값의 합은 100%가 되지 않는다. 수집한 시선 데이

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 형식에 따른 두 집단의 방문 시간 차이

형식에 따라 설정한 AOI에서 평가계획 영역이 개념

형성 수업모형(t=6.525, p=.000), 원리탐구 수업모형

(t=10.574, p=0.000), 문제해결 수업모형(t=4.791,

p=0.000)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평가계획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 오랜 시간 동안 평가계획 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반면, 경력교사는 상대적으로 평가계획을 소홀히 여기

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RVP에서 평가계획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을 때, 평가계획의 내용이

나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사들은 82.5%였다

(예비교사 18명, 경력교사 15명). Heat Map 분석 결과

에 비추어보았을 때, 경력교사들이 수업 흐름을 매우

중시하는 것에 비해 평가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

이 평가계획을 수학 수업지도안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

하여 시선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

하고 평가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림

5]와 같이 평가계획이 지도안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음

을 파악하지 못한 예비교사는 19명(95%)에 달했다.

[그림 5] 평가계획과 수업 내용의 연결성

[Fig. 5] Connectivity between assessment plan

and content of lesson

평가계획의 실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예비교사들

중 16명(80%)이 수학 수업지도안의 평가계획이 수업

후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

제 학생들을 평가해야하냐는 일반적인 질문에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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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모형 AOI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예비교사 경력교사 예비교사 경력교사

개념형성

형식

수업 상황 0.376 0.601 0.447 0.640 -1.289
수업 계열 0.870 1.613 1.158 1.246 -1.955
수업 과정 82.139 84.570 6.381 5.251 -1.316
평가 계획 15.853 6.972 5.251 3.365 6.525**

활동 요항

단계 2.567 2.408 1.382 1.591 0.337
학습 요항 5.884 6.152 3.199 4.066 -0.232
교수활동 21.750 25.650 3.913 5.548 -7.509**

학생활동 23.657 20.625 6.091 4.959 1.726
비고 16.026 7.737 3.670 2.381 8.475**

수업 모형의

단계

문제파악 17.615 7.004 3.226 1.776 12.887**

사상 관찰 17.593 26.706 3.657 3.762 -7.768**

개념화 4.175 5.922 1.143 1.473 -4.189**

일반화 17.912 17.738 4.736 4.448 0.120
적용 14.151 10.330 4.080 3.107 3.332**

원리탐구

형식

수업 상황 0.179 0.285 0.318 0.653 -0.655
수업 계열 1.118 1.881 1.526 1.546 -1.571
수업 과정 84.105 83.942 5.803 7.095 0.080
평가 계획 14.046 6.371 2.140 2.441 10.574**

활동 요항

단계 1.760 1.550 1.097 1.613 0.482
학습 요항 5.754 5.796 3.758 5.157 -0.029
교수활동 21.954 32.737 5.238 5.423 -6.396**

학생활동 28.200 23.343 8.551 6.453 2.028*

비고 15.279 6.891 3.873 2.791 7.859**

수업 모형의

단계

문제 파악 17.922 8.798 2.933 1.675 12.082**

예상 13.349 26.726 4.155 4.352 -9.942**

검증 15.114 17.114 6.345 5.527 -1.063
일반화 8.882 8.647 4.202 4.423 0.172
적용 17.244 11.675 5.021 5.340 3.398**

문제해결

형식

수업 상황 0.241 0.217 0.453 0.285 0.196
수업 계열 1.249 1.678 0.894 1.425 -1.142
수업 과정 85.822 86.677 4.951 8.296 -0.396
평가 계획 9.882 5.277 3.366 2.672 4.791**

활동 요항

단계 1.964 1.245 1.064 1.231 1.977
학습 요항 4.527 4.123 2.678 3.420 0.416
교수활동 18.764 27.615 3.156 5.903 -5.914**

학생활동 35.073 29.506 4.137 4.376 4.134**

비고 15.368 7.378 4.553 2.335 6.983**

수업 모형의

단계

문제 파악 23.893 13.708 2.869 2.232 12.531**

해결방안 탐색 4.677 8.600 1.885 2.307 -5.890**

문제해결 33.789 31.539 6.658 10.327 0.819

검토 7.821 6.664 2.562 3.018 1.307

적용 6.471 4.167 2.495 3.471 2.410*

*p<0.05, **p<0.01

[표 10] 수학 수업지도안 3종의 방문 시간에 대한 t 검정 결과

[Table 10] The result of t-test about visit duration on three mathematics less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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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중ㆍ후에 모두 평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예비교사들이 교직이수과정에서 학습한 평가방법과 수

학수업지도안을 이해할 때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학습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나. 활동 요항에 따른 두 집단의 방문 시간 차이

활동 요항에 따라 두 집단의 방문 시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 모두에서 교수활동

과 비고 영역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력교

사들이 예비교사들에 비해 교수활동을 상대적으로 많

이 살펴봤으며, 예비교사들은 비고 영역을 경력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살펴봤음을 의미한다.

경력교사들이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교수활

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해했

다는 RVP분석 결과로 보았을 때, 경력교사들이 학생

활동보다 교수활동을 중시해서 이 영역을 많이 봤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교수활동의 주제들을 읽으면서 전체

수업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비고 영역

이 활동 내용의 유의점이나 자료를 포함하며 수학 수

업지도안의텍스트 난이도가 예비교사들에게 상대적으

로 높았다는 시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 중 이해하지 못

하는 자료와 수학적 어휘, 문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고 영역을 많이 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수업단계에 따른 두 집단의 방문 시간 차이

수업단계에 따라 두 집단의 방문 시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개념형성 수업모형에서는 문제파악(t=12.887,

p=.000), 사상관찰(t=-7.768, p=.000), 개념화(t=-4.189,

p=.000), 적용(t=3.332, p=.002)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원리탐구 수업모형에서는 문제파악(t=12.082, p=.000),

예상(t=-9.942, p=.000), 적용(t=3.398, p=.002) 단계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문제해결 수업모형에서는 문

제파악(t=12.531, p=.000), 해결방안 탐색(t=-5.890,

p=.000), 적용(t=2.410, p=.002)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예비교사들이 3종의 수학 수업지도안에서 공통적인

수업단계인 문제파악과 적용단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

는데 비해, 경력교사들은 개념형성 수업모형의 사상관

찰 단계, 원리탐구 수업모형의 예상 단계, 문제해결 수

업모형의 해결방안 탐색 단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력교사들은 각 수업 모형에서 강조하

고 있는 수업의 핵심 영역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었다. 하지만 예비교사와 경력교사 모두 수학 수업모형

의 핵심 영역과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던 참가

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선 추적 결과

는 경력교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경력교

사는 비슷한 수업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수

업의 핵심 부분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의

순서나 발문,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Reys et al, 2009, p.60).

경력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실천적인 지식은

일찍이 Shulman(1987)이 주장한 교수학적 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이라 볼

수 있다. PCK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업 경험을 바

탕으로 하는 실천적 지식이며 오직 교사의 반성적인

수업 실천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김병수, 임진영,

2014). 그러나 PCK는 교사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수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으며, 단

지 경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이

금선, 강옥기, 2008).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자기 연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예비교사와 경력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읽고 이

해하는 과정을 시선 추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

(Top-Down) 접근 관점을 제안해줄 필요가 있다. Heat

Map과 RVP분석 결과, 경력교사는 교육과정 계열과

단원의 주제로부터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하향식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반면,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지도안

의 세부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며 수업 전체를 이해

하려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취했다. 특히 수학 수업지

도안을 이해할 때 예비교사들은 지도안의 내용을 파악

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는 예비교사들이 아직 수학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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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우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의 전문성이 경

력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듯

이 수학 수업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지만,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수학 수업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에게 수학 수업지도안 작성 교육에

앞서 수학 수업지도안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장

구조를 먼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시선 데이터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에게 수학 수업지도안은 경력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았다. 이로 인

해, 예비교사들이 비고 영역을 자주 살펴보며 수학적

자료와 어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이해하려는 시

선 고정을 보였다. 즉, 잦은 시선 고정으로 인해 과제

처리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수학 수업지도안을 친숙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기 전에 수학

적 어휘와 수학 수업지도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수학 수업지도안을 볼 때 내용 하나하나를 숙

지하기보다는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관점의 변화

가 필요하다. Heat Map과 RVP분석 결과, 경력교사들

은 수업의 흐름을 중시하나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지

도안의 내용을 숙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르쳐야할 수학 내용을

상세하고 완벽하게 계획하는 교사는 거의 없으므로

(Reys et al., 2009, p.59), 수업지도안은 완벽한 계획이

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숙지하여

지도안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수업하기 보다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비교사

교육에서 나무를 보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수학 수업

지도안의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거시적

인 안목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넷째, 경력교사들은 평가계획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지

도안을 이해할 때 평가의 역할과 방법 및 그 연결성에

대한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AOI분석 결과에 따

르면 경력교사들은 평가계획이 형식적인 영역이라 인

식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계획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RVP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경력교

사들이 평가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수학 수

업지도안의 평가계획을 형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적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 패러다임이 수업 과정

과 함께 이루어지고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평가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학 수업지도안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평가계획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예비교사들은 RVP 과정에서 평가가 수업 전ㆍ중ㆍ

후에 수행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지도안 내 평가계획은

수업 후에 실시해야 되는 절차라고 여기는 괴리를 가

지고 있었다. 이는 교직이수과정에서 배운 이론 중심

의 학습이 실천과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이론에 기반한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최승현과 황혜정(2009)은 수업 컨설팅을 제안

하고 있다. 학위와 실적을 갖춘 대학원생, 현직 교사

등의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예비교

사들과의 매칭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는 공통의

교수 언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과 컨설턴트와의 지속적인 수업컨설팅을 통

해 평가에 대한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적 역량

을 기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예비교사들에게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두 집단의 Gaze pl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지도안을 ‘선조적 읽기

전략’을 사용한 반면, 경력교사들은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력교사의 전략은

수학 수업지도안을 구성하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 자신

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 정보들을 모아 의

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수학 수업지도안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읽어나가는 예비교사들과 달리 스스로 정

보를 선택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주도적인 읽기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학 수업지도안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므로(Reys et al., 2009, p.59), 예비교사들은 하이퍼

텍스트 읽기 전략을 통해 수학 수업지도안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읽고 자신만의 수업 흐름과 그 의미를 머

릿속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에게 PCK 역량을 길러줄 필



손 태 권․이 광 호16

요가 있다. 시선데이터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와 AOI

설정에 따른 시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

사들은 수학 수업지도안에 내포된 교수학적 변환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PCK 역량이 부족한 것으

로 드러났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에 대한

이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PCK 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실제 교수

활동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비교사들이

이론적 앎과 실천의 괴리에 직면하게 되면 학창 시절

의 수업 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

병수, 임진영, 2014). 또한, PCK를 개발할 때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ㆍ학

습 방법은 교사의 사고 양식과 태도, 기질에 관련되며

모든 교사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동에

게 전적으로 해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예비교사

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PCK 수준을 드러내고, 수업 능

력이 입증된 우수한 교사들의 PCK를 바탕으로 부족한

PCK를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PCK 보완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풍부한 경험을 통

해 전문적 지식을 구성한 교사들의 실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예비교사들의 체계적인 전문

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학 수업지

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선 데이터를 비교ㆍ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학년별 분류

와 현직교사들의 경력에 따른 분류 등 여러 그룹의 시

선 데이터를 비교하고, 참여자의 회귀(regression), 도

약(saccade) 등의 시선 처리과정을 포함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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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업 모형에 따른 수학 수업지도안 3종



손 태 권․이 광 호22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시선 차이 분석 23



손 태 권․이 광 호24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학 수업지도안에 대한 시선 차이 분석 25



손 태 권․이 광 호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