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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o disseminate the 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 (POCoM) for practical improvement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searcher and teacher, an in-service program 
has been developed, applied and evaluated. The in-service program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video-recording of actual science teaching has been used as a primary resource, (2)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 and researcher and among teachers have been emphasized, (3) activities have been mainly 
included. The in-service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for nine hours, and 17 science teachers have 
been recruited as volunteers. The result shows that, by checking the agreements between raters, we found 
that teachers’ expertise in analyzing the science class using the 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KTOP) has improved, and we have confirmed that teachers are able to judge whether the science class 
has improved or not. Through the questionnaire, various highly positive responses could be obtained 
from teachers. An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eachers’ activities during the in-service program, teachers’ 
questions, their difficulties in doing activities, and their comments for improving the program has also 
been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a list of recommendations for a more effective in-service 
program have been suggested. It is expected that this list can be utilized for more effective and meaningful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service course. 

Key words:
In-service program, 
improvement of science 
teaching, teacher’s expertise, 
analyzing science class 

* 교신저자 : 박종원 (jwpark94@jnu.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B00205).
http://dx.doi.org/10.14697/jkase.2014.34.3.0261

Ⅰ. 도입

교육에서 학습이론과 학교에서의 실제 지도 사이에 괴리(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De Corte, 
2000; Roth, 2007). 예를 들어, Park et al.(2014a)에 의하면, 우리나라 

과학교사들은 과학교육이론과 지도전략이 실제 과학수업을 위해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교육 이론

과 지도전략들 중에서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한 정도가 약 2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Choi et al.(2012)도 초등교사들이 과학학습에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수업에서는 단순기억이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간단한 질문만을 사

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과학교육분야에서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POCoM(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이라는 모델을 개발하

여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Park et al., 2014b). POCoM에서 ‘실제적(practical)’이란 실제 과학수

업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의미하고, ‘현장(on-site)’이란 연구자가 직접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실제 과학수업을 관찰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협력(cooperation)’이란 전문가의 일방적 지

도에 의한 수업 개선이 아니라, 교사와 전문가와의 협력에 의한 수업 

개선이라는 의미이다(Park et al., 2014b). 
POCoM의 특징을 요약하면(Park et al., 2014b), 첫째, 수업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미리 정해진 과학교육 이론이나 개발된 지도전략을 수

업에 적용하기 보다는(Chinn & Benne(1969)에 의하면 ‘경험-논리적

(empirical-rational)’ 방식이라 함), 실제 과학수업을 관찰하면서 무엇

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것으로부터 과학수업을 개선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분석

이 끝나면 곧바로 교사는 전문가의 수업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안하고 계획하게 되는데, 
전문가는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문가

는 특정한 방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교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하도록 격려하였고, 가능하면 교사가 익히 알고 

있는 과학교육이론과 지도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선

방안을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실험적 방법(in 
vitro)이 아닌 자연적 방법(naturalistic, 또는 in vivo)을 따랐다. 즉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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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실험적 방법보다는 

일반 과학수업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수업을 개선하려는 자연적 

방법(Dunbar, 2001)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POCoM을 통한 수업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은 4개 반에서 반복해서 지도해야 하는 경우를 

활용하였다.
POCoM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과학수업을 관찰하면서 어떤 측면

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Park 
et al.(2014)은 KTOP(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KTOP은 기본철학, 학습목표, 활동, 평가의 4개 대범

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10개의 중범주와 30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부록 1과 2). 
Park et al.(2014b)은 2년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POCoM을 총 18

개의 협력팀에 적용하였고, 그 중에서 3개의 적용결과에 대해서 수업

개선율1)이 72.2~96.4%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참여한 교사들

로부터 POCoM의 적용과정이 약간은 어려웠지만, 즐거웠고, 자신의 

수업 개선을 이룰 수 있었으며, 교사 전문성 향상도 볼 수 있었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4b).
이와 같이 POCOM의 적용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와 교사가 일 대 일로 협력하는 과정이었으므로, 보다 많은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수업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자뿐 아니라 수업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교사도 

수업개선을 위한 협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업을 관찰하여 분석하고, 수업개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과학수업 

개선을 보다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이 교실 

수업 개선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고(Ostemeier et al., 2012),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ovitz & Turner, 2000; Zeichner, 2006).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둘째,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분석 능력이 향상되는지 조사한다. 
셋째, 연수과정에서의 교사의 어려움이나 행동특성, 연수의 난이도

나 도움 정도 등 연수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반응을 설문지와 관찰 

등을 통해 수합하고 분석한다.
넷째, 보다 좋은 연수가 되기 위한 고려해야 할 점을 추출하여 제안

한다.

II. 연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교실수업의 개선과 교사의 수업지도 전문성을 위해 연수를 강조해 

왔지만, 기존의 교사교육이나 연수가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Little 1993; Park et al., 2001; Russell et al., 2001). 예를 들면, 
Smylie(1989)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습을 위한 14가지 자원들 중에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사연수를 13위, 대학에서의 교육을 14위로 평가

하였고, Zeichner & Tabachnick(1981)은 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학습

1) 수업 개선율은 Park et al.(2014b)이 수식을 개발하여 구한 결과이다.

지도 이론과 기능이 중등학교로 가면 모두 씻겨 없어진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Yeo(2003)가 33명의 중등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평균이 ‘보통’ 정도로 높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Loucks-Horsley et al. 2003; Rogers 
et al., 2007). 예를 들어, Desimore(2011)는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한 연수에서는, 첫째, 교과내용과 학생이 교과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지를 강조해야 하고, 둘째, 관찰이나 피드백, 또 학생활동 분석이나 

발표 등의 활동 기회가 있어야 하며, 셋째, 다른 전문성 계발과정, 교사의 

지식과 믿음, 학교나 교육청 또는 정책 등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 충분한 시간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교사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적인 학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Hiebert et al.(2002)도 문헌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학교에 기반을 두고, 협력적이며, 학생의 

학습을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Guskey(2003)는 효과적인 교사전문성 계발을 위한 13개 리스트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수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 다음 3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교사연수는 내용면에서 실제 수업을 소재로 하고 실제 수업의 

개선을 위한 내용일 필요가 있다(Guskey, 2003; Hiebert et al., 2002; 
Nielsen, 2012).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많은 연수가 교사들에게 교육

이론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접근이 실제 수업상황

과 연계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수업지도방법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Lieberman, 1995). 교사들도 교실 밖에서의 학습경험들이 

일상적인 지도와 너무 동떨어져서 실제 지도에 의미있는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불평한다고 하였다(Putnam & Borko, 2000, p. 6). 그래서 

Rogers et al.(2007)는 교사들의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해 

먼저 중요한 것으로, ‘쉽게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자신의 수업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업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자료’
들을 언급하였다. Supovitz & Turner(2000)도 교사교육은 구체적인 

지도과제에 교사가 참여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실제 상황과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교사연수는 방법면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개발하고, 

활용해 보는 활동 중심이어야 한다(Desimore, 2011). 예를 들면, 학생

을 탐구중심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탐구를 해보는 활동중

심으로 진행하거나(Tobin, 2011),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

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창의활동을 해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방식(Park et al, 2010) 등이 활동 중심 연수의 예라고 하겠다. 또 교사

들이 연구자의 역할이 되어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의 활동 중심 연수도 있다(Capobianco 
& Feldman, 2010; Chou, 2010).

셋째,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일방향적인 지도보다

는 교사들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이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Chan & Pang, 2006; Russell, 2001). 
예를 들면, Carroll(2005)은 교사들의 학습 그룹(study group)이 학습지

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Westheimer(2008)
는 “교사 교육자들이 교사학습에서 사회적이고 상호의존적 본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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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p. 757). Smylie(1989)의 연구에서도 교사들

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14가지 자원들 중에서 2위가 ‘다른 교사와의 

협의’, 4위가 ‘다른 교사 수업의 관찰’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Guskey(2003)는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한 21개 특성들 중 

3번째로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상호교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Loughran 
et al.(2003)은 수업지도에 활용되는 교사들의 지식이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끌어내고 교사들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수(PEEL Program)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지도를 위한 원리’ 10개 항목에 대해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이끌어내고 공유하기 위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연수는 (1) 실제 수업(녹화자료)을 연수의 

소재로 활용하면서(Sherin & Han, 2004; Zhang et al, 2011)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2) 수업을 분석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고안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나 안내보다는 참여 교사들이 분석하고 고안한 

수업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하였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PCK관련 지식과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erber et al.(2011)은 

2년간의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의 과학 및 수학 지식과 얼마나 발전했

는지를 개념평가도구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Radford(1998)는 3주간의 

연수 후에 과학교사의 과학지식, 과학탐구기능,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Brown et al.(2013)은 예비교사

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PCK구성 요소 중 3가지를 

선정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Kim(2012)이 15주에 걸

쳐 구성주의적 수업방식을 강조한 모의수업을 설계하고 시연하며 분

석하는 활동을 한 후, 인식론적 신념과 과학교수 효능감을 조사하여 

사전과 사후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둘째, 프로그램 후에 실제 교사의 과학수업 지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나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imble et al.(2006)는 교사 전문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8명을 

대상으로 6년간에 걸쳐 그들의 과학수업을 관찰하면서 과학수업이 구

성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조사하였고, Boyle 
et al.(2004)은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국의 269명의 과학교

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후, 학교 지도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설문지로 조사한 바 있다.
셋째, 연수를 받은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성취도 및 태도 변화 

등을 볼 수 있다. Radford(1998)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사 연수 후에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실험을 하고 과학을 즐기며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학생으로부터 얻은 바 있다. Smith et al.(1998)은 비형식 교육

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직접 동물원 등을 

방문하면서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글쓰기 의사소통 기능 등에서 향상

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수 효과의 이러한 3가지 측면들 중에서 첫 번째 

측면(교사의 PCK 발전)에 한정하여 연수 효과를 조사하였다. 즉 과학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연수를 통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수의 효과를 살펴볼 때, 연수의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연수의 

부족한 측면들도 함께 분석하여 연수가 앞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진 두 번째 관심은,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

으로 설문과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여, 부정적인 응답들에 기초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무엇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이론의 제안과 실행이 증거에 기반

(evidence-based)해야 한다는 관점(Biesta, 2007; Hiebert et al., 2002; 
Kearns et al., 2010; Scharaw & Patall, 2013; Slavin, 2008)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Korthagen & Kessels(1999)는 교육이론과 지도전

략에 대한 충분하고 누적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100번 이상의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cited in Slavin, 2008).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연수 프로그램이 보다 더 효과

적이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하

게 적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의 조사가 1차 결과가 

되어,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고려할 점들이 추출되면, 그러한 

것에 기초하여 앞으로 연수가 수정 보완되고 2차, 3차 등의 적용을 

통하면서 안정화될 때, 본 연구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장 보급할 수 

있는 증거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과 내용 및 시행

POCoM을 확산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 특징을 가지고 개

발되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과학수업을 녹화한 자료를 사용

하여 실제 과학수업을 분석하고 그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강의식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활동

을 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 개발한다.
둘째, 내용에 따라 교과에 상관없는 공통내용과 교과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영역별 내용을 따로 개발한다.
셋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관련 학회에서 워크숍을 실

시하여 문제점(예를 들면, 직접 수업 비디오를 보고 분석하기 전에 

KTOP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참여 선생님들이 

자신이 분석한 결과와 다른 사람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고 싶어 하였

다, 수업을 관찰하면서 KTOP의 모든 항목을 동시에 다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등)을 보완한다.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수업분석을 위해서는 Park et al.(2014)이 개발하여 실제 과학수업 

개선에 활용한 KTOP(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을 활용

하였다(부록 1). 이때 KTOP 각 항목에 대한 정의와 반례 및 예를 설명

해 주었다(부록 2). 여기에서 ‘반례’는 수업이 개선된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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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contents of the in-service program for spreading 
the POCoM 

주요 내용 구성 시간

1. POCoM 및 KTOP 소개 
  - POCoM 연구의 개요
  - KTOP 소개 : KTOP 30개의 정의, 예, 반례 설

명과 질의 응답

강의중심 09:00
-10:20

2. KTOP을 활용한 수업 분석 연습 
 가. 연습 1 : 10분짜리 수업비디오를 보고 ‘개선할 

점’ 분석 연습
 나. 연습 2 : 10분짜리 수업비디오를 보고, ‘좋은 

점’과 ‘개선할 점’ 분석 연습
 다. 연습 3 : 10분짜리 수업비디오를 보고, ‘좋은 

점’, ‘개선할 점’, ‘개선의견’ 분석 연습

활동중심 10:30
-12:00

3. 1차시 수업 분석 
 - 1시간짜리 수업비디오를 보고, ‘좋은 점’, ‘개선

할 점’ 분석

활동중심 13:00
-13:50

4. 1차시 수업 분석 결과 발표 및 논의 
 - (3)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 비교, 차이에 

대한 이유 분석 

의사소통
중심

13:50
-14:40

5. 개선안 제안 역할놀이
 가. 개선안 제안서 작성 :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개선 의견 적기
 나. 수업 협의 역할놀이 1
 - 2명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수업을 시행한 교사, 

다른 한 사람은 수업개선을 도와주는 사람 역할
을 하여, 개선안 협의하기

 다. 수업 협의 역할놀이 2
 - 교사역할과 수업개선을 도와주는 사람 역할을 

바꾸어 개선안 협의하기

활동 및
의사소통 

중심

15:00
-16:00

6. 개선안 협의 결과 발표
 - 합의된 개선안 발표, 비교하기

의사소통 
중심

16:00
-16:40

7. 4차시 수업 분석
 - 4차시 수업 비디오를 관찰하고, 1차시와 비교하

여 개선정도를 분석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
되면 0점,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0.5점, 개선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1점 부여)

활동중심 17:00
-18:00

8. 1차시와 4차시 수업 비교 및 개선정도 논의
 - 각자 분석한 개선정도를 전체적으로 비교
 - 개선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에 대한 비교, 이유 분석

의사소통
중심

18:00
-18:40

9. 마무리
 - 전체 의견을 나누고, 설문지 작성

의사소통 
중심

18:40
-19:00

Table 2. Basic guidelines for cooperating for improving science 
class

개선을 협의 방법과 유의사항

1. 수업평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협의라는 점
  - 교사가 먼저 수업을 개선해 보도록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다고 분석한 

부분은 교사의 수업 미숙이라기보다는 보다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볼 점이라고 강조.

2.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이라는 점
  - 교사가 먼저 개선안을 제안해 보도록 격려하고,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개선의견을 내기보다는 개선을 위한 방법을 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
요함.

  - 연구자가 개선의견을 제안할 때에도 교사의 동의와 능력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관점이나 철학의 변화가 필요
한 경우에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도 있음.

3.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점
  - 커다란 개선을 통해 한 번에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여, 개선과정이 편하고 
익숙해지도록 유도함.

  - 한 번의 개선 시도로 실제로 다음 수업에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개선노력을 격려함.

4.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
  - 교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 수업에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이

고 가능한 개선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필요하면, 연구자가 개선을 위한 관련자료들을 안내하거나 제공해 줄 

수도 있음.
5. 이론에 기반한 개선
  - 개선의견은 직관이나 시행착오적인 것보다는 교사의 경험에 근거한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나 과학교육이론과 지도전략을 활
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때 가능하면 교사가 익히 알고 있는 과학교육이론과 지도전략을 활용
하도록 함.

Table 3. Summary of contents of science class used for 
analyzing science teaching

분야 주요 내용

물리
빛의 굴절, 최소시간 법칙과 빛의 속력 변화에 의한 굴절 현상 설명,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교, 굴절과 관련된 자연현상의 설명 등

지구
과학 

태양의 겉보기 운동, 별의 연주운동, 계절에 따른 별자리 등

분석된 사례이고, ‘예’는 개선된 수업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례와 예는 교사들이 수업의 어느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협의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협의 

방법과 협의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안내해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이 과정에서 특히 ‘5. 이론에 기반한 개선’을 강조한 이유는, 
앞선 연구에서 과학교사들이 이미 많은 과학교육이론과 지도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이 

있었고(Park et al., 2014a; Zeichner & Tabachnick, 1981), 또 많은 

연구에서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분석대상 수업

연수에서 사용한 분석용 수업은 중학교 과학수업으로 물리내용 수

업과 지구과학 내용 수업이다. 수업한 물리내용과 지구과학내용의 간

략한 소개는 Table 3과 같다. 
연수에서 사용한 수업 비디오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4b). 물리내용 수업과 지구과학 내용 수업

으로 각각 1차시와 4차시 수업을 활용하였으므로, 연수에서 사용한 

수업비디오는 총 4개였다. 1차시와 4차시 수업은 각각 동일한 주제이

면서 서로 다른 반 수업으로, 1차시는 과학수업을 처음 실시한 반의 

수업을 의미하고, 4차시는 동일한 주제를 4번째 수업한 다른 반의 수

업을 의미한다. 1차시 수업과 4차시 수업에는 반이 다르다는 것 이외

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즉 1차시 수업은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자와

의 협의가 없이 교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한 수업을 의미하고, 2차시 

수업은 1차시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개선을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를 하여 수업개선을 실시한 수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4차시 수업

이란, 1차시 수업 후에 3번째 수업개선을 시도한 수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 연구(Park et al., 2014b)에 의하면, 4차시 수업이 1차시 

수업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었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하면서 개선되기 

이전 수업(1차시 수업)과 개선된 수업(4차시 수업)을 분석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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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cipants

분야 교사수(명) 평균 경력

지역 성별

호남
지역

경상
지역

남 여

물리 7 6.8년 3 5 7 1
지구과학 10 7.2년 5 4 6 3

합계 17 7.0년 8 9 13 4

두 평가자 모두 긍정적 평가를 한 경우의 수=PP
한 평가자는 긍정적 평가를, 다른 평가자는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의 수=PN
한 평가자는 부정적 평가를, 다른 평가자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경우의 수=NP
두 평가자 모두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의 수=NN 

 


,  


,   


Figure 1. Formular for interobserver agreement

Table 5. Questionnaire 
설문 내용 응답형식

I. 배경
 - 학교급, 전공, 경력, 지역, 성별

II. 연수내용과 구성
 II-1. (난이도)전반적으로 연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II-2. (시간)연수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II-3. (강의구성/방법)강사의 강의와 참여교사의 개인별/조별 

활동으로 구성된 연수 방법이 적절했습니까? 
 II-4. (좋은 점)본 연수에서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II-5. (내용)연수 내용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있다면 무엇입니

까?
 II-6. (내용)연수 내용에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

입니까?

리커트 척도
이유 설명

III. 연수의 도움 정도
 III-1. (전반적인 도움)전반적으로 본 연수에서 도움을 받은 

점이 있습니까?
 III-2. (수업개선에의 도움)연수 내용이 실제 학교 과학수업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II-3. (실천)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연수 내용에 따라 수업을 

관찰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III-4. (추천)연수를 다른 교사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리커트 척도
이유 설명

IV. 연수의 개선점 및 기타 의견
 IV-1. (보완점)본 연수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

면 무엇입니까?
 IV-2. 기타 의견(심화연수의 필요성이나 다른 연수와의 차별

성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주관식 응답

이유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도 수업이 개선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연수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지만(Table 1의 5, 6단계 활동),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

은 없으므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

지를 확인해 보기(Table 1의 7, 8단계 활동) 위해서이다.

3. 대상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중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총 17명이다. 참여자

들은 본 연구자들이 연수의 기본내용이 과학수업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

였다.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Table 4와 같다.

4. 연수를 통한 수업분석 전문성 향상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 KTOP을 활용할 때, KTOP의 각 항목마다 

예와 반례를 이용하여 수업 분석을 위한 기본방향을 안내해 주었다. 
따라서 KTOP을 이용한 수업분석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업

을 분석하였다면, 서로 다른 분석자가 분석하더라도 분석결과가 유사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간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가를 통해, KTOP을 이용한 분석방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였는가를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수업 분석 전문성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차시 수업과 4차시 수업에 대해서 수업분석결과에 대한 분석자

간 일치도를 이용하였다. 즉, 교사들간의 일치도가 1차시 수업분석에 

비해 4차시 수업분석에서 증가했다면, 교사의 수업분석 전문성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교사간 일치도도 조사하여, 1차시 수업 분석에 비해, 

4차 수업 분석에서 일치도가 증가했다면 교사도 전문가 수준으로 수업

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물론 전문가의 분석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지도한 현장 경험이 있으며, 과학교육 연구, 과학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한 연수, 과학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집필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수업의 잘 된 측면이나 개선이 필요한 측면에 대한 기본

적인 분석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도 실제 

분석할 때 1차 분석 후, 5명의 연구자들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

을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Park et al., 2014b). 
한 수업에 대해서 두 사람이 평가한 경우에 두 평가자간 일치도는 

일반적으로 Cohen’s Kappa를 이용한다. 그리고 평가자가 3사람 이상

인 경우에는 Fleiss Kappa나 Light Kappa를 이용한다(Hallgren, 2012). 
그러나 평가자의 평가가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평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Kappa값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Kappa Paradox라고 한

다(Kundel & Polansky, 2003; Viera & Garrett, 2005). 즉 수업분석 

결과, 개선할 점이 거의 없는 경우이거나,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 매우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Kappa값으로 일치도를 

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응답일치도(Po), 긍정적 응답 

일치도(Ppos), 부정적 응답 일치도를 Figure 1과 같은 식으로 구해 사

용한다(Cicchetti & Feinst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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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greement between teachers

분석 수업    
1차시 물리수업 0.67 0.74 0.50
1차시 지구과학수업 0.67 0.77 0.32
4차시 물리수업 0.72/0.84* 0.82/0.91* 0.29/0.19*
4차시 지구과학수업 0.81/0.90* 0.90/0.95* 0.11/0.04*

* / 앞의 값은 0.5점을 0점으로 환산한 경우이고, 뒤의 값은 1점으로 환산한 
경우임.

Table 8. Agreement between researcher and teacher

분석 수업    
1차시 물리수업 0.54 0.59 0.46
1차시 지구과학수업 0.57 0.87 0.29
4차시 물리수업 0.76/0.88 0.86/0.93 0.18/0.14
4차시 지구과학수업 0.72/0.87 0.87/0.93 0.29/0.05

Table 9. Agreements between researcher and teacher for 
the first class and the fourth class

분석 수업 1차시 일치도 4차시 일치도 t p
물리 0.54 0.76/0.88 3.96/6.67 0.007/0.001

지구과학 0.57 0.72/0.87 3.90/7.62 0.004/0.000

Table 6. Observation of teachers’ activities, analysis method 
and the use of observational results

관찰 기록 내용

1. 연수 중 관찰된 교사의 질문
 - 연수자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점에 대한 질문
 - 연수과정에서 특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 등

2. 연수과정에서의 교사의 어려움과 원인
 - KOP이해와 활용과정/수업 분석과정/개선안 제안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3. 연수 중 교사의 자유로운 기타 의견
 - 좋은 점
 - 개선할 점 등

Table 10. Responses about the Likert-scale questions (N=17)

설문 내용 응답결과

II. 
연수
내용과
구성

II-1. 전반적으로 연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3.35
II-2. 연수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2.76
II-3. 강사의 강의와 참여교사의 개인별/조별 활동으

로 구성된 연수 방법이 적절했습니까? 
4.53

III. 
연수의 
도움 
정도

III-1. 전반적으로 본 연수에서 도움을 받은 점이 있습
니까?

4.41

III-2. 연수내용이 실제 학교과학수업의 개선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36

III-3.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연수 내용에 따라 수업
을 관찰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4.12

III-4. 연수를 다른 교사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4.47

5. 설문지 내용과 분석

연수를 실시한 직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1) 연수 내용과 구성, (2) 
연수의 도움정도, (3) 연수의 개선점 및 기타의견 등에 대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과 응답형식은 Table 5와 같다. 리커

트 척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값으로 제시하고, 이유 설명과 주관식 응답

은 유형별로 나눈 후, 유형별 빈도를 나타내고 그 특징을 논의하였다.

6. 연수 과정에서의 교사활동에 대한 관찰

연수과정에서 연구자 2명이 참여하여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1) 교사의 질문, (2) 교사가 어려워하는 활동, 
(3) 연수 중 교사들이 자유롭게 제시한 기타 의견을 조사하였다(Table 
6). 조사된 내용은 특징별로 유형화화고, 유형별 빈도를 나타내고, 주요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응답뿐 아니라, 부정적인 

응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연수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데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수업분석 전문성 향상 정도 

수업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고 수업을 분석할 때, 교사들은 0점(개선

될 필요가 있음)과 1점(개선될 필요가 없음)으로 표현하였다. 단, 4차

시 수업을 분석할 때에는 추가로 0.5점(부분적으로 개선되었고,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음)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어, 0.5점으로 평가한 경우

를 0점과 1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일치도를 구하였다(Table 7).
Table 7에서 교사들 간의 전반적 일치도( )를 보면, 1차시에서는 

67%에 불과하였지만, 연수가 진행되면서 4차시 분석에서는 

72%~90%로 증가하여, 교사의 수업분석에 대한 교사별 차이가 줄었음

을 알 수 있어 수업분석 전문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차시 수업에 비해 4차시 수업은 이전 연구에 의하면 수업이 개선된 

경우였다(Park et al., 2014b). 따라서 를 보면, 긍정 일치도가 

1차시에서 74%~77%였다가 4차시에서는 82%~92%로 증가한 반면, 
 , 즉 부정 일치도는 1차시에서 0.32%~0.50%이었다가 4차시에서 

4%~29%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교사들도 1차시에 비해 4차시 수업이 

개선된 것을 잘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연구자와 교사 1인간의 일치도들을 구해 평균값을 제시

한 것이다. Table 8에 의하면, 연구자와 교사 간 분석의 일치도( )가 

연수 초반에 분석한 1차시에 대해서는 54%~57%에 불과했지만, 연수

가 진행된 후에 분석한 4차시에 대해서는 72%~88%로 증가하여, 연수

를 통해 교사의 수업 분석 전문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9는 1차시 수업 분석에 대한 연구자-교사 1인간 일치도( )들과 

4차시 수업분석에 대한 연구자-교사 1인간 일치도( )를 대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9에 의하면, 연구자와 교사 간 일치도가 1차시에 

비해 4차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연구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교사의 반응 및 행동특성

가. 설문 결과

설문지 응답에서 리커트 응답 결과만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응답결과, 예상보다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분석기법을 익히는 

연수였지만, 연수내용이 약간 쉽다고(3.35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

다(3점=보통, 5점=매우 쉽다). 그러나 시간은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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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ponses about the essay-type questions (N=17)

설문 내용 응답 응답수

II-4. 
좋은 점

내용측면(예 : KTOP, 수업분석) 2 10
방법측면(예 : 충분한 실습시간, 역할극을 이용한 
개선방법, 실제수업 영상물 이용과 구체적인 피
드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과정, 수업준비
방법/수업개선방법/교사전문성 향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7

효용측면(예 : 큰 현장 적용성) 1
II-5. 
불필요한 
내용

없음 17 17

II-6. 
추가될 내용

설명측면(예 : KTOP 항목별 이론적 배경, 개선점
수 해석방법)

2 8

자료측면(예 : 실제 수업개선 사례, 인터뷰 내용, 
수업 후 피드백 내용, 장기적 수업개선 자료)

4

활동측면(예 : 다양한 토의, 수업개선 추가 분석 
및 실습)

2

IV-1. 
필요한 개선

확장(예 : 활동/토론 시간 확장, 더 많은 분석연습, 
장기적 연수 필요)

6 7

사전공지(예 : 사전공지를 통한 안내) 1
IV-2. 
기타의견

추가연수의 필요(예 : 많은 사례를 이용한 연수, 
배경이론을 위한 연수, 스스로 자신의 수업개선
을 위한 연수(2), 충분한 시간에 걸친 연수)

5 6

다른 연수와의 차별성(구체적/실제적이면 연습 
중심의 연수라 좋음) 

1

Table 12. Questions asked by teachers during the in- service 
course

교사의 질문 사례수

1단계 KTOP 용어 (메타인지(2), 모델(2), 연역/귀납/귀추) 5 32
항목들간 차이점 (4-3과 4-5(3)의 차이, 4-3, 4-5
와 8-3의 차이, 3-6에서 개념확장과 선개념인식
의 차이)

6

항목 내용/의미/지도방법 (과학의 본성, 메타인
지적 인식(3), 창의성 지도, 탐구기능 수정, 비판
적 사고, 과학의 본성 지도방법, 4-2 반례, 5-3 
반례, 연역적 사고 지도방법, 1과 1-2의 실현 가
능성)

13

KTOP활용/분석방법 (항목당 하나의 관찰만 작
성? 그래프 작성대신 표만 작성하면? 9에서 학생
활동은 어떻게 분석?)

3

KTOP의 기본방향/성격/가능성 (탐구중심 수업
이야 하는지? KTOP에 내용을 넣을 수 없는지? 
9에서 활동중심으로 개념지도가 충분한가? 6에
서 흥미자료 제시면 충분한가? 1-1에서 강의/노
트필기는 유의미학습에서 좋은 것 아닌가?)

6

4단계 활동지 활동방법 (분석시 점수 또는 체크? 체크
하는 횟수는? 정도가 애매한 경우는?)

4 4

6단계 협의 개선방향 (토의식/협동학습이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인가?)

1 4

협의/개선 효과 (개선협의하지 않은 것도 다음 
수업에서 개선될 수 있나?)

1

협의/개선 내용 (발문, 판서, 태도 등과 같은 형식
적 요소는 관찰하고 개선하지 않나?)

1

협의/개선 방법 (평가받는 기분을 최소화하려
면?)

1

었다(2.76점).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행동관찰이나 교사 질문, 및 자유

로운 의견에서도 추가적으로 나타나,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 외에 나머지 모든 항목(강의와 활동으로 구성된 연수방법, 전반

적인 도움정도 및 자신의 수업개선에의 도움정도, 앞으로의 활용의사, 
다른 교사에의 추천의사)에서 그렇다(4점)보다 높은 긍정적 응답

(4.12~4.53)을 하여,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개선을 위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응답일 

수도 있다. 즉 자율적으로 참여한 만큼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응답뿐 아니라, 
부정적인 응답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곧이

어 제시하였다.
설문지에서 서술식으로 제시한 응답(설문지의 II-4, II-5, II-6, IV-1, 

IV-2)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연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

은 없었다고 모두 응답하였고, 좋은 점은 내용(2명)보다는 방법(7명)측
면에서 많은 응답이 있었다. 이때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계획한 연수의 3가지 특징인 ‘(1) 실제 수업의 이용’, ‘(2) 
교사간 또는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과 의사소통의 강조’, ‘(3) 실행중심

의 연수’에 대한 점이 모두 '좋은 점'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될 내용이나 필요한 개선 및 기타 의견을 보면, 보다 

많은 자료의 요구(4명)나 시간이나 연습 등의 확장(6명), 관련된 추가 

연수 요구(5명)등의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앞서 설문지에서도 시

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료와 시간 및 계속된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장된 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의견은 

단지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연수가 보다 확장될 것

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사의 질문내용

연수과정에서 교사의 질문내용은 (1) 교사들이 활동지에 메모한 내

용과 (2) 교사의 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교사

의 질문내용은 Table 1의 8단계별(마무리 단계는 제외)로 나누어 정리

하였다(Table 12). 
Table 12에 의하면 수집된 질문은 총 40개였고, 대부분의 질문(32

개, 80%)이 KTOP 소개 단계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KTOP의 용어, 항목들간 차이점, 각 항목의 의미나 항목별 지도방법 

사례, 그리고 KTOP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수 중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KTOP 
소개과정 뿐 아니라 수업을 분석하는 연습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응답

해 주었다.
KTOP에 대해 질문이 많다는 것은, KTOP의 활용이 어렵거나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앞선 설문결과에서 약간 쉽다

고 응답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시

하고 사례를 더 다루기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업분석 방법과 개선안 토의과정에서 각각 4개의 질문 

사례가 있었다. 특히, 개선안 토의과정에서 수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동과 토의 자체가 중

요하다기 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을 해 주었다. 또 일반적인 수업분석에

서 고려했던 형식적인 면(태도나 판서 등)은 평가할 필요가 없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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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Various features of teachers’ activities and other 
opinions suggested by teachers

교사의 기타 의견 및 행동 사례수

1단계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 (분석과정이 지나치게 교

사 중심으로 되어있다, 학생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2 3

항목간 구별에 대한 의견 (항목 4-3은 기초탐구기

능에 대해서, 4-5는 통합탐구기능에 대해서 제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2단계 활동방법/순서에 대한 의견 (“개선할 점”보다 “좋
은 점”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좋겠음)

2 2

4단계 활동방법에 대한 의견 (3-1의 내용은 복습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1 1

6단계 관찰자에 대한 의견 (잘 아는 동료교사/비슷한 연

령대 교사/같은 전공 교사가 관찰하면 좋겠다, 평
가받는 기분이 안 들도록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관찰자의 개선의견이 현실성이 없는 경향이 있다)

5 8

영상 분석에 대한 의견 (직접관찰보다 녹화 후 영

상분석이 평가받는다는 기분이 없어 좋겠다, 동영

상 초상권 문제가 없도록, 수업 후 협의가 제한이 

있다)

3

Table 13. Teachers’ difficulties found in the process of in- 
service course (N=17)

교사의 어려움 사례수

1단계 현실과의 차이 (2는 교과서에 이미 실험과정과 결
과가 제시되어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

1 5

판단/정도의 어려움 (창의성 지도 내용을 판단하
기 어렵다, 협동학습에서 학생이 적극적인지 소극
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2에서 과학의 본성 범위
가 너무 광범위하고, 과학의 본성을 어느 정도 설
명해야 하는 것인지)

4

2단계 자료/시간부족 (10분 영상만으로 전체수업 흐름 
파악이 힘들다, 2-3번 반복관찰이 필요하다)

2 4

전공내용의 차이 (녹화자료가 생물영역이라 물리 
전공교사에게 어렵다)

1

상황의 차이 (교사수업방식/학교급이 달라서 학
생 이해가 어렵다)

2

항목의 어려움 (색칠활동이 3-4, 1-1, 5-3, 9의 어
느 항목인지?)

1

5단계 사례부족 (구체적으로 수업개선(안을 제안하는
데)이 어렵다)

1 1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KTOP에서는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응답해 주

었다.

다. 연수과정에서의 교사의 어려움

연수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교사가 어려워하는 측면

들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3을 보면, 교사의 어려움

도 1단계 KTOP소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앞선 결과와 일치된 특징

(KTOP 소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다)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처음 수업 비디오를 연습할 때(4명)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설문결과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파악에 대한 어려움 등은 

있었으나, 실제 수업을 분석하면서 KTOP을 이용한 분석을 어려워하

는 경우는 한 사례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이나 교사질문에

서 보았듯이 교사들이 KTOP을 이해하기 위한 요구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분석연습과정에서는 대부분 KTOP의 각 항목을 어렵지 않게 분

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교사의 기타 의견

연수과정에서 관찰된 교사의 기타 행동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분석결과, 1, 2, 4 단계에서의 교사의견은 앞선 설문결과과 

행동특성에 대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결과와 다른 점은 개선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많다(8 사례)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자가 아닌 교사가 관찰을 할 필요성과 

관찰시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5명)과 관찰 후 협의 과정에서의 유의점

에 대한 의견(3명)이었다.
이상으로 교사대상 설문, 연수 중 교사의 행동특성(질문과 어려워하

는 활동) 및 의견 등을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와 활동으로 구성된 연수방법, 전반적인 도움정도 및 자신의 

수업개선에의 도움정도, 앞으로의 활용의사, 다른 교사에의 추천

의사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다.
∙ 특히, 실제수업을 이용하고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조한 실행중심

의 연수방법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을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게 분석하고, 어떤 방향

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수업분석 내용이었지만, 어렵지 않다고 하

였다.
∙그러나 KTOP의 내용, 특징, 사례, 분석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이

고 자세한 설명을 많이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분석과정에서 KTOP을 이용한 분석

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간/연습/자료/추가연수 등의 

측면에서 연수를 확장하기를 원했다.
∙ 개선안 협의 과정 등 연수가 보다 잘 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었다.

3. 보다 좋은 연수를 위한 제언

앞선 분석결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은 앞으로의 연수에서도 계속 

격려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앞으로의 연수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Table 15는 앞선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좋은 연수가 되기 위한 

제언'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제언은 본 연수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연수에서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단, 
본 연수에 한정된 사례는 괄호 안에 따로 정리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과학수업의 실제적 개선이 보다 많은 교사에게 적용될 



Developing and Applying In-Service Program for Spreading the 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 (POCoM)

269

Table 15.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in-service 
program

내용

1. 연수에서 추구하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1-1. 연수가 추구하는 방향(즉, 토의식/협동학습/탐구중심/구성주의 수업

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논의를 제공한다.
 1-2. 연수에서 강조하는 측면(즉, 수업분석의 기본 방향이판서나 태도와 

같은 형식적인 면보다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수업내용이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논의를 제공한다.

 1-3. 사전공지를 통해 연수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2-1. 실제 수업을 연수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수업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한다.
 2-2. 연수내용/실습결과를 교사 자신의 실제수업에 적용할/실현될 수 있도

록 한다(이를 위해 교사 자신의 수업 녹화물을 활용하거나, 연수 후 
적용하고 적용결과를 분석하는 연수와 연계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3. 같은 전공/학교급/학교상황을 고려한다.
 2-4. 수업관찰시 연구자뿐 아니라, 동료교사/잘 아는/같은 전공교사가 참

여(관찰)하도록 한다.
3. 충분한 시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실습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3-1. 관찰/분석/발표/토의/역할극 등 충분하고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제공

한다. 
 3-2. 활동들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3. 실습/연습/토의 등의 활동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3-4. 초기 연습/활동의 경우에는 반복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4.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과 자료, 관련 연수를 제공한다.
 4-1. 연수에서 소개되는 주요 개념이나 용어(KTOP 항목에 포함된 용어 

설명, 각 항목의 의미 설명, 항목간 차이, 항목별 예시와 반례, 각 
항목에 해당되는 실제 지도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4-2. 활동방법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한다.
 4-3. 활동에 필요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4-4. 수업관찰/분석/개선안 제안 등의 활동에서 수행하기/판단하기 어렵거

나 애매한 내용들이 없도록 한다.
 4-5. 실습뿐 아니라, 실습에 관련된 배경이론(KTOP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 포함 등)도 함께 제공한다.
 4-6. 장기연수나 심화연수 등 관련연수를 추가로 제공한다.
5. 기타 유의사항들을 고려한다.
 5-1. 교사활동뿐 아니라 학생활동(에 대한 관찰과 분석)도 고려한다.
 5-2. 긍정적인 면을 격려한다(즉, 수업분석시 개선할 점보다 잘한 점을 

먼저 분석한다).
 5-3. 교사를 평가의 대상자로 취급하지 않는다(즉, 개선협의시 평가받는다 

는 기분이 없도록 한다).
 5-4. 활동에 대한 되먹임 활동을 제공한다(즉, 개선 의견이 현실적인 제안

인지 되먹임하는/토의하는 활동이 추가된다).
 5-5. 연수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 등이 없도록 

한다(즉, 다른 교사의 수업녹화물인 경우,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시 결과, 교사의 과학수업분석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수업의 개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지뿐 아니라, 연수 중 교사의 행동특성을 관찰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 연수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인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이다. 이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부정적인 측면이 

작더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면

하게 잘 고려하면, 앞으로 보다 발전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마치 약품의 개발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임으로서 약품의 완성

도를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연수 중 교사가 제기

한 질문이나 교사가 어려워하는 점, 연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교사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들은 5개 영역에서 총 22개의 요소들로 정리되었다(Table 
15). 물론 이러한 제안은 POCoM 연수를 통해 추출된 요소들이지만, 
다른 연수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수의 기본방향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실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등의 제안들은 

다른 내용과 목적의 과학교사 연수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안들

이라고 생각한다.
한 두 번의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가 계속되고 다른 관련 영역으로 확장

되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연구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보다 

좋은 연수를 위한 제안한 틀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 하에서 적용되면서 수정된다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1차연수 - 적용 - 2차연수’의 과정으로 확장된 연

수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수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업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안해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비디오

를 이용하여 1차 연수를 통해 수업분석능력과 개선능력을 연습하고, 
실제 수업에서 개선을 시도한 후에, 다시 개선을 시도한 자신의 수업으

로 2차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추후에 연계된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한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연수는 교사의 PCK가 

일상적인 과학수업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둘째, 연수에 대해서 교사들의 지도방법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강조가 많이 있어왔다(Chan & Pang, 2006; Guskey, 2003; 
Loughran et al., 2003). 따라서 ‘1차연수 - 적용 - 상호공유를 위한 연

수’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1차 연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학교에 돌아가서는 연수에서 배운 과정을 적용해 본 다음에, 
다음 연수에서 서로가 적용한 방법,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연수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연수방법은 이미 Han et al.(2008)의 연구를 통해 국내에

서도 소개되었으므로, 본 연수를 확장하는 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그들의 연구가 실험수업에 한정되었고, 교사와 연구자들간

의 자유로운 협의와 논의를 적극 활용한 반면, 형식적인 분석틀(예를 

들면, KTOP)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 연수에

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셋째, 본 연수방법을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비교사들에게 본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적용대상을 보다 많은 교사로 확장해서 다시 연수를 실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리나 지구과학 수업 이외에 다른 과학 분야 

수업을 위한 연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중학교 과학

수업뿐 아니라, 고등학교 과학수업을 위한 연수도 필요할 것이고, 교실 

과학수업뿐 아니라 실험실 수업까지 확장해서 수업을 분석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확장된 적용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Jeong, Park, Park, Kim & Park

270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자-교사 협력모

델(POCoM: 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 3가지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 (1) 실제 수업녹화 

내용을 연수의 주요 소재로 활용한다, (2) 연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의견교환을 강조한다, (3) 활동중심으로 진행한

다. 9시간에 걸친 연수에는 17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수과정에서 교사들이 실시한 분석결과에 대해 분석 일치도를 구해 

본 결과, KTOP(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과학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이 과학수업의 개선정도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지를 통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수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연수 중 교사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교사가 제기한 질문, 
교사가 어려워하는 점, 교사가 제안한 개선의견 등을 분석하였고,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연수가 되기 위해 고려할 측면들을 

정리한 목록을 제안하였다. 이 목록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

는 연수의 계획과 실행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교사 연수, 과학수업 개선, 교사 전문성, 과학수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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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TOP 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기본철학 1. 구성주의

1-1.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1-2. 학생들이 학습목표와 수업과정, 학습결과를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1-3. 교사는 학생 활동을 돕는 조언자 역할을 하였다.

목표

2. 과학의 본성 2.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3. 개념이해

3-1. 학생들이 자신의 선행지식을 반추하도록 돕고, 오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개념변화 모델을 활용하였다.
3-2. 핵심적인/주요 개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3-3. 어려운 개념과 추상적 개념(기호, 그래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추론하여 자신의 이해와 모델을 구성해 나가는 활동을 하였다.
3-5. 학생들이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의 이해를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3-6.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한 개념을 보다 복잡하고 넓은 상황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탐구

4-1. 실험에 필요한 준비가 잘 되었고, 실험 후 정리 활동이 잘 되었다.
4-2. 실험 시작 전과 수행 과정 중, 중요한 안전지도가 잘 이루어졌다.
4-3. 학생들이 사전에 습득하고 있는 탐구기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잘못된 탐구기능을 바로 잡기 위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4-4. 학생들이 실험을 기계적으로 따라하기 보다는 탐구과정을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4-5. 필요한 경우, 탐구기능(관찰, 변인통제, 가설설정 등)을 익히기 위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4-6. 탐구결과를 목표나 가설과 비교하여 평가하거나, 탐구결과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추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4-7.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탐구실험(가설 검증 실험, 귀납적으로 법칙/규칙성 찾기 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5. 사고의 계발

5-1.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연역, 귀납, 귀추 등)를 계발하도록 격려하였다.
5-2. 학생들이 지지증거를 이용한 논증과 토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계발하도록 하였다. 
5-3.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계발하도록 격려하였다.

6. 동기유발/흥미 6.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켰다. 

활동

7. 연관성
7-1. 다른 수업이나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과 연계하여 지도하였다.
7-2.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다양한 상황(일상생활, 기술/공학, 환경적 상황 등)에 적용하였다.

8. 학습전략/매체 
활용

8-1. 비유, 개념도 등과 같은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전략들을 활용하였다. 
8-2. 컴퓨터, 그림, 그래프, 동영상, 시범 등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매체를 활용하였다.
8-3. 학생들이 활동지, 게임, 역할극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9. 협동과 의사소통

9-1. 학생들이 구룹 활동을 통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도록 격려하였다. 
9-2.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간, 학생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9-3.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며,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적절하여 답변해 주었다. 

평가 10. 평가 10. 학습목표와 연관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부록 2. KTOP의 항목별 ‘정의’, ‘반례’와 ‘예’에 대한 예시

1-1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의
학생들이 교사의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모둠별 활동, 발표, 토론, 게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반례
⦁ 수업의 대부분이 교사의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교사의 단답식 질문에 답하는 활동과 노트 필기 이외의 수업 참여 활동은 거의 없었다. 
⦁ 실험수업이나 모둠활동에서 한 두 명의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예

⦁ 활동지로 조별 활동을 하고, 활동결과를 칠판에 적고 발표하면서 진행하였다. 
⦁ 주요개념에 대해서 먼저 예상하게 하고, 선생님이 관련현상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관찰결과를 학생들이 활동지에 적으면서 예상과 비교해 

보도록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 관찰한 또는 제시된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교사가 일방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옆에 

동료 또는 모둠별로 서로 의견교환을 한 후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1-2 학생들이 학습목표와 수업과정, 학습결과를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정의
학생들이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수업 중 어떤 활동을 왜 하는지, 수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교사가 단순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활동(질문, 발표, 토론, 활동지에 적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반례
⦁ 수업목표를 수업 처음에 읽었을 뿐, 수업 중간이나 끝까지 배운 내용을 수업목표와 연결지어 보도록 하지 않았다. 
⦁ 수업이 끝난 후에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추하는 활동이 없었다.

예

⦁ 수업 중, “지금 이 활동은 어떤 수업목표와 관련된 것이지요?”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 수업 중, 다른 수업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수업목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봅시다.”와 같이 배울 

수업내용과 학습목표를 연결짓도록 도왔다.
⦁ 학습 주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킨 후 자연스럽게 학습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궁금증을 

위해서 어떠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실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