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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등 공립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공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030명의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이 중 515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나머지 515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업정보 공유활동, 팀 학습 활동,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수업 

참여․관찰 활동이라는 4개의 구성요인과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 측정모형이 수립

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어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교현장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성찰활동 기반 교사협력

활동의 실체와 그 실증적 검증을 위한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서 교사협력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업전문성 신장

을 위해 필요한 정책기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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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학교 내 교사협력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주호, 송인발, 2015; 송인발, 박주호, 2014; Villegas-Reimers, 2003;

Youngs & King, 2002). 이는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의 경우, 학교현장 맥락에 기반하고 일

상생활 및 교실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주장(Opfer & Pedder, 2011; Scribner, 1999)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교사의 개인주의와 고립주의의 폐단을 완화하

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의 교사 간 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실증적으로도 기존연

구들은 교사협력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개발(McLaughlin, 1993; 1998; Knapp, 2003)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학교 밖 교사모임은 단위학교의 성

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반면, 학교 내 교사협력은 학교조직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밝혀졌다(김효정, 김민조, 2011). 결과적으로 학교 내 교사협력은 교육문제의 해결에 개별

교사들이 함께 관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전문성 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개발 관점에서 볼 때, 교사의 협력은 대화와 정보교환 등의 단순한 협력활

동으로부터 깊은 성찰(reflection)이 요구되는 복잡한 활동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Little,

1990). 즉, 교사협력에 대한 개별교사의 참여 정도는 상호의존성 수준에서 보면 복잡하고 다양하

다. 이러한 견지에서, Friend와 Cook(1990)은 교사협력을 촉진하는 여건으로 공동의 목표와 참

여, 참여자 간의 평등, 책임과 자원의 공유, 자발적 의지를 제안하였다. 결국,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개입 전략으로서 교사협력이 촉진되고, 그 유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협력과정에서 추구

하는 목표와 정보 등의 공유(Meirink, Imans, Meijer & Verloop, 2010), 교사 간의 상호의존성

(Little, 1990), 참여관찰 등 실행과정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찰(Marsick & Watkins,

1990)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교사협력활동이 수업전문성 개발의 핵심활동으로서 실제로 기능함은 교사들이 

협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과내용 지식과 교수방법을 배우고, 다른 교사의 행동을 관찰함으로

써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협력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업

에 대한 피드백, 심화학습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 정보공유 및 수업개선을 위한 집단성찰의 기회

를 제공받기(Cohen, McLaughlin & Talbert, 1993; Kwakman, 2003; Rosenholtz, 1991) 때문에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을 통해, 교사협력활동이 전문성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 

상호신뢰, 정보공유나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협력활동이 학습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교사협력에서 요구되는 상호신뢰, 정보공유나 성찰은 성인학습(예, 전환학습,

경험학습, 비형식 및 우연학습, 팀 학습 등) 이론의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이는 교사협력이 전문

성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협력이 학습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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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rayko(2000)는 학교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구체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규

정하는 변인의 확인이나 식별 없이는 단지 허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을 교사협력에 

적용해 보면, 정책적인 접근이나 개혁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입(intervention)

전략으로 교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요건으로 교사협력을 개념화하고 진단·측정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교사협력이 실제적, 이론적 차원에서 전문성 개발 

대안으로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학습요소 반영의 개념화와 진단이 우선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교사협력 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 사례는 국내․외에 걸쳐 많지 않다. 우선,

Shah(2011)는 파키스탄 중등교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Teacher

Collegiality Scale(TCS)을 개발하고, 교사협력의 정량화된 측정을 시도하였다. 국내의 경우, 최근 

권순형과 김도기(2013)는 Shah(2011), 정일환(2003) 및 홍창남(2006)이 구안한 문항을 바탕으로 

교사협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OECD(2014)는 대규모 국가 

데이터인 TALIS 2013에서 국가별 학습환경 및 교사 직무여건을 바탕으로 학교 내 교사협력을 

상호개입 및 성찰 정도에 따라 전문적인 협력(professional collaboration)과 수업을 위한 교환․조
정(exchange and coordination for teaching)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측정도구들은 모두 학습활동으로서 교사협력 측면은 간과하고, 단순히 교사협력의 빈도나 활

동 유형에 주목하여 교사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전문성 개발이나 그 속성을 포괄하여 

측정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측정도구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초점이 교사

협력 여건인지 교사 간에 협력활동 정도인지가 모호한 경우도 있고, 협력활동의 유형을 측정하

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추구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사협력이 실제 전문성 개발의 핵심대안으로 전개되려면, 학습활동적 측면

에서 접근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다양한 직무 관련 전문성 중,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핵심이 수업전문성(곽병선, 2001; 김찬종, 2009)임을 고려하면, 교사협력활동은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에 주목하여, 학습활동적 요소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업전문성 개발 활동으로서 교사협력을 새롭게 개념화하고 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협력에 내포된 수업전문성 개발 활동의 핵심

요소와 협력유형 맥락을 동시에 고려한 하위요인 및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모형을 수립하고 타

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도구는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이다. 동 측정도구 개발은 학교현장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교사협력

의 실체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교사협력 촉진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교사협력 활성화 정책을 촉발시켜 수업개선의 기

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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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협력의 개념과 역할

기존연구에 따르면, 협력(collaboration)은 협동(cooperation)에 비해서는 참여자의 복잡한 상

호관계와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Hord, 1986), 관계의 질을 강조하는 동료성(collegiality)보다는 

업무와 직결되는 협력행동 즉, 협력자체가 강조되는(Kelchtermans & Geerts, 2006;

Jarzabkowski, 2002)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헌상 협력의 개념은 협동, 동료성과 명확한 구

분 없이 혼용되어온 경향이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협력은 학교조직에서 교사들이 정기적, 비정

기적으로 교육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수업을 개선하고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홍창남, 2006)이라고 하여 협동이나 동료성을 포괄하여 광의적으로 접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협력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권

순형, 김도기, 2013; Dufour, 2003)이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협력을 협동이나 동료성

을 포괄하여 둘 이상의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활동(Forte & Flores, 2014)이라는 다소 

광의적인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 간 상호작용은 

교사협력, 교사협동, 동료성이 별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고 결합된 양상으

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 내 교사의 업무수행 양상은 교사 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 일하는 협력부재상황으로 나

타나는가 하면,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공유와 성찰을 통하여 교사 자신은 물론 동료까지 개선시

키는 일상화된 협력 등 다양하게 발현된다(Hargreaves, 1994). Little(1990)은 교사의 협력적 행위

를 관찰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협력은 교사 개인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보

교환과 같은 단순한 활동부터 공동수업 등의 복잡한 수준까지 연속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Hord(1986)는 교사협력을 협동활동(cooperative

activities)과 협력활동(collaborative activities)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협

동이 동료 간의 전문지식 공유(Goodson & Hargreaves, 1996) 등 개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단순한 공동행위라면, 협력은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공동의 책임감과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행하

는 공동활동으로, 이는 학습의 본질적인 측면인 성찰과정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협력은 교사들이 학교 및 교실 맥락에서의 교육실행 경험을 상호공유하고 성찰하는 기회

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개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서경혜, 2008; Kwakman, 2003; Rosenholtz, 1991). 학교 내 교사협력은 교직사회에 깊이 침

투해 있던 개인주의와 고립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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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학교의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청,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국내․외를 막론

하고 강조되어 왔다(김찬종, 2009; Hargreaves, 2003).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론과 실제 양 측면

에서 교사협력에 주목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수업개선 및 학교개혁을 이해하려는 

관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협력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존연구들은 수

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Brownell, Yeager, Rennells, & Riley, 1997), 직무만족감(Woods &

Weasmer, 2002) 및 수업전문성 향상(박주호, 송인발, 2015) 등을 보고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수업은 자신의 수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개선할 때 가능한데, 이를 위해

서는 동료교사 간의 수업 관련 상호작용이 필요하다(Hargreaves & Fullan, 2012). 왜냐하면, 상

호작용을 통한 협력경험은 다른 교사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관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argreaves

와 Fullan(2012)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실행에 관해 함께 탐구하고 개선하는 것은 다른 교사의 

교수활동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Villlegas-Reimers(2003)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성 개발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협력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Firestone과 Pennell(1993) 또한 동료 간 상호작용이 수업 

기반의 강력한 학습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교사협력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심화학습, 이 과정에서의 집단성찰 기회를 제공(Cohen

et al., 1993)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업전문성 개발 지향 교사협력의 수행 요건

학교 내 교사협력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수준의 협동 또는 협력이 

있는 반면, 전문성 개발과 연동되는 협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협력활동은 교사 간의 

단순한 친목행위를 넘어서 협력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한 성찰활동과 연동될 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통상 전문성 개발이란 특정한 방식의 학습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교사의 변화는 학습맥락 및 학습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Flores, Clark,

Claeys, & Villarreal, 2007; Lieberman, 1995). 인간의 지식, 행동, 가치관 등은 다양한 경험, 성찰,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며, 변화한다. 이는 성인들이 기존경험의 의미를 수정하고 

새롭게 재해석해가는 과정(Mezirow, 2000)을 통해 학습이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인학습자는 경험에 학습의 가치를 부여하고, 다시 그 경험을 의미 전환과 재통

합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경험과 학습을 실제적으로 결합시킨다(노혜란, 류완영, 2004). 성인학

습자로서 교사는 동료와의 협력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고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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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수정, 재해석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습

이란 정보습득이라는 수동적인 방식보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과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성찰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

게 된다는 메타인지 이론(조성민, 2009)적 관점은 전문성 개발 대안으로서 교사협력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인 교사에게는 학교 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협력활동 참여와 학습

이 통합되어 나타난다(Putnam & Borko, 2000). 구체적으로 학교 내 교사 간의 대화, 정보 공유,

훈련, 코칭 및 멘토링, 네트워킹, 공동 과업수행 등의 협력활동은 학습을 동반(Marsick &

Watkins, 1990)한다. 즉, 교사들은 직무현장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의존하며,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지식과 실행경험에 대한 자기성찰은 전문성 개발을 직

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교사학습의 본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된 학교 내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수학습의 이론, 방법, 절차에 대해 대화

하고, 서로 관찰하며 타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관점과 방법을 성찰하게 

된다(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 2007). 다시 말하면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다양

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기존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며, 자신의 교수실행과 교수관을 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수모형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요컨대, 학교 내에서 동료교

사와의 수업과 관련된 일상적인 질의 및 토의, 수업자료 및 전문지식의 교환․공유, 동료교사의 

수업활동 관찰과 유용한 교수활동에 대한 모방, 동료교사와 팀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업 관련 기획, 연구, 실천 등의 다양한 교사협력은 자기성찰을 동반한 학습활동으로 이어져 

수업전문성 향상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교사협력이 학교조직 내에서 전문성 개발 대안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협력은 특히 수업

전문성 향상과 연계된 학습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고, 측정 또한 이와 관련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직업은 수업, 학생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다양한 직무 중 수업을 통해서 타 직업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갖추어

야 할 전문성의 핵심은 수업전문성이라고 강조되어 왔기(곽병선, 2001; 김찬종, 2009)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수업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협력활동은 학교 및 교실맥락을 기반으로 수업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며,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

(Kwakman, 2003; Rosenholtz, 1991)함으로써, 학습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기존 교사협력 측정도구의 제한점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교사협력 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몇 개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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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예를 들어, Shah(2011)는 파키스탄 중등 공립교사 48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7가지 요인

(상호지지와 신뢰 드러내기, 상호 수업관찰, 공동기획 및 평가,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공유, 서로 

가르치기, 교육과정 함께 개발하기, 자원 공유하기),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Teacher Collegiality

Scale(TCS)을 개발하고, 교사협력을 정량화시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내의 경우, 보다 최근

에 권순형과 김도기(2013)가 강원도 초․중등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교사협력 진단도구를 개발하

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Shah(2011)는 교사협력의 외현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하위요인을 설정한 관계로 구인이 

혼재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예,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의 공유 vs 자원 공유하기). 또한, 권순

형, 김도기(2013)의 연구는 교사협력의 실제 양태보다 여건 또는 태도 등을 비중 있게 측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사의 업무를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로 대별하고, 공동의 

목적의식, 상호신뢰, 지식 및 정보 공유, 책임감, 자율성의 5개 하위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교사협력 진단도구를 제안하여 업무수행에서의 협력성 발현 정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러나 동 연구의 경우 교사협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교사협력을 위한 여건 혹은 협력성 정도

를 측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교사협력의 실제 실행정도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OECD(2014)가 TALIS 2013에서 제시한 교사협력 측정도구는 2개 하위요인, 즉 ‘전문적 

협력’과 ‘수업을 위한 교환･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문적 협력’은 상호의존성이 강한 

복잡한 수준의 협력으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팀을 이루어 함께 수업하기,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 제공하기, 여러 학급과 연

령대를 아우르는 공동활동에 참여하기, 협력적 전문학습활동에 참여하기 등 4개이다. 다음으로,

‘수업을 위한 교환․조정’은 단순한 수준의 제한된 협력으로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

고 의견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역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동료교사와의 수업자

료 교환, 특수학생들의 학습발전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 동료교사들과 학생학습 향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통의 평가기준 세우기, 팀 회의 참석하기 등의 문항이다. 이 측정도구의 주목할 

만한 점은 전술한 2개의 연구와 비교하여 수업활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러나, 이 또한 일차원적으로 교사협력 실행정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항의 중복이 발견되고, 측정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는 여전히 지적할 만하다.

전술한 측정도구는 교사협력 측정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교사협력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을 강조한 결과, 실행적 차원의 구인들이 혼재되고, 협력

의 범위를 교사직무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사협력의 구인이

나 문항구조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업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

력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기존 측정도구들은 교사 및 학교 차원의 협력적 심리, 태도, 여건,

지원 등에 주목하고 있어, 교사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인 수업전문성 향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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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교사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별교사 

및 학교수준에서 현재의 교사협력 실행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은 무

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이는 통상 학교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활동을 독려해야 하

는 경우, 해당 활동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그 개념을 규정하는 변인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 때,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Zederayko, 2000)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최근까지 전문성 

개발 활동으로서 교사협력에 대한 논의는 폭넓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사협

력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교사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수업전문성 향상과 연

계시키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교사협력이 수업개선정책을 선도하고 학교개혁 방향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협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업전문성 향상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교사협력의 목적적 측면과 실행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협력의 경우 그 

측정목표나 지향가치에 따라 정책적인 접근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목표를 명확

히 하고 협력활동 유형별 실행정도를 계량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협력 측정도구는 현재까지 발견하

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수업전문성 향상이라는 교사협력의 목적적 요소와 실제적 차원에서의 

실행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양면적인 접근의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

구는 출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 지역에 소재한 공립 중학교 교사 13,796명과 고등학교(일반고, 자율

고) 교사 6,83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분절차를 사용하여 두 개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할 규모를 고려하여 1,000명의 교사를 기본표본으로 설정하고, 회수율을 

70%로 가정하여 중학교 21교(7.7%) 교사 750명, 고등학교 15교(16.5%) 교사 680명, 총 1,430명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학교를 1차, 교사를 2차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 2단계 확률비례추출법

(stratified two-stage probability sampling design)을 원칙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배부,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규모는 표집된 학교교사 

총 정원의 약 70% 규모에서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 등에 따라 가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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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응답지는 총 1,226부였고, 실제 분석 대상은 중학교 538명, 고등학교 492명 총 1,030명

의 응답이다. 이는 불성실한 응답지 30개와, 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비교과(상담, 특수, 사서)와 

선택교과(기술․가정, 정보, 한문, 제2외국어, 보건,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 응답지 166개를 제외한 

수치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데이터를 

SPSS 21.0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파일로 나누었다. 데이터의 분할 

방법은 케이스 선택에서 무작위로 우선 50%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파일을 만들고, 나머지 50% 데이터를 모아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파일을 새롭게 생성하였

다. 아래 <표 1>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대상별 인구학적 특징이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대상별 인구학적 특징

분류
명(%)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학교급
중 277(53.8) 259(50.3)

고 238(46.2) 256(49.7)

성별
남 143(27.8) 155(30.1)

여 372(72.2) 360(69.9)

연령

20대(29세 이하) 23(4.5) 35(6.8)

30대(30세 ~ 39세) 131(25.4) 116(22.5)

40대(40세 ~ 49세) 143(27.8) 132(25.6)

50대(50세 ~ 59세) 210(40.8) 217(42.1)

60대(60세 이상) 8(1.6) 15(2.9)

경력

5년 이하 75(14.6) 97(18.8)

6년 ~ 10년 62(12.0) 55(10.7)

11년 ~ 20년 111(21.6) 98(19.0)

21년 ~ 30년 194(37.7) 195(37.9)

31년 이상 73(14.2) 70(13.6)

교과

국어 70(14.9) 86(16.7)

수학 64(13.6) 86(16.7)

영어 68(14.5) 92(17.9)

사회(도덕, 역사 포함) 90(19.2) 112(21.7)

과학(화학, 물리, 생물, 지학) 61(13.0) 66(12.8)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58(12.4) 73(14.2)

전체 515(100.0) 5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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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개발

본 연구의 측정도구 개발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교사협력 구인의 가설적 구안 문헌분석

⇓
교사협력의 이론적 구인 확정(FGI) 현장교사(10명), 교수(3명)

⇓
문항개발 및 문항선별

⇓
내용타당도 검증 및 문항수정·보강 전문가(학계 5명, 현장 4명)

⇓
예비조사(Pilot Test)

표본추출 및 서베이⇓
본조사(Field Test)

⇓
측정모형 수립 및 확정

탐색적 요인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 1] 연구설계도

먼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교사협력의 양태에 대해 분석하고,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교사협력을 정보 공유활동, 관찰 및 모방 활동, 팀 수행 활동이라는 3개 하위요

인으로 가설을 구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

여, 학교현장과 부합하는 이론적 구인을 확정하고자 가설적 구안에 대해 현장교사와 학계전문가

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정

한 교사협력의 이론적 구인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이론적 구인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수업 관련 정보공유
동료교사와 수업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의를 하고, 자료 및 전문지식을 교환

하고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수업활동 관찰․모방
동료교사의 수업활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수업 관련 팀 활동
동료교사와 팀을 구성하여 수업과 관련된 기획, 연구, 실천 등의 활동을 수행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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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FGI 수집자료에 근거하여 총 52개의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 초기문항들에 대해 교육행정 전공 대학원생들이 한 문항

씩 자세히 읽어가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24문항으로 축소, 정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협

력의 실행이나 전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동이나 활동이 발생하는 정도의 경우에 ‘1=전혀 

하지 않는다, 2=거의 하지 않는다, 3=가끔 한다, 4=자주 한다, 5=항상 한다’로 이루어진 5점 척도 

구성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사협력으로 인한 변화의 인식 태도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의 

경우에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전

문가 5명과 현장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

가 패널들은 Gable과 Wolf(1993)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평정방식에 따라 1단계로 이전 과정을 

거쳐 개발된 24개의 문항들이 각각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 구인 중 어떠한 구인에 해당하

는지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각 진술문항이 해당 구인에 부합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 

아주 동의하면 3점, 동의하면 2점,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면 1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3점 리커드

식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진술문항이 해당 구인에 할당되는 정도의 판단기준은 전

문가들이 90% 이상 동의하는 경우 수정 없이 하나의 구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하였다(Gable & Wolf, 1993). 또한, 일부 문항과 각 구인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거, 수정,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학계 및 현장전문가 평정은 동일하게 평정자 

중 2명 이상이 2점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 부적절한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제

거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내용타당도 평정 과정에서 6개 문항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졌

다. 또한, 구인별 문항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

는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생평가방법, 교수매체사용 측면의 교사협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된 세부문항을 5개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9문항이 완성되었다.

네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개교 교사 100명과 고등학교 1개교 교사 50명, 총 15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Streiner(2003)는 문항이 총 점수와 .20 이상의 

상관이 있을 경우 선정하여야 하고, 낮은 상관을 가진 문항은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각 

구성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최소 .70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Nunnally(1978)의 권고

에 따라 상관점수가 낮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갖는 10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을 29개에서 19개로 축소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각 구인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731에

서 .801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이 교사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한 절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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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교사협력의 선행이론과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구인화 모형에 기반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관련 문항을 축소하여 측정모형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데이터 515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립한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및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여 교차타당도(cross-validation)를 검증하고 측정모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요인별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형 수립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 단계에서 확인된 교사협력 

구인과 범주를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요인들이 발견되도록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초기의 탐

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19개 문항에 대해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의 분석은 

19개의 원문항에서 5개 문항을 제거하고 남은 14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구조를 도출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정변량이나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변

량 정상분포는 가정하지 않고 추정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김계수, 2011). 요인추출 방법은 다중상관자승에 기초하여 요인수를 추출하는 주축요인 추출법

(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법으로는 요인들끼리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의미 있는 구조를 찾기에 적합한 사각회전 방법 중 프로맥스(promax, 카파 4) 방식을 

선택하였다(이성원, 2014). 결과적으로 최종요인과 문항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 스크리도표

(scree plot), 요인부하량,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이순묵, 1995).

본 연구에서 고유값 계수가 1 이상인 요인의 개수는 4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전체 변량의 76.4%를 설명하는 4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된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 측정모형이 수립되었으며, 이 중, 12개의 문항들이 .60 이상

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각 요인별 회전제곱 부하량은 요인 1은 5.302, 요인 2는 4.436, 요

인 3은 3.921이며 요인 4는 4.593이며, 패턴 매트릭스에 의한 각 문항별 요인계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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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515)

문항
요인

1 2 3 4

1. 나는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평가 기법이나 자

료를 동료교사와 공유한다.
.906 -.014 -.034 -.019

2. 나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매체와 수업기

법을 동료교사와 공유한다.
.835 .039 -.030 -.016

3. 나는 수업지도안이나 수업자료를 동료교사와 서로 

빌려주거나 빌린다.
.795 -.002 .068 -.090

4. 나는 동료교사와 수업기법이나 수업자료 공유는 

나의 수업준비를 생각하게 한다.
.682 -.018 .069 .159

5. 나는 동료교사와 교재연구나 교수자료 제작 관련 

학습연구회(학습동아리)에 참여한다.
-.092 .977 .026 -.109

6. 나는 동료교사와의 학습연구회 활동에서 나 자신

의 수업을 돌이켜 보곤 한다. 
-.072 .782 .060 .110

7. 나는 동료교사와 함께 교수자료 제작과정에서 나

의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다.
.201 .663 .040 -.013

8. 나는 가끔 동료교사와 팀을 구성해서 수업을 실시

한다.
.088 .546 -.145 .079

9. 동료교사와의 일상적 질의 및 토의는 나의 수업활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075 .035 .980 -.042

10. 동료교사와 수업 관련 일상적 질의나 토의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022 -.078 .801 .071

11. 나는 동료교사와 교수기법이나 수업자료 공유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
.206 .029 .594 .016

12. 나는 동료교사의 수업참관에서 학생의 학습참여 

기법이나 전략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075 -.005 .007 .956

13. 동료교사 수업의 참관은 나의 수업을 생각하게 

한다.
-.019 -.059 .077 .873

14. 나는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해서 좋은 점을 받

아들인다.
.125 .173 -.086 .636

고유가 6.742 1.723 1.199 1.039

분산(%) 48.155 12.309 8.561 7.421

누적(%) 48.155 60.464 69.025 76.446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전문성 지향 협력활동을 기

존문헌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당초의 구인과는 다소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교사들에 의해 인식된 반응결과는 전반적으로 수업전문성 지향의 협력활동 측면

에서 재해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재해석 측면에서 본 연구는 1~4문항은 ‘수업

정보 공유활동’, 5~8문항은 ‘팀 학습 활동’, 9~11문항은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12~14문



238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항은 ‘수업 참여․관찰 활동’으로 요인들의 명칭을 명명하였다. ‘수업정보 공유활동’은 개인 차원

의 수업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들로 고유가는 6.742이며, 전체 변량의 

48.2%를 설명하였다. ‘팀 학습 활동’은 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활동

으로, 12.3%의 설명변량과 1.723의 고유가를 나타내었다.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는 수업

과 관련하여 교사 간에 질의, 토의, 공유 활동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로서 8.6%의 설명변량을, ‘수

업 참여․관찰 활동’은 실제 수업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활동으로 전체 변량의 7.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등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협

력활동을 당초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한 3개의 선험적 구인과는 다소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당초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설정한 구인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뚜렷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요인의 경우, 당초 문헌 기반으로 

개발한 각 요인들과 관련해서 해당 활동이 실제 발현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문항이 결집되고 있

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 기반 교사협력의 경우, 단순히 협력활동이나 

협력유형 그 자체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교사협력이 지향한 수업전문성 개발이라

는 목적적 특성과는 다소 다른 측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교

사협력활동의 범주를 자기성찰을 통한 교과지식과 교사태도의 변화까지 확장(Hargreaves &

Fullan, 2012)시켜 문항을 개발하고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구인과 실제 반응된 구인

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은 수업정보 공유,

수업 관련 팀 학습,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수업 참여․관찰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귀납

적인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아래 [그림 2]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수립된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모형이다. [그림 2]에서 교사협력의 4요인은 잠재변인인 반면, 각 요인

에 부하되고 있는 14개 문항은 측정변인이다. 이 모형은 이후의 교차타당도 검증단계인 확인적 

요인분석의 가설모형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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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모형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χ²

검증과 χ²/df 비율을 함께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와 모형비교 지표인 TLI,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합치하는지 확인하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를 함께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515)

χ² df χ²/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279.298*** 71 3.934 .000 .941 .954 .076

***p≤0.001

먼저, χ²의 통계량은 χ²=279.298(df=71, p<.001)로 나타나 본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나, χ²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홍세희, 2000)는 점을 고려하여,



240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χ² 통계량으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대신 χ²/df 비율이 5 이하이면 바람직하며, 3 이하인 

경우는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하다(이성원, 2014; Kline, 2005)는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χ²/df 비율은 5 이하인 3.934로 나타나 비교적 바람직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TLI 값은 .941, CFI 값은 .954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MSEA 값

은 대표본이나 다수의 측정변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χ²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

발된 적합지수로서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으며, .08 이하면 양호하고, .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11; 우종필, 2012). 본 연구의 RMSEA 값은 .076으로, 이론모형이 자

료와 합치하는 정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 측정도구 14개 문항, 4요인 측정모형은 전반적인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함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이 검증되었으며 교차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다음은 검증된 측정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계수의 추정값 및 유의도 검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각 측정변인의 표준화 추정치

가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었다. Critical Ratio(C.R.) 값이 ±1.965보다 크거나 p 값이 .05보다 작으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우종필, 2012). C.R.은 경로계수의 통계적

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C.R.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1.965 이상으로 나타나 

p<.001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 즉 요인부하량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4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7 이상이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5∼.95 정도로 제시하

고 있다(Baggozzi & Yi, 1988). 여기에서 .7의 기준은 =.49이므로 잠재변인의 측정변인 설명량

이 최소 50%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계수, 2011; 배병렬, 2011).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인의 수는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식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이 

좋다고 권고된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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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모형의 요인계수(n=515)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회귀계수 B)

표준화

요인부하량

(회귀계수 β)

표준

오차
C.R.

수업정보

공유 활동

수업정보공유 1 1.000 .885***

수업정보공유 2 1.035 .889*** .037 27.762

수업정보공유 3 .985 .740*** .049 20.279

수업정보공유 4 .975 .834*** .039 24.823

팀 학습

활동

팀 학습 활동 5 1.000 .785***

팀 학습 활동 6 1.102 .857*** .057 19.398

팀 학습 활동 7 .904 .773*** .051 17.714

팀 학습 활동 8 .677 .556*** .055 12.309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9 1.000 .892***

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10 .974 .822*** .043 22.571

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11 1.042 .817*** .046 22.422

수업

참여․관찰 

활동

수업 참여․관찰 12 1.000 .909***

수업 참여․관찰 13 .981 .865*** .040 24.257

수업 참여․관찰 14 .843 .708*** .046 18.513

***p≤0.001

2) 교사협력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교사협력 측정도구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상관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근접할수록 정상분포에 가까우며, 절대값이 왜도는 2,

첨도는 7보다 크지 않으면 심각하게 비정상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Kline, 2005). 이런 기준을 고려할 때, 각 문항의 점수분포는 <표 6>에서와 같이 정규분포에 가까

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요인별 상관분석 결과 4개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은 .701에

서 .81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4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40에서 .575로 나타나 적절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구인들이 동일한 하나의 개념과 상관이 높으며, 각 구인들은 별개의 개념

이되 상호 간에 유의한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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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사협력 측정도구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n=515)

요인명
수업정보

공유활동

팀 학습

활동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수업 참여․
관찰 활동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수업정보

공유활동
1 3.66 .796 -.218 -.320

팀 학습

활동
.475** 1 2.88 .939 .036 -.604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575** .340** 1 3.67 .863 -.419 -.037

수업 참여․
관찰 활동

.490** .510** .443** 1 4.08 .711 -.561 -.132

교사협력

전체
.819** .803** .770** .701** 3.53 .651 -.124 -.440

** p<.01

또한,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4요인과 14문항에 대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

과,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847∼.891로 .70보다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Nunnally, 1978)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16으로  

4개 요인과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7> 교사협력 측정도구의 요인별 신뢰도 검정(n=515)

요인명

(문항수)
문항 번호

문항-총점

상관

제곱다중

상관

문항배제 시

신뢰도 계수

요인별

신뢰도 계수

수업정보

공유활동

(4문항)

수업정보공유 1 .800 .649 .840

.891
수업정보공유 2 .775 .614 .848

수업정보공유 3 .718 .517 .874

수업정보공유 4 .738 .552 .861

팀 학습

활동

(4문항)

팀 학습 활동 5 .765 .594 .772

.847
팀 학습 활동 6 .736 .589 .785

팀 학습 활동 7 .716 .537 .795

팀 학습 활동 8 .536 .303 .866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3문항)

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9 .802 .657 .741

.862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10 .734 .590 .803

수업 관련 긍정적 변화 11 .674 .470 .864

수업 참여․
관찰활동

(3문항)

수업 참여․관찰 12 .816 .685 .783

.880수업 참여․관찰 13 .780 .651 .813

수업 참여․관찰 14 .703 .499 .886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 전체(14문항) Cronbach α .9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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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단순히 교사협력 정도가 아니라,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 개발

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서울시 중․고등학교 공립교사들의 인식은 수업전문

성 신장을 위한 교사협력을 기존 교사협력 분야 문헌 및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설정한 이론적 

구인과 다소 다르게, 수업정보 공유활동, 팀 학습 활동, 수업 관련 협력의 긍정적 변화, 수업 참

여․관찰 활동이라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부하된 14개 문항의 타당성을 살펴보

기 위해 실시한 신뢰도 분석결과, 4개 요인에 부하되는 14문항들은 높은 내적일관성(α=.916)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요인별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 또한 .847에서 .891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등 공립교사들의 응답을 통해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협력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즉, 14개 문항은 측정모형의 이론화된 구인

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요컨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립

된 측정모형이 우리나라 학교맥락에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교차타당도 검

증을 통해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를 재입증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한 점은 서울시 소재 중등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반응한 교사협

력의 실제는 문헌을 기반으로 설정한 수업전문성 신장 지향 교사협력과 다소 상이하다는 사실

이다. 즉, 서울시 소재 중등교사들은 ‘수업 관련 정보 공유활동, ‘팀 학습 활동’ 그리고 ‘수업 참

여·관찰 활동’에 포함된 일부 측정문항 중 ‘수업에 미친 긍정적 효과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통합되게 별도의 독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Little(1990)의 견해, 즉 교사

협력활동이 교사 간 상호의존성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주장을 실증해 보이고 있다. 즉, 교사들

은 학교실제에서 협력활동을 반드시 고정적 기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교사협력의 이론적 구인이 주로 미국 학교문화를 

배경으로 탐색한 것을 반영하여 설정한 반면, 실제 항목 측정은 한국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수행

한 점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음을 반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사협력 관련 기존 이론적 문헌과 

연구가 단순한 협력수행 정도나 양태를 중심으로 수행한 반면에, 본 연구는 교사협력활동을 수

업전문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요소가 감안된 측정문항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제 구인과 이론적 구인 간에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수업

전문성 지향을 목적에 두고 교사협력활동의 범주를 자기성찰을 통한 교과지식과 교사태도의 변

화까지 확장(Hargreaves & Fullan, 2012)시킨 활동 정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구인과 실제 반응된 구인 간에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아울러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 검

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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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장교사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우리나라 학교맥락을 고려하여 이론화한 교사협

력 구인화 모형에 기반하여 문항과 구인을 도출하고, 측정모형을 개발,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측정도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 의한 측정도구는 내용적 차원에서 학교 내 교사협력 과정

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내재적 속성을 포함하여 협력활동 유형별 하위요인과 문항을 개발하고,

수업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사협력의 측정목표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방

법론적 차원에서 FGI, 내용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체계적인 절차

를 거쳐 우리나라 학교맥락에 적합한 교사협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교사협력 연구 분야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학교현장에서 수업전문성 개발 대안으로서 교사협력의 실체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시사점이 있다. 특히, 중등 공립교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교현장 맥락을 고려

하여 교사협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연구결과

인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 측정도구가 수업전문성 개발 대안으로서 학교 내 교사협력 정도

를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교변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수업전문성 개발 활동으로서 학습기반의 교사협력활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함

으로써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견인하는 경험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론

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집단성찰을 통한 협력활동이 전문성 발달로 전개된다는 이론, 즉  

SchÖn(1983), 그리고 Argyris와 SchÖn(1978)의 실행이론(a theory of action practice) 관점 기반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이론을 학교조직에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학교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가 필

수적이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력을 대표하는 4개 요인이 우리나라 학교맥

락의 교사협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대표하기 위해 본 연구의 측정문항에 대한 특징과 내용

타당도 재검토 및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협력 이론의 외적타당도가 학교조직 효과성,

학생의 학업성취도, 조직의 변화적응성과 같은 학교맥락 차원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서의 교사협

력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나라 학교현장 맥락

의 교사협력 실체를 규명하고 학교개선을 견인하는 정책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 개발  245

곽병선(2001). 교실교육의 개혁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한국교원교육연구, 18(1), 1-9.

권순형, 김도기(2013). 교사 협력 진단 도구 개빌 및 타당화. 교육행정학연구, 31(1), 109-132.
김계수(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김찬종(2009). 교사 연수와 수업전문성 발달. 교육연구와 실천, 75, 67-90.

김효정, 김민조(2011). 학교 내 교사협력이 교사의 학교개혁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

구, 29(3), 77-99.

노혜란, 류완영(2004). 실천학습에서의 전이수준과 전이촉진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

연구, 20(3), 137-174.

박주호, 송인발(2015).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교과 및 교수 전문성 향상에 미친 효과. 아시

아교육연구, 16(1), 63-83.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서경혜(2008).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53-80.

송인발, 박주호(2014).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에 미친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 한국교원교육연

구, 31(4), 93-117.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 한나래출판사.

이성원(2014). 기업 상담을 위한 적응적 창의성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이순묵(1995). 요인분석Ⅰ. 서울: 학지사.

정일환(2003). 협동적 학교조직 문화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301-320.

조성민(2009). 교사의 반성적 행동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

교원교육연구, 26(1), 201-220.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창남(2006). 학교특성과 교사헌신의 구조적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4(2), 31-54.

Argyris, C., & SchÖn, D. A. (1978). Organizational learning: A theory of action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Acad.

Marketing. Sci., 16(2), 74-94.

Brownell, M. T., Yeager, E., Rennells, M. S., & Riley, T. (1997). Teachers working together:

참고문헌



246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What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s should know.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20, 340–359.

Cohen, D. K., McLaughlin, M. W., & Talbert, J. E. (Eds.). (1993). Teaching for understanding:

Challenges for policy and practi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Dufour, J. M. (2003). Identification, Weak Instruments, and Statistical inference in

Econometric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36(4),

767-808.

Firestone, W. A., & Pennell, J. R. (1993). Teacher Commitment, Working Conditions, and

Differential Incentive Polic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4), 489-525.

Flores, B. B., Clark, E. R., Claeys, L., & Villarreal, A. (2007). Academy for Teacher Excellence:

Recruting, preparing, and retaining Latino teachers through learning communitie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53-69.

Forte, A. M., & Flores, M. A. (2014). Teacher collabor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workplace: a study of Portuguese teachers.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1), 91-105.

Friend, M., & Cook, L. (1990). Collaboration as a predictor for success in school reform.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1), 69-86.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Measuring

attitudes and values in corporate and school settings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Goddard, Y. L., Goddard, R. D. & Tschannen-Moran, M. (2007).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Teacher Collaboration for School Improv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Teachers College Record, 109(4), 877-896.

Goodson, I. F., & Hargreaves, A. (1996). Teachers' Professional Lives. London : Falmer Press

Hall, G. E., & Hord, S. M. (2006). Implementing change: Patterns, principles, and

potholes.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Hargreaves, A. (1994). Changing teachers, changing times : Teachers' work and culture in the

post-modern age. Teachers College Press.

Hargreaves, A. (2003). Teaching in the knowledge society: Education in the age of insecurity.

Teachers College Press.

Hargreaves, A., & Fullan, M. (2012). Professional capital: Transforming teaching in every school.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 개발  247

Teachers College Press.

Hord, S. M. (1986). A synthesis of research on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Educational

Leadership, 43(5), 22-26.

Jarzabkowski, P. (2002). Centralised or decentralised? Strategic implications of resource

allocation models. Higher Education Quarterly, 56(1), 5-32.

Kelchtermans & Geerts (2006). Teacher collaboration and collegiality as workplace conditions.

A review. Zeitschrift füur Päadagogik, 52(2). S. 220-237.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Knapp, M. S. (2003). Professional development as a policy pathway.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27(1), 109-157.

Kwakman, K. (2003). Factors affecting teachers’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learning activiti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 149–170.

Lieberman, A. (1995). Practices that support teacher development: Transforming conceptions

of professional learning. Phi Delta Kappan, 76(8), 591–596.

Little, J. W. (1990). The persistence of privacy: Autonomy and initiative in

teachers’professional relations. Teachers College Record, 91, 509–536.

Marsick, V. J., & Watkins, K. E. (1990).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London:

Routledge.

McLaughlin, M. W. (1993). What matters most in teachers' workplace contexts? In J. W. Little,

& M. W. McLaughlin (Eds.). Teachers' work: Individuals, colleagues and contexts

(pp.79-103).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Meirink, J. A., Imants, J., Meijer, P. C., & Verloop, N. (2010). Teacher learning and

collaboration in innovative team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0(2), 161-181.

Mezirow, J.(Ed.) (2000).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Opfer, V. D., & Pedder, D., (2011). Conceptualizing teacher professional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1(3), 376-40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TALIS user guide

for the international database. Paris, France: OECD.

Putnam, R. T., & Borko, H. (2000). What do new views of knowledge and thinking have to

say about research on teacher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29(1), 4-15.

Rosenholtz, S. J. (1991). The teacher’s workplace: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New York, NY:



248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Teachers College Press.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cribner, J. P. (1999). Professional development: Untangling the influence of work context on

teacher learn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5, 238–266.

Shah, M. (2011). The Dimensionality of Teacher Collegiality and the Development of Teacher

Collegiality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3(2), 1-20.

Streiner, D. L. (2003). Health measurement scales: A practical guide to their development and use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illegas-Reimers, E. (2003).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literature.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Woods, A. M., & Weasmer, J. (2002). Maintaining job satisfaction: Engaging professionals as

active participants. The Clearing House, 75(4), 186-189.

Youngs, P., & King, M. B. (2002). Principal leadership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to build

school capacity.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8(5), 643-670.

Zederayko, M. W. (2000). The Impact of administrator and teacher leadership on the development

of an exemplary arts program and its role in school reform: A case study. University

Microfilms.

* 논문접수 2016년 2월 3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게재승인 2016년 3월 22일 

* 송인발: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교육부에 재직 중이다. 

* E-mail: 65inbal@hanmail.net

* 박주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hpark1028@hanyang.ac.kr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의 측정도구 개발  249

Abstract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Measuring

Teacher Collaboration Activities leading to Teaching Professional*
*

Song, In-Bal**

Park, Joo-Ho***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of teacher

collaboration activities leading to teaching professional. Total 1,030 subjects in the sample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data of 515 subjects were used to

establish a measurement model and the other data were used to conduc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s study showed two main results. First, 4 measuring factors including teaching

information-sharing activity, team learning activity, class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activity,

positive change related to teaching were confirmed from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s

a hypothesis model, the four factor model was tested in this study, in which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each factor was appropriate. Secon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wed appropriate fits on the hypothesis model, which functions

as evidence for a cross-validity. This study has a theoretical meaning in that it derives the

causal factors of teacher collaboration leading to teaching professional. Also, it is important

that this study provides understandings on the perception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their collaboration activities leading to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obtain an empirical evidence to make policy decisions for school change.

Key words: Teaching professional, Teacher collaboration’s activity, Measurement of teache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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