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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이다. 이때 교수역량은 내용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실천적 수행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교수역

량은 이론적 교수역량(theoretical teaching competency)과 실천적 교수역

량(practical teaching competenc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사양성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역량 평가는 시험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교수역

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교사의 교수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

나로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기반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를 활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들의

수행 수준을 제시하는 평정척도로써, 실제 수행을 관찰하여 실천적 교수역

량의 수준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평가도구이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

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직교사들의 수업비디오를

분석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들을 15개 하위

항목별로 15개씩 총 225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집된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을 평정하여 고정된 수준 값을

산출하였고, 그 값에 따라 ①수준(매우 미흡)부터 ⑤수준(매우 우수)까지

각 단계에 근접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천적 교

수역량의 5개 구성요인별 각 3개의 하위 항목(총 15개)에 대하여 각각 4개

또는 5개씩 총 65개 행동지표로 구성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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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9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0분 내외 분

량의 수업시연 비디오를 수집하여, 총 29개의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였다. 평가는 29명의 예비교사가 참여한 자기평가와 5명의 평가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평가의 두 가지로 진행하였으며,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

기술 평정척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행동지표의 내용타당

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협의회에서 선정한 65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 지수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로 평균 .77에서 .90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하

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 5명의 평가자간 일치도(급내

상관계수)는 .88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행동기술 평정척

도가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에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가자의 평정 오류를 완화시키는 등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기술 평정척도와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자기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3.434, p<.01).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및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여 평정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예비교사의 자기평가에서 인색함의 오류나 평

정 기준의 오류 등 평정 오류가 완화되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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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점수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5명)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임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평정 오류를 완화시키고 객관적인

관찰과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관찰의 편리함과 판단의 수월성을 제

공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유용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설문 응답 및 인터뷰 내용을 분석

한 결과,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자신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용이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5

명)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다수의 예비교사들을

평가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정하기에 더욱 용이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예비교사의 수행을 관찰하여 실천적 교

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실용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의 측정학적 양호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향후 현

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실천적 교수역량, 행동기술 평정척도,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예비교사평가, 자기평가, 전문가평가

* 학번: 2009-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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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주요 요소를 교사,

학생, 교육내용의 3가지로 제시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사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역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지도·조언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을 거치며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교과교육,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하므로(백순근, 2005), 예비교사는 향후 교사가 되었을 때 각각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다양한 업무 중 성공적인 교육활동의 수행 여부를 가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학생에게 제대로 가르

치는 것, 즉 교과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민성,

1996; 임현수, 2005). 따라서 예비교사가 교사양성과정에서 기르고 평가받

아야 할 핵심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이다.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백순근 외, 2007). 교수역량의 개념은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교수역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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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theoretical teaching competency)과 실천적 교수역량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 교수

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별도로 규명하여 측정·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각각의 교수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백순근 외, 2007; 황은희, 2008).

이론적 교수역량이 아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면 실천적 교수역량은 행하

는 능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두 가지 역량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실천적 교수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 주어진 내용을

잘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양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깊이가 얕다면 이론적 교수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역량의 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수역량의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교수역량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양성기관에서 주로 실시해 온 예비교사의 교육 및

평가는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비교사가 교사양

성과정에서 주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교과 내용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왔으며,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 관련 내용을 가르칠 때에도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

할 때에도 시험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이론적 교수역량 위주로 측정·평가

하고 있다. 이는 예비교사가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을 수업에 적용해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예비교사가 교사양성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의 기회는 단기간의 교육실습과 같이 제한적이고, 대학 내에서

교사의 교수활동과 유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여건도 넉넉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현장의 필요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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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현석, 2013; 김갑성, 2011; 김이경 외, 2017). 한편 교사임용시험에 수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업시연이 포함되는 등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

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전문성을 기르고 평가해야 한다

는 현장의 요구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문은경 외, 2016; 정제영 외,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시행과 확산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참여하는 수업 내에서 발표나 시연 등의 수행과제를

늘려가고, 실제 교육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을 양적·질적으로 강

화하는 등 교사양성과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을 제대로

측정·평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도·조언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교사 및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조언

할 때 실천적 교수역량이 개선·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백

순근, 윤승혜, 2011; 백순근, 함은혜, 2007; 황은희, 2008).

한편, 실천적 교수역량을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로 시행하던

시험과는 달리, 실제 교수활동을 수행하는 상황과 결과를 관찰하여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측정·평가

하기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의 하나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video portfolio assessment)를 제

안하고 있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수행을 녹화한 비디오를 수집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평가자가 관찰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백순근, 1999).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수활동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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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평가자가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지도·조언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

시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적용과 확산은 미흡한 실정인데,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녹화된 비디오를 수

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고, 비디오를 촬영·분석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 수업이나 발표 등을 공개하기 꺼리는 평가

대상자들의 심리적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계속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김우정, 1999;

백순근, 1999; 백순근, 윤승혜, 2011; 백순근, 이재열, 2008; 백순근, 함은혜,

2007; 황은희, 2008; Berg & Smith, 1996; Davis, 1993).

그런데, 원활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와

척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전문가의 관찰에

근거하여 수행의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제시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백순근, 이재열,

2008; 황은희, 2008).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평가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평가표를 제작하기 편리하고,

평가자들이 쉽게 평가의 기준을 공유하거나 비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를 합산하거나 해석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평가

자간 일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점수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은희, 2008).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단점으로 보고되고 있는 평정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제시된 평정척도에 의해 평가자가 평가 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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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의 임의적 해석이나

평정 오류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실제

평가에 적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관찰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투입하는 평정척도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평가자가 제대로 역량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적인 평정척도의 하나로 행동기술 평정척도(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고정된

값을 가진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여,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역량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유도하는 평정척도이다. 즉, 역량의 수

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을 구체적인 행동지표로 기술하고,

해당 행동지표의 수준 값을 고정하여 평정 수준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전문가의 판단이나 해석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박동열,

2006).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평가역량과 관련된 행동지표를

수집한 후, 수집된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을 사전에 평정해야 하므로 척도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지표가

제시되어 평가자의 판단 및 해석이 용이하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도

공통의 가이드를 제공받는 효과가 있어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숙련된 평가전문가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같이 평

가의 경험이 많지 않은 초급자도 자신의 수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

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적용하여, 실제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차이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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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비디

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제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우며 적합하고 실용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현직교사의 수업비디오를

분석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합한 행동지표를 수집하고, 전문가협

의회를 통해 수집된 행동지표의 수준을 평정하여 고정된 값을 산출한 후,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

여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을 녹화한 비디오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산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사후 설문 및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적합성과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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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와 비교하여 적합성과

실용성을 보이는지 검토할 것이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

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

기 위해,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행동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 항목별로

역량의 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행동지표를 수집한 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각 행동지표가 나타내는 수행 수준을 평정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하기에 적절한 행동지표를 가려낼 것이다.

둘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가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행동지표들의

내용타당성 여부를 전문가협의회에서 판단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선정된 행동지표들에 대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가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명의 전문가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점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평가자간 일치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넷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가 평가에

적합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와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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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전문가가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설문 응답 및 인터뷰 내용 분석을 실시할 것

이다.

다섯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가 평가

에 실용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예비교사나 전문가의 수월한 판단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다수의 비디오를

관찰하거나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설문 응답

및 인터뷰 내용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적합한 행동지표는 무엇인가?

2.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는

타당한가?

2-1.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2-2.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2-3.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2-4.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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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역량(teacher competency) 중

실제 수업에서 교과교육을 성공적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교수역량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 실천적 교수

역량의 정의와 구성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의 한 방법인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특성을 살펴볼 것

이다. 아울러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정척도로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비교 분석

하고,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특성과 개발 절차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실천적 교수역량

이 장에서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역량(teacher competency) 중

교사양성과정에서 기르고 평가받아야 할 핵심역량인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론적 교수역량(theoretical teaching

competency)과 실천적 교수역량(practical teaching competency)을 구분하

여 각각의 특성과 구성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수업 장면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확인하여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교수역량의 의미

역량(competency)은 조직 및 직무 내에서 우수수행자를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요소의 하나로서, 최근 역량중심사회 및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빈번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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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역량의 정의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 규정할 수

있다(이홍민, 2009; Rychen & Salganik, 2003; Spencer & Spencer, 1993).

특히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 직무나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뛰어난 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역량의 개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태도, 가치관,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역량을 중심으로

인간의 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실시해왔던 지식의

암기와 이해에 대한 평가를 넘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해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뛰어난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이나

태도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서 적절하게 발현할 수

있어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역량의 개념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를 교사역량

(teacher competency)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다양한 부가 업무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사역량을 살펴볼 때 각각의 업무 특성과 수행 상황

이나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순근(2005)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교과교육, 생활지도, 행정업무, 학생

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자기계발 등의 7가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7가지의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교사역량에 대한 논의도 업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필요한 역량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 중 교과교육은 가르쳐야 할 지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교사 본연의 업무이며, 학생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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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다(김민성, 1996; 백순근 외, 2007;

황은희, 2008). 따라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교사역

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과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수역량

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

의 총체를 의미한다(백순근 외, 2007). 교과교육과 관련한 교수역량을 종합

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지식이나 내용과 같은 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개념화하거나 교사가 보여야 하는 바람직한 정의적·행동

적 특성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교사가 특정한

지적·정의적·행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 교과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백순근, 2005). 교

사의 다양한 특성이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발현되어야 성공적인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현수(2005)의 연구는 성공적인

교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직수행지능을 실천지능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교직수행지능검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즉, 교사의

교수역량을 규정함에 있어 지식, 기술 등의 이해와 보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수행 및 실천과 관련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교사의 교수역량이 성공적인 교과교육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사양성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예비교사의 교수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과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수역량을

제대로 측정·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순근 외

(2007)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수역량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각각을 이론적 교수

역량(theoretical teaching competency)과 실천적 교수역량(practical

teaching competency)으로 정의하여 하위 구성요인을 제안하였다. 이때 이

론적 교수역량은 성공적인 교과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능력,

즉 ‘아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교과지식, 학습자와 학습, 교수설계 및 개



- 12 -

발, 교수-학습 환경, 평가의 5가지 하위 구성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실천적 교수역량은 성공적인 교과교육 수행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능력, 즉 ‘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의 5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별 하위 항목을 3개

씩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

하여 정의하고 측정·평가를 위한 구성요인을 별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

로써,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역량의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었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기존 교사양성과정이나

임용시험, 그리고 연수 등을 통한 재교육 과정에서는 시험 형태의 평가가

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론적 교수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또는 수업장학, 수업컨설팅

등을 통해 교과교육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실천적

교수역량과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교사의 교수역량을 규명하고

그 내용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백순근,

윤승혜, 2011). 하지만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과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을 고르게 갖추어야 하므로, 평가

대상이나 평가 맥락에 맞추어 각각의 교수역량에 대한 평가 요소를 구체적

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제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순근 외(2007)는 이론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한 방법

으로 지필식 검사를,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비디오 포트

폴리오 평가를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백순근 외(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는데, 중등학교 교장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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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구성요인 하위 항목

이론적

교수역량

교과 지식

- 교과내용지식(학문 분야의 내용, 학문의 역사)

- 교과교육지식(비유, 유추, 일화 등)

- 교육과정지식(국가교육과정)

학습자와

학습

- 학습에 대한 이해(학습이론)

-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발달이론)

-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심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교수 설계

및 개발

- 수업 설계(수업 설계 모형)

- 교수 전략(동기화 전략, 인지 전략)

- 교육매체

교수-학습

환경

- 교사-학생 관계(사회·심리적 환경)

- 학생들간의 관계(사회·심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

평가

- 측정이론(문항 개발 및 구성)

- 평가이론(평가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활용)

- 평가방법(다양한 평가 기법 및 도구)

실천적

교수역량

계획과

조직

- 내용간의 상호연계(수직적·수평적 연계)

-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 시간 배분의 적절성

의사소통

능력

- 언어적 의사소통(발음, 크기, 빠르기)

- 비언어적 의사소통(시선, 표정, 몸짓)

- 수업 보조자료 활용

학생과의

상호작용

-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 학습 동기 유발

- 적절한 피드백(학생의 질문이나 의견 활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 주의 집중

- 교육적 분위기 조성

- 물리적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

- 수업준비도

- 수업에 대한 몰입

-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 Ⅱ-1>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백순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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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

선행연구에서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

고자 교수역량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인을

정리하고 평가를 위한 하위 항목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측정·평가하

거나 하나의 평가 결과만으로 교수역량의 전반적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 각각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적용하여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의 아는 능력과 관련된 보편적·일반적 능력에 가까우므로 보유하고 있

는 지식의 수준이나 내용 관련 인지적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일반

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필식 검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 교과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수업에서 드러

나는 실천적 수행 능력을 의미하므로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서 나타나는

수행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후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관찰평가에

기반하여 수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

용하여 측정·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을 구분하여 각 역량의 특성

과 구성요인을 이해하고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로 교수역량

평가를 수행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문항이나 지

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론적 교수역량과

달리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

하던 형태의 평가가 아니라 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평가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의 주요 특성과 구성요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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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교수역량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백순근 외(2007)가 제시한 교수역

량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이론적 교수역량 실천적 교수역량

- 학문 지향적 능력

- 보편적, 일반적 능력

- 형식적·선언적·내용적 지식과의

높은 관련성

- 이론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시

- 인지 전략과 깊은 관련성

- 수행 지향적 능력

- 상황맥락적, 특수사례적 능력

-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의

높은 관련성

- 실천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시

-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

<표 Ⅱ-2> 교수역량의 주요 특성(백순근 외, 2007)

실천적 교수역량은 성공적인 교과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의 총체로 정의되었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과교육, 즉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수행의 과정 및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에서 교사의 수행이나 활동으로 드러나야

관찰될 수 있으므로 수행 지향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

의 수행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평가자에게 관찰되지 않는 능력은 실천적 교

수역량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떠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의 종류가 10개가 있고 그중 5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이론적

수준을 평가받은 교사가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하나의 교수법만 계속해서 사

용한다면,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은 해당 교수법

하나에만 그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수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의 내용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차원 또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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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의 특성이나 교실환경 특성, 수업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므로 상황맥락적이고

특수사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수업의 진행은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 학생, 학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해당 상황에서 발현되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할

경우에 지필식 시험과 같이 정답을 상정하고 맞고 틀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즉, 주어진 평가 기준이나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상황

이나 사례의 특수성 또한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수행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Borich, 2010).

셋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적절한 교수 방법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실시하는 수행 능력을 의미하므로 교과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습득

해야 하는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과 형식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업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교과내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그에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백순근, 이재열, 2008). 따라서 어떠한 수행의 수준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줄 아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넷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천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교과교육을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의도

한 바대로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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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수행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식되는 실천

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 및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므로 교사가 수업에 투입하고 실천하는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

합한 교수 방법의 선택, 투입 절차나 순서 등의 구성, 교육 환경의 조성 및

학생에 대한 응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전략을 현장 상황이나 맥락에 맞추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실천적 교수역

량은 수업 내에서의 행동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천적 교

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구성할 때 교사의 행동이나

수행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역량의 구성요인을 상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순근 외(2007)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의 다섯 가

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인을 <표 Ⅱ-3>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성요인 정의

계획과 조직 교과내용과 교수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기

의사소통능력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교수-학습

환경 조성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 조성하기

성의와 열의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표 Ⅱ-3>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백순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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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첫째 ‘계획과 조

직’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교과내용 및 교수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야 하며, 특히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과내용을 연계하여 수

업에 투입하는 자료와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으로 교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교수역량은 구체적으로 내

용간의 상호연계,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의 적절성, 시간 배분의 적절성

을 포함한다.

둘째,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야 하는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작 및 활용해야 하고 적합한 음성과 몸짓을 통해 교사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교수역량은 구체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비언어

적 의사소통능력, 매체 및 보조 자료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교수-학습 상

황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학생의 이해수준과 흥미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거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학생과의 상

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교수역량은 구체적으로 적절한 질

문과 대답 유도, 학습동기 유발, 적절한 피드백을 포함한다.

넷째,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교사-학생

관계를 포함한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을 효과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관리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학습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구체

적으로 주의집중, 교육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다섯째, ‘성의와 열의’와 관련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교사는 성의와 열

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교수활동 자체에 대한 열의와

함께 학생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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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모두가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교수

역량은 구체적으로 수업준비도, 수업에 대한 몰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

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실천적 교수역량을 다섯 가지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에 따라 필요한 하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인과 항목에 대한 정의는 교사의 수행을 관찰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또한 평가 도구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는 5가지의 하위

구성요인을 구분하고, 각 구성요인별 3개의 하위 항목을 추출하여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총 15개의 항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들은 실제로 교과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수업 행동에 대한 관찰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시간적·물리적 자원이 필요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실천전문가 또는 평가전

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평가자가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 평가대상자의 수행을 참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교사나 학생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업 장

면을 직접 관찰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

하기 위해 실제 수업 장면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으나, 현실

적인 제한점들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평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황은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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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학교현장에서 주로 수업평가, 수업

컨설팅 및 현장연구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 왔으며, 시범 수업 등의 형

태로 공개되는 교수활동에 대하여 교육행정가·교육전문가·동료교사 또는

교사 자신이 평가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백순근, 윤승혜, 2011). 하지만 교

수활동의 평가 및 피드백 절차나 기준 등이 구조화되지 못하고 각 학교나

수행주체의 편의나 전례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실천

적 교수역량 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좀 더 전문적인 형태로 시행될 수 있는데, 예비교사를

가르치는 교수 또는 숙련된 평가전문가가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실제 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지도·조언을 위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Espin & Yell, 1994). 다만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와 피드백에 적합한 평가도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수업시연의 활

성화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 및 예비교사의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수나 강사의 개별적인 관심이나

전문성에 의존하여 평가가 일부 시행되거나 산발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업시연에 대한

관찰평가 또는 수행평가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백순근 외(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적 교수

역량의 정의와 하위 항목들을 바탕으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

하고 적용하여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

였다(백순근, 윤승혜, 2011; 백순근, 함은혜, 2007; 황은희, 2008). 백순근과

함은혜(2007)의 연구는 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의 첫 수업 및

마지막 수업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

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백순근과 윤승혜(2011)의 연구는 비디오 포트

폴리오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이 중등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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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

는 것이 실천적 교수역량의 개선·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은희(2008)의 연구는 중등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에 적용하여 타당성과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와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자기평가 및 전문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

평가와 전문가평가 결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 및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조언의 용도로 피드백을 주기에 적절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절한 방법

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자기평가와 전문가평

가를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실천적 교수역량의 특성상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평가 과정에서 관찰과 판단의 실시를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험이 많은 숙련된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Brennan, 2006). 또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전문가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의 영역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이나 수월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가의 기준이나 평정

척도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는 등의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평가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좀

더 정확하고 수월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

하는 평가도구의 구성 및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황은희(2008)의 연구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를 위해 구성요인별 하위

항목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5점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실제 평가에 투입된 실천적 교수역량 평

가도구의 예시는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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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Ⅰ.
계
획
과
조
직

내용
간의
상호
연계

1. 교사는 수업내용이 이전 차시에 배운 내용
그리고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과 어떤 연관
이 있는지 설명하는가?

2. 교사는 수업내용이 다른 과목이나 일상생활
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
는지를 설명하는가?

학습
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3. 학습내용이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
량인가?

4. 교사는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
절한 수준으로 제시하는가?

시간
배분의
적절성

5.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
는가?

6.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수업 전개 속도가
적절한가?

Ⅱ.
의
사
소
통
능
력

언어적
의사
소통
능력

7.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8. 교사는 내용의 중요도, 수업의 분위기에 따
라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
는가?

비언어
적
의사
소통
능력

9.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말하는가?

10. 교사는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
용하여 말하는가?

[그림 Ⅱ-1]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황은희, 2008)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77에

서 .89까지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 하위 항목별로 살펴볼 때 일치도가

.50에서부터 .9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정척도에 대한 평가자의 해석이나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찰

평가나 수행평가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세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평가역량이나 능력의 수준을

제대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행동과 관련된



- 23 -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명시적인 행동 용어 형태로 제시된

평가 기준이나 지표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판단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로서 효과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성에 따른 임의적 판단과 해석이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동열, 2006; Dwyer, 1994).

즉,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정척

도나 평가지표를 평가 상황에 적절하게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행을 관찰하여야 하

는데,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교수-학

습 관련 활동들은 상당히 빠르게 발생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관찰하여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평

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의 요소가 분명

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수행이 어떤 형태로 관찰될 수 있는지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행동의 관찰과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찰하고자 하는 수업 행동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고 각각의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명시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효과적인 수업 행동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업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예컨대, Evertson, et al.(1980)은 교사 행동과 학생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가 행동을 교실 분위기(classroom atmosphere),

실수(behavior problems), 지도방법(instructional methods), 질문 전략

(questioning strategies), 토론 참여자 선정(selecting participants in

discussion), 학생에 대한 피드백(feedback to students), 학생의 생각에 대

한 교사의 수용(teacher’s acceptance of student ideas and contributions),

교사-학생 간의 개별 접촉(private contact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관찰 변수들을 정의하

였다. Espin & Yell(1994)은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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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instruction), 행동 관리(behavior management), 교실 분위기

(classroom atmosphere),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 일반적 교사 효

과성(general teacher effectiveness)의 5가지를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Borich(2010)는 효과적인 수업 행동과 관련 있는 요소로 교실의 학습 분위

기(learning climate), 학급 경영(classroom management), 수업의 명료성

(lesson clarity), 교수 방법의 다양성(instructional variety), 과업 지향(task

orientation), 학생의 학습 과정 참여(student engagement), 학생의 성취

(student success) 그리고 학생의 고등 사고 기능 관련 수행 결과 구하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요소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수업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성

익(1987)은 교사의 수업 행동을 수업활동의 계획 및 조직, 학습자료 활용의

동기유발, 학생과의 인간관계 형성, 수업 보조자료의 활용, 수업 방법 및

기술,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교수방법의 운영, 학습환경의 조성, 학생의

학습과정 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허경철(1987)은 수업지도와 관

련된 교사의 교수 행동을 교수단서(instructional cues), 질문(questions), 피

드백(feedback)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행동으로 학습목표 제시하

기, 내용 변화 및 중요한 내용 제시하기, 학습 범위와 강조점 제시하기, 학

습 내용의 조직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기, 선행 학습 내용을 요약 제시하기

등과 질문과 재질문, 칭찬 및 아이디어 수용, 정답 제시 등이 중요함을 제

시하였다. 원효헌(1998)은 수업에 나타나는 교사의 수행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행동 요소로 수업계획 및 조직, 학습 관리, 학습자 관리, 학생 평가의

4개 영역에 총 15가지를 항목을 설정하였다. 길양숙(1999)은 도입, 전개, 정

리의 수업 단계에 따라 교수행동을 분석하여 출석확인에서부터 정리활동에

이르기까지 총 22개의 행동을 추출하고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황선경(2005)은 수업 전 단계에서 수업과정의 구조화, 내용제

시의 적절성, 학습자의 특성과 욕구에의 적응성, 동기유발 및 유인의 네 가

지를, 수업 전개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 피드백과 교

정절차, 교사의 열성, 학생의 행동 관리의 네 가지를, 그리고 수업 정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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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평가의 적절성을 수업행동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고 효용성을 탐색

하였다. 장선영 외(2008)는 효과적인 교수 핵심역량으로 과제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교과 전문성, 교수 방법의 다양성, 수업 내용의 명확한 전달, 학

습 확인 및 형성평가 등 총 52개의 역량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교사들은

학습자 수준 고려, 학습자 참여 유도 등 직접적인 교수와 관련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비교사들은 수업 내용의 명확한 전달, 사례 활용 및

다양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명희 외(2014)는 예비

교사의 교수역량을 규명하면서, 내용 전문성, 수업 설계 및 자료 개발, 수

업 실행, 평가 및 결과 활용 등을 효과적인 교수에 필요한 역량으로 제안

하였다. 백지연 외(2015)는 중등교사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역량을

교수설계, 교수법 활용, 교과 전문성 활용, 학습자 이해, 학습 동기부여, 교

수 학습 자료 활용, 수업진행, 수업 내용 정리, 창의적 학습 촉진, 수업 내

용 전달, 전문성 개발, 교수학습평가 등 총 12개의 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행동지표를 개발하였다. 김방희와 김진수(2016)는 최근에 부

각되고 있는 STEAM 교육을 잘하기 위한 교수역량 분석에서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습 방법, 학습 참여 유도, 학습자 이해, 수업 상황 및 환경,

학습자 평가, 개인적 자질 등을 수업을 잘하기 위한 역량 요소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이현우 외(2017)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역량 중 효과

적인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교과 전문성, 수업설계 및 자료개발, 수업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등을 대표적인 역량으로 제시하고 해당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 행동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

었고, 이를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거나 교수 효과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할 때도

각 하위 구성요인과 평가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행동지표로 개발하고 평가 시행 과정에 적용한다면, 더욱 체계적

이고 정확한 실천적 교수역량 관찰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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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이 장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의 특성

을 살펴보고, 실천적 교수역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대표적 방법의 하나인 비디오 포트폴

리오 평가의 특성과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수행평가의 일반적 특성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측정·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선행연

구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 방안의 하나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안하였다(백순근 외, 2007). 그리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수행

평가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평정척도를 활용

하여 교사나 예비교사의 수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

과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백순근, 2000). 이때 수행은 어떤 행동이나

그 행동에 의해 나타난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대상자가 결

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쓰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과정, 혹은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 등을 모두 포함

한다. 즉, 수행평가에서 다루는 수행은 부여된 과제, 임무, 역할 등을 처리

하는 일련의 실제적, 가시적 행위를 뜻하는데(김호권, 1999), 이처럼 수행의

의미가 넓어지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나 특성도 기존 평가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수행평가는 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함께 평가의 범주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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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활동 자체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설정

하게 된다. 이는 학생의 성취에 대한 평가에서든 교사의 교수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수행평가가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

는 평가대상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행평가는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평가를

추구하고, 행동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 등을 함께 판단하고자 하며, 평가의 상황과 맥락에서 적합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김호권, 1999; 배호순, 1999; 백순근,

2000; Brennan, 2006).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 수행평가는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시험 형태의 결과중심 평가에 대비된다는 점에서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로 불리기도 하고, 실제 상황에 참여하여 평가

를 실시하거나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제 수행 장면을 직접 관찰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평가(direct assessment)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인지적인 지식과 더불어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수행평가는 본질적으로 질적 평가를 지향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

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자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하거나 서열화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행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점을 서술하기 위한 평가라고 볼 수 있

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산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수-학습 과정의

전체적인 면을 평가하고 과정의 개선을 돕기 위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수행평가는 질적 평가이며 지도·조언을 위한 평가이다(백순근, 1999).

수행평가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평가대상자의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능력들을 평가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시험에서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평가대상자가 정답을 선택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는데, 분명한 정

답이 있어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에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선택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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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과정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평가대상자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직접 생산하게 유도하고 그 과

정과 결과를 모두 관찰하면, 평가대상자의 인지적 측면과 함께 문제해결

장면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나 태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 절대

적인 정답을 미리 가정하지 않고 과제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수업 상황 등을 평가에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므로,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일관된 기준이나 지표에 의해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렵고 평

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배호순, 1999).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

의 수행을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행 관련 경험이 많은 실천전문가나 수행평가 관련 숙련도가 높은 평가전

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대상자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하므로, 복수의 평가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결과의 공신력도 강화될 수 있다(김호권, 1999).

수행평가의 방법을 선정하거나 도구를 개발할 때에는 평가 내용의 특성

과 평가의 환경, 평가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

하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교수활동에 대한 수행평가는 교사가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수행의 충실도와

적절성 등을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선정하고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결과는 평가의 목표나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산출되어 지도·조언을 위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개선이나 향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할 때, 개발 및 시행의

절차적 타당성의 확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도구의 내용과 구성 측면

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수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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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법, 즉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평가대상자의 수행 수준이나 활동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조언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평가 방법들은 모두 수행평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행평가의 방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검사를 비롯

하여 토론법, 구술시험, 면접법, 실기시험, 실험·실습법, 프로젝트법, 포트폴

리오법 등이 있다(백순근, 2000). 이러한 평가 방법들은 과정과 결과를 모

두 서면으로 기록하고 전문가가 내용을 평가하는 보고서 방식과, 수행의

상황이나 맥락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관찰평가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

어 생각해볼 수 있다. 보고서 방식은 기록을 남기기 용이하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관찰평가 방식

은 수행이 나타나는 맥락과 과정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평가의 취지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한 수행평가 방법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교사나 예비교사의 성공적인 교과교육 수행과 관련 깊은 실천적 교수역

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수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발표 등의 수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천적 교수역

량 평가가 교사나 예비교사의 교수능력을 서열화하거나 점수화하기 위한

용도로 실시되기 보다는, 지도·조언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수역량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평가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실제 수행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평가와 지속

적인 피드백이 용이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백순근, 윤승혜, 2011; 백순근,

이재열, 2008; 백순근, 함은혜, 2007; 황은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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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특성

서술형 평가

- 답을 직접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임

- 가장 기초적인 수행평가

논술형 평가

- 서술형 평가와 유사하게 답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

-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자유도가 높으며, 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능력도 평가의 대상이 됨

- 서술형 평가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행평가

실기시험

- 과제나 역할을 실제 행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의 수행을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개인평가와 집단평가가 모두 가능한 방식

구술시험

- 주어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능하지만, 평가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가장 오래된 수행평가의 한 방식

토론법

- 과제에 대한 토론과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방식

- 구술시험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입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방식

관찰법

- 실제 상황 또는 맥락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 상황이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가장 자유롭지만 평가자의 많은 활동이 요구된

포트폴리오법

(portfolio)

-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산출물을 누적하는 방식

- 모든 과정을 관찰하기 어려울 때, 각 과정의 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가장 많은 자료가 투입되는 방식

비디오

포트폴리오법

(video

portfolio)

- 실제 수행을 녹화한 비디오를 관찰하는 방식

- 수행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드는 방식

<표 Ⅱ-4>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의 특성(백순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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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특성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video portfolio assessment)는 수행평가의 한 방

법으로,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백순근, 1999; Davis, 1993;

Zelazek, et al., 1993).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디오와 포트폴리오 평가를 결합한 평가 방식이므로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디오는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녹

화하고 재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손쉽게 촬

영할 수 있고 컴퓨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편집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떤 상황 혹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행

장면을 녹화하여 비디오로 보관해둘 경우, 평가자들이 비디오를 재생하여

관찰할 때 마치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듯 비디오에 담긴 수행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비디오의 큰 장점이다. 수행의 과정, 결과 그리고

수행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수행평가에서 비디오를 적용

하는 것은 풍부한 정보 수집에 따른 충실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비디오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백순근, 1999).

첫째, 비디오는 녹화된 영상에 대한 반복적인 재생과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참여관찰의 경우 상황이 발생하고 종료되기까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관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는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보존했다가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비디오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수행의

현장에서 관찰할 때, 특정 행동이나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어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를 관찰할 경우 반복적 재생을 통해 동일한

행동이나 사건 발생 과정을 다른 관점이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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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재생이나 정지 상태에서 관찰을 통해 특정 수행이나 장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비디오는 다수의 관찰자가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장소에 집결하지

않아도 관찰대상이 되는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같은 환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정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평가자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수행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 다수의 관찰자가 함께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따

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녹화된 비디오를 관찰할 경우 관찰자의 수가

많더라도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한 소리와 영상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두가 한 자리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듯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관찰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하게 되면 관찰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비디오는 타인에 의한 관찰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스스로 수행을 평가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녹화된 비디오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김정환, 이계연, 2005), 기억

이나 주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자기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어떤 작품이나 과제 등을 수행한 과정과

결과물을 누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모아둔 자료집 혹은 서류철을 의미한

다. 포트폴리오의 구성물은 논술, 수필, 보고서, 관찰기록 등의 글을 비롯하

여 사진, 그림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백순근, 1999).

다만 일반적인 자료집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그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평가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력이나 수행 수준의 변화

및 발달이 확인될 수 있도록 수행 과정과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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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배호순, 1997; 백순근, 1999; 조한무, 1998).

첫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 자체를 평가하고 촉진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의 과정과 결과

를 모두 확인하여 자세하게 평가하므로, 교수-학습 과정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조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점수화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단편적인 정보에 국한하기보다는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평가

는 축적된 자료를 통해 평가대상자 개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한 관찰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가 시점에서의 일회적 판단으로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평가대상의 과거와 현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역량을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실제 수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평가 방법이다. 시험과 같이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간접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라, 직접 과제에 대한 답을 생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생산한 결과와 함께 생산의 과정을 모두 누적하여 평가에

투입하도록 요구하므로, 수행 과정을 실물 근거에 의해 확인하여 방법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누적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평가를 실

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평가대상자가 스스로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축적하고 그것을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평가자와 유사한 관점에서 자기 수

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자료를 살펴보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성실성 여부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이나 보완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므로, 자기평가의 시행과 결과의 적용 측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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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디오와 포트폴리오 평가의 특성을 살펴볼 때, 각각의 특성

이 결합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은 교사나 예비교사의 교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백순근, 1999;

황은희, 2008).

첫째, 교수활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교수역량의 수준을 다양한 관점

에서 평가할 수 있고 개선점을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수집된 여러 개의 비디오에 대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실시간 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또는 예비교

사의 수행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자세하게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교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고 지도·조언해 줄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소리와 영상이 함께 기록되는 비디오의 특성에 따라 교수활동과

함께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실 분위기 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 교

사의 수행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수행 자체만을 평가하기보

다는 학생의 반응이나 교사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하는 것도 필

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전체를 비디오에

담아 평가할 수 있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은 평가자 판단의 충실

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교수활

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주로 시범수업과 같은 특별한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관찰

평가나 동료평가로 실시하였다. 또는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로

자기 기억에 의존하여 수행 장면을 되돌려보고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

기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의도한 수행이 제대로 발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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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피드백하기 위한 자기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다만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시행

을 위해 다소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다양한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여건상의 제한점이 있다. 한편 비디오 촬영 시에 교사나 예

비교사의 자연스러운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전문가 특성에 따라 평

가의 신뢰도가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등 과정상의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적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백순근, 이재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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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관련 선행연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임을

보고하였다.

Davis(1993)는 교사나 예비교사 모두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업이 녹화된 비디오를 전문가들과 함께 보며 평가하고 협의할 것을 제안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비디오를 반복적으로 관찰·분석하고,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비디오 포트

폴리오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Zelazek(1993)은 대학 2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용하였다. 특히 1학년

때의 교수능력에 비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교수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습 8주차에 교수활동 장면을 비디

오로 녹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도교수 및 현장교사들의 평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가 교

수능력의 점수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Berg & Smith(1996)는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비디

오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 연주단을 지휘하

는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교사들이 자신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교수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조언을 받지 못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1주일에 한 번씩 교수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동료교사

들과 함께 비디오를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교수능력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용이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교수능력도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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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1999)은 교사의 교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안하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시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교수능력의 점수화·

서열화를 위한 방안과 교수능력의 신장을 위해 지도·조언하기 위한 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특성이 다른 사람의 교수능력을 점수화·서열화하거나

개선을 위해 지도·조언하기에 유용함을 밝혔다. 또한 자기 자신의 교수능

력을 제대로 진단하고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백순근과 함은혜(2007)는 교육실습이 교육적 가치를 향상시키는지 알아

보고자 수행한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

법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비교사가 수행하는 교육

실습의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전문가평가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점수를 산출하였고 마지막

수업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의한 전문가평가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같

은 수행을 평가하기에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신장을 위한 피드백 용도로도

적합함을 보고하였다.

황은희(2008)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와 전문가평가를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교사의 자기평가 점수가 전문가평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

났으나, 두 평가 결과 사이에 상호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에서는 교사가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자신의 교수역량을 판단할 때 긍정적이고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능력평가 등에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용할

때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하였다.

백순근과 이재열(2008)은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유사한 능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발표역량을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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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발표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수집하고, 1차적으로 전문가평가

를 실시하여 발표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피드백 이후 다시 한

번 발표 장면을 녹화하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피

드백을 적용한 예비교사의 발표역량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1·2차 평가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가 효과적임을 제시

하였다.

백순근과 윤승혜(2011)는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

가를 실시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방식에 따라 교수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수업을 녹화하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

하였고,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피드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전문가 평가협의회 등 3가지 방식의 피드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고, 이때

전문가 평가협의회 방식이 실천적 교수역량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확산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의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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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기술 평정척도

이 장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리커트형 평정척도

및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특성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 또는 본인이 관찰을 실시하고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평가자가 수행의 수준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채점기준표의 형태로 제시하거나, 평가자가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Brennan, 2006). 특히 수행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인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정 방법을

구성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의 특성을 비교하여, 평가 기준과 평가자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평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평정은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행평가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

정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채점기준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평정척도를 설정할 때에는 편리하고 익숙한 리커

트형 평정척도를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의 수준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제시한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리커트형 평정척도(Likert-type rating

scale)는 Likert에 의해 제안된 척도제작법으로, 총합평정법(the method of

summated rating)으로 어떤 특성을 측정할 때 일련의 문항들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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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제작법이다. Likert는 5점 척도

(가장 찬성한다 5점, 찬성한다 4점, 모르겠다 혹은 보통이다 3점, 반대한다

2점, 적극 반대한다 1점)를 사용하면서 5점 척도상의 응답유형이 대체로

정규분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서로 다른 진술문이나 문항들을 합쳐서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박도순, 2006). 총합평정법에

의한 척도화(scaling)의 목적은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의 연속선상에서 개인

이 나타내고 있는 태도나 수행 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수준의 평정뿐만 아니라 점수 계산이나 결과의 해석도 쉬운 편이어서 어떤

특성을 밝히기에 효과적인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구분 내용

장점

- 척도화의 절차가 간편하고 단순함

- 제작이 편리하고 적은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음

-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적용하기에 용이함

- 다양한 특성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음

- 여러 지표나 문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이 가능함

- 특성의 수준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서열화되어 있음

- 응답이 간편하여 적용 범위가 넓음

단점

- 특성의 변화나 구체적인 양상을 측정하기 어려움

- 실제 특성의 수준과 평정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음

- 양 극단의 특성에 비해 중간 범주가 불분명함

- 동간척도라기 보다는 서열화된 척도로 볼 수 있음

- 응답유형이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가정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움(관대화 등의 오류)

- 평정자에 따라 높고 낮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표 Ⅱ-5>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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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행평가는 직접적으로 수행을 관찰하여 나타나는 특성의 수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간편하고 편리한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달리 구체적으로

수행을 관찰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정척도의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평가에 적합한 척도의 하나로

행동기술 평정척도(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를 활용해

볼 수 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Smith & Kendall(1963)에 의해 행동기대

척도(BES: behavioral expectation scales)가 개발된 이후 전통적인 평정

방식의 불명확성 및 평가자의 편파성(bias), 낮은 신뢰도 등을 극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확산되어진 대표적인 행동 기반 평정척도이다(Kingstrom &

Bass, 1981).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특정한 행동이 나타낼 수 있는 수행의

수준을 평정척도 상의 한 지점에 고정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관찰된 수행의 수준을 판단할 때 상세화된 평가 기준이 제공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지표가 포함된 행동기술 평정

척도를 활용하게 되면 평가도구의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canougher & Ivancevich, 1978).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산업체에서의 근무평정이나 역량평가와 같이 직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지표에

근거하여 수행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구성한다(임언, 정윤경,

2000). 일반적인 형태의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적용할 때에도 평정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제 평가 장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하고 그 행동이 나타내는

수행의 수준을 사전에 고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또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수행의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나의 행동에 대해

단계를 임의적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다른 다양한 행동

들을 평정척도 상에 구분하여 제시하므로 실제 수행의 관찰을 돕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구성 예시는 [그림 Ⅱ-2]와

같다.



- 42 -

[그림 Ⅱ-2] 행동기술 평정척도 예시 (출처: 네이버 심리학용어사전)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사전에 관찰해야 하고, 관찰한 수행을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기술해야 하며, 여러 개의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을

판단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를 선정해야 하는 등

개발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과 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요구하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심리측정학적

으로 확연한 강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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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동열, 2006; 임언, 정윤경, 2000;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Ivancevich, 1980). 예컨대,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 우수 수행자뿐만 아니라 미흡한 수행자의 행동을 함께 분석함으

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 관련 지표들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고, 행동

기술 평정척도에 포함된 행동지표들이 평가가 끝난 후 피드백과 바로 연계

되어 교육이나 훈련에 적용될 수 있으며,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와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부가적인 효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행동

기술 평정척도 개발 및 적용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Ⅱ-6>과 같다.

구분 내용

장점

- 다른 요인에 의한 후광 효과가 적음

- 관대하거나 임의적인 평가에 의한 오차가 적음

- 분명하고 명료하게 수행의 수준을 전달할 수 있음

- 기술된 척도가 훈련이나 개선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음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분명하게 수용될 수 있음

- 정의된 척도는 동일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척도의 개수를 늘릴수록 더욱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함

- 상급자와 하급자 간 차이를 비교하고 피드백 하기에 용이함

- 평정척도 개발 과정에서 평가의 방향이 명료해짐

단점

- 척도 개발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 평가대상자의 수행이 개발된 행동지표의 형태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검토를 요구함

- 행동적 용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역량의 경우 적용할 수 없음

<표 Ⅱ-6>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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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척도를 구성하여 적용할 때에는 평가자가 측정이나 평가 상황에서

범할 수 있는 평정 오류(rating error)나 편파성(bias)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관찰과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평정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평정 오류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강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명소, 이광진, 2008; 박동열, 황영아, 2009; 백순근,

2000; 황정규 외, 2016;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Javidmehr &

Ebrahimpour, 2015)

첫째, 평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평정기준의 오류

(standard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각자의 평정의 기준을

달리 둠으로써 동일한 수행이나 특성에 대해서 다른 평정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정기준의 오류는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므로, 평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으로 기술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평정기준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평정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평정기준과 무관하게 너그럽게 평가하는 관대함의 오류(lenienc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수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후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높거나 낮은 수

준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대함의

오류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평정기준과 무관하게 엄격하게 평가하는 인색함의 오류(severit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관대함의 오류와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혹독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명시적인 행동지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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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구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인색함의 오류 또한 적게 나타난다.

넷째, 평정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중간 점수(보통)에 주로 평정하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central tendenc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

가자가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변별력 없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는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행동기술 평정척도

는 각 단계를 기술하는 행동지표들이 제시되어 보통이라는 모호한 의미가

희석되므로 중앙 집중 경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정기준이 아닌 배경 정보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는 후광 효과

의 오류(halo effect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수행을 직접

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가대상이 되는 수행의 예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므로, 다른 평정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섯째, 현재 수행과 관련된 평정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수행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는 파급 오류(spill-over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관찰한

평가대상자의 현재 수행을 평정기준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의 수행

이나 점수, 또는 이전에 관찰한 수행 등에 영향을 받아 평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정기준을 구성하는 모든

특성이나 항목별로 명시적인 지표를 제시하므로, 상대적으로 과거의 수행

이나 이전에 채점한 점수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다른 형태의 평정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광 효과가 적고, 높은 평가자간 일치도를 보이며, 평가자의 관대하거나

엄격한 판단이 줄어드는 등 평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행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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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발 및 적용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개발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평정척도

개발을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단계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일반적인 개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박동열, 2006; 임언, 정윤경, 2000;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Schwab, et al,, 1975).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나 능력을 구체화하여 평가

에 적합한 형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행의 차원을 정의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직무 영역이나 역량, 능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적용할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기 위한 수행의 차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정척도에 적용하게 될 각 영역별

대표적 행동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표현된 행동진술문을 기술

하여 역량 또는 능력별로 목록화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기

술한 행동지표들을 수행의 차원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분류한다.

대개의 경우 행동의 추출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행동지표

목록을 살펴보며 수행 차원을 구분하고, 행동지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

가한다. 이때 행동지표들 간에 수행의 내용이나 수준이 중첩되거나 평가역

량의 수행과 관련 없는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판단이

일치되는 경우 행동지표를 제거하거나 수정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까지 정리된 행동지표가 나타내는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행동

용어로 기술된 구체적인 사례들의 수준을 5점 또는 7점 척도 선상에 나열

하거나 순위를 부여하여 행동지표들이 변별될 수 있도록 구분한다. 이때,

실천전문가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우수수행자들이 전문가 집단

으로 참여하여 추출된 행동지표들의 수행 수준을 점수화하고 결과를 종합

하여 해당 지표의 수준 값으로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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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여된 각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에 대한 수준 값을 고정하여 수직선 또

는 수평선 상에 배열한다. 그리고 평가의 환경이나 대상 특성에 맞추어 효

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평정척도의 단계나 수를 결정하고, 각

수준에 대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최종적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완성한다. 개발된 평정척도는 실제 평가에 적용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게 된다. 전체적인 개발 절차를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절차 내용

1

단

계

수행 차원의

정의

-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영역이나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역량이나 능력을 정의

-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차원을 규정

-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

2

단

계

대표적인

행동지표

추출

- 평가 영역과 관련된 대표적 행동 특성 추출

- 구체적인 행동 사례의 분석 및 행동 용어로 기술

- 다수의 행동지표를 추출하여 목록화

3

단

계

행동지표의

수행 차원

분류

- 추출된 행동지표가 나타내는 수행 차원 분류

- 영역이나 직무의 내용 및 실천전문가에 의한

행동지표의 적합성 확인(현저히 낮은 것은 제거)

4

단

계

행동지표별

수행 수준

평정

- 행동 용어로 기술된 행동지표별 수행 수준 평정

- 각각 행동지표들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변별하기

위해 5점 또는 7점 척도상에서 평정

5

단

계

평정척도

개발

- 행동지표의 진술문 및 수행 수준 평정치 고정

- 각 행동지표에 부여된 수준에 따라 평가에 적용할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평정척도 개발

- 수직선 또는 수평선 상에 행동지표를 배열하며,

적정한 수의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평정척도에 적용

<표 Ⅱ-7> 행동기술 평정척도 일반적인 개발 절차(박동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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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

별로 다른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전문가 집단에는 평가대상이나 역량과 관련된 내용전문가 및 실천전문가

포함될 수 있고, 평가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것

으로 간주되는 우수수행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 다른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동일 집단에 의해 개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평정척도의 적용에 있어 일반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임언, 정윤경, 2000).

한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특정한 직무나 역할의 수행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져 왔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특

정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행동 용어로 구성되는 만큼, 어떤 특질이나 지식의 이해 수준을 평가

하기보다는 수행을 통해 발현되는 실천적 능력의 평가에 적합한 것이다.

실천적 능력 평가를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적용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동열, 2006; 박동열, 황영아, 2009; 임언, 정윤

경; 2000,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Ivancevich, 1980; Smith &

Kendall, 1963)

임언과 정윤경(2000)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개발에 행동기

술 평정척도를 적용하였다. 비록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주로 활용하는 수행

평가의 상황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적성검사의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

지만, 직업적성을 구성하는 각 영역별로 능력을 진단·평가하기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 준거를 제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찰과 성장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적용하였다.

박동열(2006)은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해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직업기초

능력을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 능력의 관점

에서 정의하고,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직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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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능력의 진단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동열과 황영아(2009)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를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직업을 준비하는 예비 근로

자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Smith & Kendall(1963)은 행동 용어로 구성된 평정척도를 적용한

초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간호사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제작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행동들에 대

해서도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Cocanougher & Ivancevich(1978)는 판매 인력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정

하기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판매 인력들의 역

할이나 수행을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수

행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평정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vancevich(1980)의 연구에서는 전문기술자의 수행과 태도의 등을 평가

하기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적용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20개월

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면서 일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적용

한 것과 수행이나 태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51 -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에 사용된 주요 측정도구 및 도구의 개발

절차,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으며, 29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예비교사

자기평가 및 5명의 평가자에 의한 전문가평가로 시행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어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을 녹화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등 예비교사를 모집하였다(<표 Ⅲ-1>). 총 29명의 예비

교사들은 20분 내외의 수업시연을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유사한 분량의 기

녹화된 수업시연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 평가에 참여하였다. 예비

교사의 수업시연은 1차시 수업을 가정하여 내용을 구성하되 수업의 분량은

교사임용시험의 수업시연평가와 유사하게 20분 내외로 설정하였고, 비디오

내용은 예비교사의 수행을 중심으로 촬영하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나 동선

및 수업 분위기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실 전면을 녹화하였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수업시연을 실시하여 평가를 받는 평가대상자 역할

뿐만 아니라, 녹화된 비디오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평정척도의 적합성과 유용성에

관련된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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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교사 수 (%)

성별
남 8 (27.6)

여 21 (72.4)

학년

4학년 19 (65.5)

3학년 7 (24.1)

2학년 3 (10.3)

학과

교육 8 (27.6)

국어 4 (13.8)

영어 3 (10.3)

사회 6 (20.7)

윤리 1 (3.4)

수학 1 (3.4)

과학 4 (13.8)

체육 1 (3.4)

음악 1 (3.4)

계 29 (100)

<표 Ⅲ-1> 수업시연 및 자기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 정보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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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모두 활용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리커트형 평정척도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는 황은희(2008)

의 연구에서 개발한 실천적 교수역량 측정도구를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는 Cronbach의 알파

계수를 통한 평가자내 신뢰도가 .97, 단순 상관계수를 통한 평가자간 신뢰

도가 .77에서 .89로 보고되었으며,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한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타당성을

보고한 문항들로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리커트형 평정척도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가지 구성

요인인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의 구성요인별 3개의 하위 항목에 대하여, 각 하나의

문항을 제시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을 ①수준(매

우 미흡)에서 ⑤수준(매우 우수)의 범위로 평정할 수 있도록 리커트형 평

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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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평정 척도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가?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하는가?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는가?

의사
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가?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는가?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학생
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학습 동기
유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하는가?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교수
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성의
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
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Ⅲ-2>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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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기술 평정척도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는 리커트형 평정

척도에서 활용한 평가 항목과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다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정을 돕기 위해 평가 항목별로 ①수준(매우 미흡)

에서 ⑤수준(매우 우수)까지 각 수준에 근접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

하여 고정된 수준 값과 함께 제시하는 척도이므로, 15개 하위 항목을 평가

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를 수집하고 각각의 수행 수준을 분석하여 나열한

구체적인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예시는 <표 Ⅲ-3>과 같으며,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한 5개 구성요인에 대한 전체 평정척도는

<부록 1>과 같다.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가?

<내용 간의 상호 연계>

<표 Ⅲ-3> 행동기술 평정척도(수업 계획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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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가. 연구 절차

이 연구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

가도구를 개발하고,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을 대상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평가도구를 적용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실용성 등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연

구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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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수행하기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백순근 외(2007)가 제안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와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정리하고, 황은희(2008)의 연구를 비롯한 교사 및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확인하여 평가의 방법과 평가도구

개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특성과 개발 절차에

관한 박동열(2006), 임언과 정윤경(2000)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 연

구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였다.

2) 리커트형 평정척도 개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하나로 리커트

형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황은희(2008)의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적 교수역

량 평가도구를 예비교사 평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15개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개발하

였다. 그리고 각 문항을 평정하기 위해 ①수준(매우 미흡)에서 ⑤수준(매우

우수)의 범위로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3) 수업비디오 분석 및 행동지표 추출

한편 이 연구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현직교사의 수업을 녹화한 수업비디오를

분석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교사의 수업비디오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비디오 포

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 차시 수업을 녹화한 50분 분량의 수업

비디오 4개를 3명의 전문가가 관찰하며 분석하고 관련한 행동지표를 추출

하여 정리하였다. 수업비디오 관찰 및 평가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교수역량

연구 및 역량평가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이 실시하였다(<표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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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관련 경력 비고

전문가 A 남
학생 및 기업 대상 역량평가 설계 및 개발,

역량평가(관찰/면접) 평가위원 (5년 이상)
연구자

전문가 B 남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분석 연구

역량평가(관찰/면접) 평가위원 (3년 이상)
연구원

전문가 C 여
교수역량 평가 연구,

중등학교 교사 재직 (5년 이상)
교사

<표 Ⅲ-4> 행동지표 추출을 위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자 정보 (N=3)

수업비디오 분석을 통해 행동지표를 추출한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 15개

하위 항목 각각에 대해 15개 행동지표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225개의

행동지표를 수집하였고, 다음 단계인 전문가협의회에 투입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에 활용하였다.

4)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수업비디오 분석을 통해 수집된 총 225개의 행동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또한 각 행동

지표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행 수준을 사전에 판단하여 고정된 수준 값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평가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

가협의회에서는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자 모든 행동지표들이

각 하위 항목의 정의를 나타내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예/아니오

형태로 평정하였고,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은 ‘미흡(1)…보통(3)…우수(5)’의

범위에서 평정을 실시하여 각 행동지표의 고정된 수준 값을 산출하였다.

한편, 전문가협의회는 교수역량 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교사

또는 강사로 재직하면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와 관련한 경험을 갖춘 전문

가 13명으로 구성되었다(<표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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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관련 경력 비고

전문가 D 여 예비교사평가, 교수역량평가 연구 교수

전문가 E 여 학생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연구원

전문가 F 여 교육정책평가, 교수역량 연구 연구원

전문가 G 여 교육정책평가, 대학평가 연구 연구원

전문가 H 남 교사 및 학생 관련 연구 교사

전문가 I 여 교수역량, 역량평가 연구 박사과정

전문가 J 여 학생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교사

전문가 K 여 역량평가 연구, 학생평가 시행 강사

전문가 L 여 학생평가, 역량평가 연구 연구원

전문가 M 남 교수역량, 역량평가 연구 박사과정

전문가 N 여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학생평가 시행 교사

전문가 O 여 학생평가 시행 교사

전문가 P 여 학생평가 시행 교사

<표 Ⅲ-5> 행동지표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정보 (N=13)

5)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전문가협의회에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에서 정리된 행동지표의 고정된 수준 값에 따라

225개 행동지표를 하위 항목별로 정렬한 후, ①수준(매우 미흡)부터 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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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까지의 각 수준에 가장 근접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때 각 수준의 범위 내에 행동지표가 없는 경우

에는 행동지표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하위 항목별로 4개 또는 5개

행동지표가 투입되었다. 최종적으로 5개 구성요인 15개 하위 항목에 대해

총 65개의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6) 예비교사 모집 및 비디오 수집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모집

하고 수업시연 비디오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의 예비교사들로 구성되었고, 연구자에 의해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교사 대상 오리

엔테이션은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역량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수업시연에 대한 안내를 통해

20분 내외의 분량과 수업시연 관련 공통적인 지침을 제공하였고, 수업시연

내용에 대한 약식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양식을 제시하였다

(<부록 2> 참조).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이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비디오가 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의 예시는 [그림 Ⅲ-2]와 같다.

한편, 예비교사는 20분 내외의 수업시연을 직접 수행하여 비디오를 녹화

하거나 이미 녹화된 유사한 분량과 환경의 수업시연 비디오를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29개의 수업시연 비디오가 수집되어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였고,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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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예비교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시

7) 1차 자기평가 및 전문가평가 시행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29명의 예비교사가 참여한

자기평가와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비교사의 비디오를 관찰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적합한 평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량평가의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 5명으로 평가자

집단을 구성하였다(<표 Ⅲ-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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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관련 경력 비고

평가자 1 남
입학사정관 및 대학역량평가 수행,

예비교사 대상 강의 및 평가 (10년 이상)
연구원

평가자 2 남
대학생 및 직장인 역량평가 개발 및 적용,

역량평가 수행 지도 및 컨설팅 (7년 이상)
연구원

평가자 3 여
역량평가 문항 및 도구 개발,

역량평가(관찰/면접) 평가위원 (7년 이상)
연구원

평가자 4 남
역량평가 평가자 및 평가대상자 교육,

역량평가(관찰/면접) 평가위원 (3년 이상)
연구원

평가자 5 남
역량평가 문항 및 도구 개발,

역량평가(관찰/면접) 평가위원 (3년 이상)
연구원

<표 Ⅲ-6>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자 정보 (N=5)

8) 2차 자기평가 및 전문가평가 시행

2차 평가에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평정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도구인 행동기

술 평정척도를 2차 평가에 투입하였고, 앞선 평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을 최소화하고자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2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편, 평가가 끝난 후에는 예비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도구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부록 3> 참조).

9) 평가 결과 분석 및 논의

마지막으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산출된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및 전문가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

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실용성 등을

확인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 결과는 상관분석, 차이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예비교사 및 전문가의 설문 응답과 인터뷰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여 결과 분석과 논의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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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합성과 실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자기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 중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1차 및 2차 평가에서의 자기평가 결과가 상승(4명) 또는 하락(3명)하거나,

같은(3명)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고르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는 개인별 2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준비한 질문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였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 활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질문

1.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중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1차(리커트형) 평가와 2차(행동기술) 평가 결과에 차이가 난(또는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중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더 유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4.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6.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표 Ⅲ-7> 평가자 사후 인터뷰 질문(예비교사)

또한, 전문가평가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 전원을 대상으로 평정척도의

적합성과 유용성, 보완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인터뷰는 개인별 30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평정척도의

보완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 활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

<표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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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중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중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더 유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3.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중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적게 든 것은 무엇입니까?

4.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6.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표 Ⅲ-8> 평가자 사후 인터뷰 질문(전문가)

나.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에서

실시한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적합도

를 확인하기 위해 평정척도별 평가 결과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합도와 실용도 분석을 돕기 위해 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 및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내용을 정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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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하나인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발 절차와 결과를 기술하고, 개발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비

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화를 수행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평가도구의 타당화는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및 평가자

설문 응답 분석을 통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의 신뢰도,

적합도, 실용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발 절차 및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자,

각 하위 항목별로 역량의 수준을 가늠하기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고정된 수준 값과 함께 제시하는 평정척도이다. 이와 같은 평정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역량의 구성요인과 평가 항목

등을 미리 설정하고, 역량의 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지표

들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을 사전에 평정하여

고정된 수준 값을 산출하여야 하고, 평가에 적합한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평정척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개

발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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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절차

1) 평가 항목 설정

백순근 외(2007)가 제안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 및 하위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황은희(2008)가 개발한 실천적 교수역량 측정도구 평가 영역과

항목을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가지 구성요인인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의 구성요인별 3개의 하위 항목, 총 15개의 하위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행동지표 수집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량의

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과 관련된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정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역량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을 추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박동열, 2006).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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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고, 현직교사의 수행을 녹화한 수업비디오에 대한 전문가의

관찰 분석을 실시하여 다수의 행동지표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은 원효헌(1998)의 ‘교수 수행 및 수업 관찰과 관련된 평가

요인’, Borich(2012)의 ‘효과적인 수업 관찰 방법’, Davis(1993)의 ‘비디오 포

트폴리오 체크리스트’, McMillan(2007)의 ‘교실평가의 영역 및 내용’, Nolan

& Hoover(2004)의 ‘교수평가 기준과 지표’ 등 실천적 교수역량과 관련한

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정리하였다.

현직교사의 수업비디오 관찰 및 분석은 전문가 3인의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역량평가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실제 수업을

녹화한 수업비디오를 관찰하며 수행을 분석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

항목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리한 평가지표와 수업비디오 관찰 및 분석을 통

해 수집한 행동지표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15개 하위

항목별로 각 15개, 총 225개의 행동지표를 수집하였다.

3) 전문가협의회

선행연구 분석 및 현직교사 수업비디오 분석을 통해 수집된 행동지표는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타당성을 검증

하여야 하고, 고정된 수준 값을 제시하기 위해 각 행동지표가 보이는 수행

수준을 평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

회를 2차례 개최하였고, 수집된 총 225개의 행동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및 수행 수준 평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교수역량 연구 및 역량평가 방법 연구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례의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와 수행 수준을 평정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

정의를 기반으로 수집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성을 검토하고 수행 수준을

확인하는 1단계 평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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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내용 간의 상호 연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이전에 배운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이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시하며 진행한다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한다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한다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예로 든다

이번 차시 내용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유사 또는 반대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라도 많이 전달한다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그림 Ⅳ-2]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전문가협의회 1차 평정자료



- 69 -

행동지표의 내용타당성 검증은 모든 전문가가 각각의 행동지표에 대해

‘예/아니오’ 형태로 타당성 여부를 평정하였다. 그리고 내용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정의 일치 비율을 확인하여, Rubio et, al. (2003)이 제안한 FVI

(factorial validity index)를 내용타당도 지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FVI가

0.5 이하로 낮게 나타난 행동지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시 선정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단계 평정에서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을 함께 평가

하였으며, ‘미흡(1)…보통(3)…우수(5)’의 범위에서 전문가가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각 행동지표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행 수준 점수를 산출하였다.

행동지표의 내용타당성 및 수행 수준을 평정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 1차

평정 자료는 [그림 Ⅳ-2]의 예시와 같이 제공되었으며, 전체 하위 항목에

대한 평정자료는 <부록 4>와 같다.

한편 첫 번째 전문가협의회의 평정 결과를 정리한 후, 수행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과 유사한 형

태로 두 번째 전문가협의회를 시행하였다. 2차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의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225개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 평균과 표준편

차를 제공하여, 전문가들이 1차 협의회에서 실시한 각자의 평정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수행 수준에

대한 재평가는 1차 협의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협의회

2차 평정 자료는 [그림 Ⅳ-3]의 예시와 같이 제공되었고, 전체 하위 항목에

대한 평정자료는 <부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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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내용 간의 상호 연계

※ 자유 서술 의견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4.5 5

이전에 배운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4.2 3

이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시하며 진행한다 4.2 3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4.2 4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한다 1.7 1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3.5 4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예로 든다 4.4 5

이번 차시 내용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1.7 2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4.8 5

이해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1.7 1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2.3 1

유사 또는 반대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4.2 5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1.5 2

[그림 Ⅳ-3]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 전문가협의회 2차 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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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지표 선정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의 15개 하위 항목에 대해 수집된

총 225개 행동지표는 내용타당도 지수와 고정된 수준 값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항목별로 행동지표를 수준 값의 크기에 따라

배열하였고, 평정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①수준(매우 미흡)부터 ⑤수준(매우

우수)에 가장 근접한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였다.

행동지표의 선정은 각 평정 수준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우선하되

거리가 동일한 행동지표가 존재할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것을 우선하였다.

다만, 각 수준의 범위(①수준 1.50 이하, ②수준 1.51 이상 2.50 이하, ③수

준 2.51 이상 3.50 이하, ④수준 3.51 이상 4.50 이하, ⑤수준 4.51 이상)를

나타내는 행동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지 않고

평정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 항목별로 4개 또는

5개의 대표적인 행동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65개의 행동지표를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수행 수준

평균
표준

편차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4.84 0.37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4.25 0.76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3.27 0.81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2.23 0.98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1.25 0.45

학습내용

의

분량과

난이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나 힌트를 사용한다 4.88 0.30

설명이 끝나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4.02 1.25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계속 수업을 이어간다 2.13 1.15

준비한 내용이 많아 바쁘게 전달한다 1.41 0.54

<표 Ⅳ-1>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 항목별 행동지표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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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수행 수준

평균
표준

편차

수업

계획

및

조직

시간

배분의

적절성

도입과 마무리가 구분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4.60 0.55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3.97 1.07

지나간내용의이해를돕기위해다시설명한다 3.00 0.98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용 설명만 계속된다 2.13 1.00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빠르게 설명한다 1.50 0.65

의사

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수시로 조절한다 4.66 0.47

수업 중간에 다양한 주제로 소통한다 4.05 0.96

주의를환기시키고자학생들의언어를사용한다 2.94 0.94

설명이나 응답을 바쁘게 이어간다 1.83 1.03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4.81 0.38

중간에 미소나 손짓을 섞어 긴장을 푼다 4.38 0.58

수업 중 학생 개인에 대한 행동을 보인다 3.01 0.95

머리 넘기기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2.00 0.85

수업

보조자료

활용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4.14 0.58

자세히설명하진않아도다양한자료를보여준다 3.04 0.75

준비한 자료에 호응이 없어도 계속 진행한다 2.15 0.60

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진행한다 1.28 0.54

학생

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4.87 0.33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4.25 0.90

한 질문을 해결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2.86 0.75

질문이 많아 질의응답이 빠르게 진행된다 1.98 0.98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최소화한다 1.50 0.67

학습

동기

유발

학생의 경험이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4.96 0.14

선생님의 설명에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4.19 1.07

시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집중하게 한다 2.95 0.77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설명을 이어간다 2.00 0.85

적절한

피드백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4.75 0.40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3.91 0.83

질문이 없으면 신속하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2.79 0.78

학생의 필기나 이해는 자율에 맡긴다 1.88 1.11



- 73 -

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수행 수준

평균
표준

편차

교수-

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4.88 0.30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19 0.72

학생의 개별적 행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93 0.87

판서나 자료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1.91 0.70

교육적

분위기

조성

설명 중간에 질문을 섞어 참여를 유도한다 4.65 0.63

전체가 집중하도록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 4.09 0.89

수업에 따라오는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3.02 1.01

질의응답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1.73 0.60

물리적

환경

조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4.73 0.44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동선을 보인다 3.92 1.06

자리나 조명을 자주 바꾸며 수업을 진행한다 3.00 1.22

자료나 교구 활용보다는 구두로 설명한다 2.00 0.74

학생의관심과상관없이준비한것은모두활용한다 1.50 0.67

성의

와

열의

수업

준비도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4.85 0.32

수업의 계획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3.98 0.93

많은 양의 자료나 판서를 제공한다 2.98 1.17

편집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2.00 0.71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시간동안흐트러지지않고고르게집중한다 4.96 0.14

주요 내용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강조한다 4.00 1.04

참여 유도를 위해 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3.19 0.97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 중심으로 수업한다 2.25 0.66

정리할시간이부족할정도로많은것을설명한다 1.25 0.45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4.56 0.50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설명한다 3.69 1.03

교과서 내용 위주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03 1.07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1.92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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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정척도 구성

실천적 교수역량의 15개 하위 항목별로 선정된 대표적인 행동지표들을

배치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표 Ⅲ-3>의 예시와 같이 구성하였다(p.55

참조). 또한 최종적으로 개발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별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부록 1>과 같다. 이렇게 구성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되었고,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를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 수준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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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화

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도 분석

평가도구의 타당도(validity)는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의도했던 구체적

인 목표나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결과타당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타당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적이면서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고자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

가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요소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가지 구성요인별 각

하위 항목에 대하여 예비교사의 수행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①수준(매우 미흡)에서 ⑤수준(매우 우수)에 이르는 각 단계

별로 가장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투입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행동기술 평

정척도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행동지표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수집된 총 225개의 행동지표에 대한 내용타

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3명의 전문가가 행동지표 각각의 내용타당성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예/아니오’ 형태로 평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타

당도를 보고할 때, 전문가가 ①점(매우 타당하지 않음)에서 ④점(매우 타당

함)의 범위로 타당도를 평정하고 3점과 4점을 보고한 전문가의 비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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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산출한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내용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행동지표의 수가 많고 내용타당성

뿐만 아니라 행동지표의 수행 수준도 평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행동지표가 하위 항목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여부

를 판단하여 가부를 제시하도록 평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용타당도를

보고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전문가의 비율을 통해 산출

한 FVI(factorial validity index)를 내용타당도 지수로 활용하였다(Rubio,

et al., 2003).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65개 행동지표의 내용

타당도 평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투입된 각 행동지표의

FVI는 .69에서 1.00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고, 하위 항목별 평균 FVI는 .77

에서 .90으로 보고되었다. Rubio, et al. (2003)은 FVI가 .80 이상일 때 높은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행동기술 평정

척도는 비교적 양호한 내용타당도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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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평정 결과
빈도 FVI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13 1.00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13 1.00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12 0.92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9 0.69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9 0.69

항목 평균 0.86

학습내용

의 분량과

난이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나 힌트를 사용한다 13 1.00

설명이 끝나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10 0.77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계속 수업을 이어간다 10 0.77

준비한 내용이 많아 바쁘게 전달한다 9 0.69

항목 평균 0.81

시간

배분의

적절성

도입과 마무리가 구분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13 1.00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12 0.92

지나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한다 10 0.77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용 설명만 계속된다 10 0.77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빠르게 설명한다 11 0.85

항목 평균 0.86

의사

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수시로 조절한다 13 1.00

수업 중간에 다양한 주제로 소통한다 9 0.69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11 0.85

설명이나 응답을 바쁘게 이어간다 10 0.77

항목 평균 0.83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1.00

중간에 미소나 손짓을 섞어 긴장을 푼다 13 1.00

수업 중 학생 개인에 대한 행동을 보인다 11 0.85

머리 넘기기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9 0.69

항목 평균 0.89

수업

보조자료

활용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13 1.00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도 다양한 자료를 보여준다 9 0.69

준비한 자료에 호응이 없어도 계속 진행한다 9 0.69

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진행한다 9 0.69

항목 평균 0.77

<표 Ⅳ-2> 선정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 평정 결과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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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평정 결과

빈도 FVI

학생

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3 1.00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13 1.00

한 질문을 해결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12 0.92

질문이 많아 질의응답이 빠르게 진행된다 10 0.77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최소화한다 9 0.69

항목 평균 0.88

학습 동기

유발

학생의 경험이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13 1.00

선생님의 설명에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12 0.92

시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집중하게 한다 12 0.92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설명을 이어간다 9 0.69

항목 평균 0.88

적절한

피드백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12 0.92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12 0.92

질문이 없으면 신속하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10 0.77

학생의 필기나 이해는 자율에 맡긴다 10 0.77

항목 평균 0.85

교수-

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13 1.00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2 0.92

학생의 개별적 행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1.00

판서나 자료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9 0.69

항목 평균 0.90

교육적

분위기

조성

설명 중간에 질문을 섞어 참여를 유도한다 13 1.00

전체가 집중하도록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 12 0.92

수업에 따라오는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11 0.85

질의응답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10 0.77

항목 평균 0.89

물리적

환경 조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13 1.00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동선을 보인다 12 0.92

자리나 조명을 자주 바꾸며 수업을 진행한다 10 0.77

자료나 교구 활용보다는 구두로 설명한다 10 0.77

학생의관심과상관없이준비한것은모두활용한다 9 0.69

항목 평균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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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신뢰도 분석

평가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는 그 도구를 적용하여 산출한 점수가 얼마

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평가자간 일치도, 재검사 신뢰도, 반분신뢰도,

Cronbach의 알파계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뢰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통합적이면서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도구의 신

구성

요인
하위 항목 행동지표

평정 결과
빈도 FVI

성의

와

열의

수업

준비도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13 1.00

수업의 계획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12 0.92

많은 양의 자료나 판서를 제공한다 10 0.77

편집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10 0.77

항목 평균 0.87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고르게 집중한다 13 1.00

주요 내용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강조한다 12 0.92

참여 유도를 위해 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12 0.92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 중심으로 수업한다 9 0.69

정리할시간이부족할 정도로많은것을설명한다 9 0.69

항목 평균 0.84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13 1.00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설명한다 12 0.92

교과서 내용 위주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9 0.69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9 0.69

항목 평균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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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여 평가자의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평가자간 일치도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채점을 하였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2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는 2명씩 쌍을 이루어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하거나 변량분석을 통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

폴리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한 급내상관계수는 <표 Ⅳ-3>과 같다.

5명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비디오 포트폴

리오 평가에서 나타난 급내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평가자간 일치도는 .88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80 이상이면 평가도구가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급내상관계수는 .87이었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1),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및 구성요인별로

평가자간 일치도를 살펴보면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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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내

상관계수

95%

신뢰구간
F 검정

하한 상한 값
유의

확률

리커트형

평정척도

수업 계획 및 조직 .73 .54 .86 3.755 .000

의사소통능력 .76 .58 .87 4.097 .000

학생과의 상호작용 .88 .80 .94 8.519 .000

교수-학습 환경 조성 .84 .72 .91 6.095 .000

성의와 열의 .79 .64 .89 4.720 .000

전체 .87 .77 .93 7.401 .000

행동기술

평정척도

수업 계획 및 조직 .82 .69 .91 5.567 .000

의사소통능력 .84 .73 .92 6.312 .000

학생과의 상호작용 .89 .80 .94 8.693 .000

교수-학습 환경 조성 .86 .75 .93 6.971 .000

성의와 열의 .85 .75 .92 6.773 .000

전체 .88 .80 .94 8.626 .000

<표 Ⅳ-3> 평가자간 일치도(급내상관계수) (N=29)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자간 일치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단순 상관계수를 확인하면 <표 Ⅳ-4>와 같다. 각각의

평가자가 평정한 점수에 대한 상관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51에서 .83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또한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평가자

간 일치도는 .43에서 .80의 범위를 보이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 활용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와 리커트형 평정척

도는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상관계수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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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형 평정척도 행동기술 평정척도

1 2 3 4 5 1 2 3 4 5

평가자1 - -

평가자2 .67** - .59** -

평가자3 .80** .80** - .83** .64** -

평가자4 .66** .63** .67** - .69** .66** .76** -

평가자5 .43* .53** .56** .46* - .55** .56** .67** .51** -

<표 Ⅳ-4> 평가자간 일치도(단순 상관계수) (N=29)

(*p<.05, ** p<.01)

다.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 분석

평가도구의 적합도(properness)는 그 도구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한 정도를 의미한다. 특정한 평가도구가 목

적이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므로, 적합도가

높거나 낮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적합도가 있다거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평가의 목적이나 취지가 교육적이어야

하므로 평가도구의 내용이나 실시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것은 가급적 사용

되지 않아야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능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평가

도구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입한 평정척도가 자기평가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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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평가대상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평정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점수의 추이를 확인하였다(<표 Ⅳ-5>). 전체적으로 실천적 교

수역량에 대한 전문가평가 결과에서는 평정척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교사의 자기평가 결과에서 리커트형 평정척도가 평균

3.41점,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3.63점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평가도구 역량

자기평가 전문가평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리커트형

평정척도

수업 계획 및 조직 3.66 .65 3.58 .49

의사소통능력 3.40 .79 3.60 .56

학생과의 상호작용 3.31 .80 3.38 .79

교수-학습 환경 조성 3.00 .71 3.37 .60

성의와 열의 3.68 .80 3.68 .51

전체 3.41 .58 3.52 .56

행동기술

평정척도

수업 계획 및 조직 3.85 .80 3.55 .69

의사소통능력 3.63 .88 3.55 .74

학생과의 상호작용 3.47 .80 3.33 .82

교수-학습 환경 조성 3.40 .88 3.50 .79

성의와 열의 3.82 .61 3.70 .61

전체 3.63 .64 3.52 .71

<표 Ⅳ-5> 실천적 교수역량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결과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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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척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표 Ⅳ-6>). 그 결과 전문가평가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평가의 결과에서는 평정척도에

따라 평정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구분

리커트형

평정척도

행동기술

평정척도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기평가 3.41 .58 3.63 .64 -3.434 .002

전문가평가 3.52 .56 3.52 .71 -.085 .933

<표 Ⅳ-6> 실천적 교수역량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차이분석 (N=29)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4]와 같으며, 행동기술 평정

척도를 활용한 평가에서 자기평가의 결과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정척도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별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Ⅳ-5]

와 같으며, 자기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4]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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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평가방식에 따른 개인별 평정 결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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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가 보고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29명의

예비교사에게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가도구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24명의 예비교사가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행동

기술 평정척도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Ⅳ-7>), 즉, 다수의 예비

교사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20명은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행동기술 평정

척도는 예비교사의 자기평가 과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
적합한 이유

행동기술

평정척도

24

(82.8%)

객관적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평가가 정확함 (20명)

수업행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수준 이해가 용이함 (3명)

상대적인 평가가 지양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임 (1명)

리커트형

평정척도

5

(17.2%)

고정된 행동지표가 오해나 혼란을 줄 수 있음 (4명)

지표가 많으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음 (1명)

<표 Ⅳ-7>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적합성(예비교사, N=29)

또한, 아래와 같은 예비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행동기술 평정척도와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이나 역량평가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막막하고 리커트형 평정척도로 평가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주니까 그것을 객관적 기

준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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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는 평가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커트형 평정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할 때 어려움과 막연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의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

하는 인색함의 오류나 평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평정

기준의 오류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자기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수행의 수준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므로,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자기평가 결과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자기평가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난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표 Ⅳ-8>). 인터뷰에 참여한 4명의 예비교사는 모두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리커트

형 평정척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자기 수행에 대한 불만족을 반

영하여 점수가 낮았으나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주어진 기준에 맞춰 수행을

관찰하여 평가하므로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구

분

적합성이 높은

평가도구
적합한 근거 자기평가 상승 이유

1
행동기술

평정척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가 막막하지 않음

리커트는 불만족이 반영,

행동기술은 객관적으로

행동을 확인해서 채점함

2
행동기술

평정척도

기준이 구체적이어서

임의로 평가하지 않음

리커트는 만족과 불만족을

위주로, 행동기술은 관찰된

수행을 찾으면서 평가함

3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객관적

1차는 겸손하게 평가한 편,

2차는 주어진 지표에 따라

보이는 대로 평가함

4
행동기술

평정척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수행을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

리커트에서의 내 기준과

행동기술에서 주어진 기준에

차이가 있었음

<표 Ⅳ-8> 적합성 관련 예비교사 인터뷰 내용(자기평가 상승집단,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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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점수가 높아진 이유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커트는 내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비디오를 통해 보여지는 내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평가할 때는 행동이 미리 제시되어 있

고 그것과 유사한 행동이 보일 때마다 수준을 파악해서 점수를 줄 수 있

으니까, 전체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관찰된 행동

이 높은 수준이면 그 점수를 그대로 줄 수 있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자기평가의 결과가 하락한 3명의 예비교사

들도 평정척도의 적합도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9>). 이들은 리커트형 평정척도에서 자기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하여 좋게 평가한 반면,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수행을 판단하여 점수가 낮아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커트형 평

정척도에서 보통 수준에 맞춰 평가하였으나,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지표에

맞춰 평가하여 점수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다소 완화되는 것은 [그림 Ⅳ-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적합성이 높은

평가도구
적합한 근거 자기평가 하락 이유

1
행동기술

평정척도

구체화된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 가능

1차는 만족감에 따라 평가,

2차는 낮은 점수의 지표도

긍정적이어서 평정 가능했음

2
행동기술

평정척도

내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음

보통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서

평가했었는데, 2차에서는

지표에 맞춰 평가했음

3
행동기술

평정척도

수준마다 구체적

예시가 있어 관찰하고

평가하기 좋음

1차는 약간 좋게 평가했으나,

2차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 내

느낌대로 평가하기 어려웠음

<표 Ⅳ-9> 적합성 관련 예비교사 인터뷰 내용(자기평가 하락집단,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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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실천적 교수역량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결과

그리고 자기평가 점수가 평정척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비교사

3명도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합한 것은 행동기술 평정척도라고 응답하

였다(<표 Ⅳ-10>). 이들은 평균적인 자기평가 점수는 동일하지만 영역별

로 높고 낮음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정척도가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

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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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합성이 높은

평가도구
적합한 근거 자기평가에 차이가 없는 이유

1
행동기술

평정척도

느낌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준에 따라

채점할 수 있음

1차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2차는 지표에 맞춰서 했고,

영역별로는 높아진 것도

낮아진 것도 있었음

2
행동기술

평정척도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지표가 개인적인

판단을 줄여줌

리커트는 느낌대로 하되 중간

정도로 줬고, 행동기술은

지표 중심으로 관찰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음

3
행동기술

평정척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지표로 나와

평가에 도움이 됨

2차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같은 비디오를 내가

동일하게 평가하니까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 같음

<표 Ⅳ-10> 적합성 관련 예비교사 인터뷰 내용(자기평가 동일집단, N=3)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리커트는 느낌대로 한 경향이 강하고 중간 정도로 주려고 했던 것 같

다. 하지만 행동기술은 지표 중심으로 관찰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는 두 번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데 행동기술은 판단에 대한 객

관성이 담보되는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었다. 리커트는

평가하면서도 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긴 했었다.”

즉,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경우 평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명시

적인 행동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 평정기준의 오류나 인색함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등 평정 오류가 완화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동열, 황영아, 2009;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비교사의 자기평가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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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평가를 통해 예비교사가 자신의 교수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평가도구의 적합도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따져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평가와의 일치도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Panadero, et al., 2016). 이를 위해 행동기술 평정

척도의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결과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리커트형 평정

척도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점수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11>과 같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 결과는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55,

p<.01),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 결과에서도 자기평가와 전문가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r=.45, p<.05), 예비교사의

자기평가가 전문가평가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평가-전문가평가 상관계수

리커트형 평정척도 행동기술 평정척도

수업 계획 및 조직 .25 .19

의사소통능력 .48** .71**

학생과의 상호작용 .54** .59**

교수-학습 환경 조성 .19 .31

성의와 열의 .41* .44*

전체 .45* .55**

<표 Ⅳ-11> 실천적 교수역량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상관 (N=29)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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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의해 나타난 자기평가와 전문

가평가의 상관계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Fisher‘s z

transformation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상관계수의

검정통계량 Z는 -.480으로, 두 점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즉,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의해 보고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 사이의 상관계수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실천적 교수역량 점수나 대부분의 구성요인별 점수

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기술 평정

척도가 정확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수업계획 및 조직’과 ‘교수-학습 환경 조

성’의 영역에서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척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구성

요인에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확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해당 구성요인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이서, 실제

평가 과정에서 평정척도에 나타난 행동지표를 적용하여 자기 수행을 관찰

하고 평가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구체적인 행

동지표를 제시하더라도 특정 영역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정확한 판단이나 평가를 돕기 어려운 점이 있어, 평가도구의 적합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단점에 관한 의견도 <표 Ⅳ-12>와 같이 나타

나고 있어, 평가도구의 적합도의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 2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단점은, 행동지표가 명

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오히려 관찰의 폭을 제한하였다는 것과 수업 상황

이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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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응답

단점

행동지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관찰의 폭이 제한적임 (15명)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수행을 포괄하기 어려움 (7명)

척도의 양이 많아 뒤로 갈수록 집중하기 어려움 (3명)

평가지를 만든 사람의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음 (2명)

행동지표의 위치가 평정 수준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움 (1명)

무응답 (1명)

<표 Ⅳ-12>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단점(예비교사, N=29)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예비교사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활용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표 Ⅳ-13>). 예비교사들은 상세하게 나타난

지표들이 평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지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활동이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러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행동지표로

제시되거나, 비디오에 나타난 수행과 지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웠

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행동지표의 수를 늘려

더욱 자세한 척도를 만들거나,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

상세하게 제공하여 평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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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내용

1 확인되지 않은 나의 수행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었음

2 나타나지 않은 행동의 위치가 애매해서, 설명이 더 자세하면 좋겠음

3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음

4 주어진 지표에 맞추니까 편하지만, 진짜 잘한건가 의문이 들기도 함

5 지표가 점수 중간에 배치되니까 점수 주기에 적합하지 않음

6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주어진 지표만 관찰하는 경향은 있었음

7 평가기준이 세밀해져서 생각이 경직되고, 많은 수행을 놓친 것 같음

8 주어진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평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9 어렵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봐야해서 관찰의 폭이 좁은 느낌임

10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나올 때는 판단하기 혼란스러움

<표 Ⅳ-13> 행동기술 평정척도 활용의 어려움(예비교사, N=10)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지표가 주어지니까 점수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는데, 주어진 대로 기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객관

적이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부담스럽긴 했다. 그리고 지표가 척도의 중간

점에 위치하다보니 관찰이 잘 되지 않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런 경우에 평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상세화되면 좋을 것 같다.”

요컨대,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정확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상세화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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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명의 전문평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행동기술 평

정척도의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평가자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표 Ⅳ-14>).

평가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지표가 가이드로 제시됨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

준을 가지고 수행을 관찰하였고 임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줄일 수 있어

평가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적합성이 높은

평가도구
적합한 근거

평가자 A
행동기술

평정척도

평가자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명료한 기준이 실제 행동과 연계하여

제시되므로 역량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짐

평가자 B
행동기술

평정척도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줄어들고,

평가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음

평가자 C
행동기술

평정척도

평가의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훨씬 높고,

관대화나 중심화 경향도 줄어드는 것 같음

평가자 D
행동기술

평정척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판단이 분명해지고,

수행 예시가 풍부하여 점수를 평정하고

피드백을 제시하기에 적합함

평가자 E
행동기술

평정척도

평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제시되므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다른 해석이나

판단을 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표 Ⅳ-14>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적합성(전문평가자, N=5)

적합성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디오를 관찰하면서 역량별 수준 파악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세워야

했는데, 우수한가 미흡한가의 판단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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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좀 더 자세하게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비교적 구체화된 가이드들이 제공되니까 공통의 기준점을 세

우기에 괜찮았고, 그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관찰

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었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같이 수행을 관찰하여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평가자의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 동일한 수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평정척도의 해석 및 수행 수준의 판단 과정에서 평정 오류가

발생하여 평가의 적합도를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관찰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하므로 평가자의 평정 오

류를 줄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기술 평정

척도의 장점을 추가로 물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지표가 제

시되어 같은 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평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평정기준의 오류를 줄

이기에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평가의 실시 과정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평가의 결과는 리커트형 평정

척도와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입된 행동지표들이 실천적 교수역량의 대표적인 수행을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4개 또는 5개의 행동지표로 모든 학생의 수행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떤 평가자는 평가 항목이 15개나

되다 보니 모든 행동지표를 하나하나씩 적용하여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며, 평가 항목의 수를 줄이고 항목별 행동지표의 수를 늘

리거나 행동지표를 더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평가에 적합한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전체 점수가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나왔을

뿐 평가 내용상 차이는 존재한다는 의견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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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전문가들이 다수의 예비교사에 대한 비디

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다양한 예비교사의 수행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및 행동지표의 수를 조정하거나 상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 분석

평가도구의 실용도(usability)는 그 도구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

법이나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를 채점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

원의 양과 질이 여건에 비추어 실용적인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비록 어떤 평가도구의 적합도, 타당도,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도구를 제작하고 시행하기까지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양이 많다면 현

실적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용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 하에서 적용하기가 쉬운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지, 채점하거나 결과를 해석하기 쉬운지 등이 있다

(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직접 개발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용하였는데, 평가도구의 실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평가자

들이 역량의 수준을 판단하기 수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자기평가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에게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유용성을

물어보았다(<표 Ⅳ-15>). 이때,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 역량의 수준을

판단하기 수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1명),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지

속적으로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평가가 가능했다는 의견(5명)과

평가 항목이나 문항의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는 의견(2명)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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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응답

유용성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 판단이 수월해짐 (21명)

수업을 여러 번 돌아보게 하여 반성적 평가 가능 (5명)

평가 항목이나 문항의 의미 파악이 용이함 (2명)

보통 수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교한 판단이 가능 (1명)

<표 Ⅳ-15>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유용성(예비교사, N=29)

이러한 실용성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예비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Ⅳ-15>).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더

유용하다는 다수의 의견은 구체적인 기준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리커트형 평정척도가 실용적이라는 의견은 간단하고 편리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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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더 유용한

평가도구
유용한 근거

1 행동기술 주어진 기준이 분명하여 이해하기 쉽고 평가도 편리함

2 행동기술 리커트에 비해 막연함이 줄어들어 고민이 적어짐

3 행동기술 자료를 세밀하게 봐야하지만 판단은 수월해짐

4 리커트 생각하기 편하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음

5 리커트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함

6 행동기술 모든 영역에 참고할 자료가 있어 판단이 수월함

7 행동기술 평가 기준이 확실하게 보여서 관찰이 편리함

8 행동기술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되어 훨씬 쉽게 평가함

9 행동기술 이해하기 좋고 구체적이어서 판단도 쉬운 편

10 리커트 간단하고 편리하고 익숙해서 가볍게 할 수 있음

<표 Ⅳ-16> 실용성 관련 예비교사 인터뷰 내용(예비교사, N=10)

먼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성이 더 크다고 보고한 예비교사들은 구

체적인 기준이 수행을 관찰하기 편리한 행동 용어로 제시되므로 수월한 판

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도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양이 많아

진 것에 대한 부담은 토로하였지만, 평가의 수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용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니까 수업을 평가

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보여서 수월한 판단이 가능했다. 다만 지표가 세세

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확인을 많이 해야하는 수고는 있었는데, 평가를 주

관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근거로 평가하니까 판단하기는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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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비해 리커트형 평정척도가 실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예비교사도 있었다. 이들은 구체적

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좋지만 많은 행동지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힘들었고, 반면 리커트는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가 행동기술 평정

척도의 활용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리커트로 평가를 하는 것은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비디

오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실 편하긴 했다. 행동기술은 주어진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야 하니까 꼼꼼하게 보고 확인해야 해서 힘들었던

것 같다. 물론 그게 더 객관성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평가하기에는 리커트가 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처럼 예비교사의 자기평가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수월한 판단을 도

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행동지표의 양이 많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행동

기술 평정척도가 평가 항목별 수행 수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

수행을 관찰하여 채점하기 편리하였기 때문에,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평정척도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다소 길어진다는 점에서,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다소 불편하고

실용성이 낮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실시

과정에서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높은 실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다만 좀 더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지표를 수월하게 이해하여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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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명의 전문평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자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표 Ⅳ-17>), 역량별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가 고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29개의 비디오를

보는 동안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점수를 평정하기 수월하였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실용성이 높은

평가도구
실용적인 근거

평가자 A
행동기술

평정척도

세부적인 근거가 제시되니 판단이 수월함,

내 기준을 잡지 않고 미리 주어진 기준을

활용하니 편하고 평가 시간도 줄어듦

평가자 B
행동기술

평정척도

명확한 기준이 주어져 평가하기에 수월함,

다만 제시된 행동지표와 관찰 수행을

일치시키려다보니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성실한 평가가 이루어짐

평가자 C
행동기술

평정척도

공정한 기준을 갖고 비교적 쉽게 평가함,

성실하게 고민하며 평가한다면 리커트형

평정척도가 더 어렵고 시간도 걸림

평가자 D
행동기술

평정척도

관찰과 평가에 부담이 줄어들어 편했음,

시간은 리커트가 더 적게 소요되었지만

숙련도가 부족한 평가자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평가자 E
행동기술

평정척도

구체적 기준이 공유되어 이해하기 편리함,

리커트형 평정척도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기준에 대한 고민과 상기가 필요함

<표 Ⅳ-17>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의 실용성(전문평가자, N=5)

다만 평정척도의 실용성이나 수월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통해 평가하기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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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견(3명)이 보고되었는데,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받은 후 이해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했지만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디오를 관찰하며 특징적인 수행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비디오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면 빠르게 평

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 기준이 흔들린다거

나 수행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때 판단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

이 의외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각 역량별로 수준

을 판단하기에 쉽도록 고정된 행동지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고정된 행

동지표들이 머리 속에서 오히려 29개의 비디오를 보는 동안 동일하게 남

아있으므로 후반부로 갈수록 평가를 실시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판단하기

가 수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확인하며 평가에 임하게 되므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의견(2명)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평가

자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더욱 구체적인 수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반복적인 비디오 재생이 필요하고 평가 시간도

늘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평가자에게 명확한 기준이 주어지니까 평가하기에 수월함이 크게 느껴

지긴 했다. 다만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행동지표를 두 번, 세 번 확

인하려는 욕심이 생겨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게 되었는데, 그만큼 성실하고

차후 번복하지 않아도 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한다”

즉,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통해 평가 자체의 수월성은 높아진 것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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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평가자가 보고하였지만, 활용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실용성의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에

대비하여 수월성이나 실용성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리커트형 평정척

도에 비해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만큼 채점이나 해석 및 피드백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비디오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정교하고 자세하게 평정척도를 구성하여 평정척도나

행동지표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항목이나 지표의

수를 조정한다면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라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와 관련한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Ⅳ-18>).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수

행에 대한 관찰과 판단을 수월하게 하고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상의 제한점

및 한계점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다 세분화된 행동지표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수(4단계)와 매우 우수(5단계) 수준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지표를 상세

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세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행동지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다수의 비디오를 관찰하기 위한

실용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는데, 행동지표가 많아지면

쉽고 분명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2명)과 행동지표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평가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2명)이 비슷하게 제시되

었다. 따라서 행동지표의 수를 조정하거나 지표를 상세화하는 등의 보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평가와 편리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평정척도를

조정하여 실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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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완해야 할 부분

평가자 A
일반적인 강의에서 나오는 행동 외의 다른 교수행동이 나올 때

그 수행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판단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평가자 B

행동지표의 속성이나 수준에 대한 좀 더 명료한 기술이 필요함,

지표가 더 분명해지면 평가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음,

단, 행동지표의 수를 늘리기보단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음.

평가자 C

행동지표들이 다소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수행을 완전하게

분리하긴 어렵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기술되면 좋겠음.

단, 지표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 평가자 입장에서 부담이 됨

평가자 D

매우 미흡이나 매우 우수에 대한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음. 행동지표의 수가 늘어나도 오히려

판단하기 더 수월해지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평가자 E

높은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가 더 자세해지고 많아져야 함.

긍정적인 지표들로 구성하다보니 자칫 모두 다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더 잘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 Ⅳ-18>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보완점(전문평가자, N=5)

이처럼 전문가들은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용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과정에서의 편리함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

성하고 있는 행동지표들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수행 수준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지표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 실용도의

확보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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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적용하고자 행동

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우며 적합하고 실용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적합한 행동지표는 무엇인가?

2.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는

타당한가?

2-1.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2-2.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2-3.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2-4.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개 구성요인(수업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에 대한 15개 하위

항목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현직교사의 수업비디오 분석을 실시하여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각 하위 항목별로 15개씩 총 225개를 수집하였다. 행동지표를 수집한 이후

전문가협의회를 두 차례 실시하여, 225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성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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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평정한 후 평정척도에 투입할 행동지표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개 구성요인에 대하여 총 65개의 대표적인 행동지표로

구성된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개발되었다.

한편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한

이후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모집하여 수업시연에 대한 비디오를 수집한 후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29명의 예비교사는 20분 내외 분량의 수업시연을 녹화한

비디오를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29개의 비디오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의

자기평가와 평가전문가에 의한 전문가평가 방식으로 평가에 투입되었다.

한편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일반

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모두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의 평가가 상호 간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평가를 시행하였다. 한편, 자기평가

및 전문가평가 결과는 상관분석, 차이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설문 응답 및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적으로 평가도구의 적합도와 실용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를 투입하여 구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의

5개 구성요인별 각 3개의 하위 항목에서 각각 4개 또는 5개씩 총 65개의

대표적인 행동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때 행동지표의 선정은 하위 항목별로

①수준(매우 미흡)부터 ⑤수준(매우 우수)까지의 각 평정 수준과 거리가 가

장 가까운 것을 우선하되 거리가 동일한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것을 우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투입된 행동지표가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정에 적합한 대표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비교적 양호한 내용타당도를 보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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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투입된 65개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 지수(FVI)는 .69에서 1.00으로 나타났으며, 실천적

교수역량의 항목별 평균 FVI는 .77에서 .90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항목별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가진 행동지표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에 양호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보고하였고,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기술 평정척

도를 활용한 평가에서 전문가 5명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88이었으며, 2명의

평가자에 대한 단순 상관계수도 .51에서 .83으로 나타나 양호한 일치도를

보였다(p<.01). 한편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경우 5명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87이었고, 단순 상관계수는 .43에서 .80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찰평가에서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여 다양한 평정 오류를 완화시키고, 예비교사의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의 자기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

척도를 활용한 자기평가 평균은 3.63점으로 리커트형 평정척도의 3.41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3.434, p<.01). 이러한 결과는 리

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예비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수행에 대해

인색하게 판단한 반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리커트형 평정척도와 행동기술 평정

척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사의 설문 응답 및 인터뷰 내용을 추가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

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므로 평가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부족한

예비교사도 평정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였고, 그래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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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에 의해 인색함의 오류나 평정 기준의 오류 등 평정 오류가 완화

되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

평가와 전문가평가의 상관을 분석하여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행동기술 평정척도(r=.55)와 리커트형 평정척도(r=.45)의 자기평가와 전문가

평가 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행동기술 평정

척도에 의한 상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 다수의

비디오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관찰하고 평가해야 하는 수행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행동지표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평가자의 관찰의 편리함과

판단의 수월성을 제공하고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에 참여한 다수의 예비교사들은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수행 수준의 판단이 수월해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고정된 행동지표를 활용하여 다수의 비디

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 임의적 판단이 줄어들고 점수를 평정하기도

편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비디오의 수가 늘어

날수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정하기에 유용하므로, 행동기술 평정척

도의 실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편리한 수행의 관찰과 신속한 수준의

판단이 가능하고, 다수의 평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월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09 -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적합도, 실용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하

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실제

교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행을 관찰하여 역량의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수준이 고정된 구체적인 행동지

표를 기술하여 평정 기준을 제시하므로 평가자가 수행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할 경우, 평정을 위한 단계만 설정되어 있을 뿐 각 수준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평가자가 임의적으로 역량의 수준을 판단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수행을 직접 관찰하여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행동지표로

구성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가에 타당하고 적합한 평가도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의 자기평가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동

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의 경험이 부족하고

숙련도가 낮은 예비교사는 자신의 수행을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

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상당수가 자기평가에 대한 부담을 토로

하며 자기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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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한 자기평가에서 전문가평가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난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고정된 수준 값과 함께 제시하므로, 예비교사가 자기

역량에 대한 선입견이나 과소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어진 기준에 근거

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자기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욱 객관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예비교사에 대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활용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평가도구의 하나이다.

둘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이 다수의 전문

가가 참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 관찰평가에 활용하기에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대상자의 수행을 관찰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수행평가는 정답을 기준으로 맞고 틀리거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수행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과 관찰하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실제 나타나는 수행의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 결과가 치우치는 경향을

억제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거나 평가자의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자의 특성이나 경험에 따라 전문성의

수준이나 평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5명의 전문

가가 평가자로 참여하여 다수의 비디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자간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평가자 특성에 따라 다소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

자간 일치도가 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관찰평가의 신뢰도를 높이

기에 적절한 평가도구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양성기관에서는 많은 수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 그런데 평가대상자의 수가 많은



- 111 -

만큼,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소요되는 시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동시다

발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사양성기관

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다. 하지만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도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평가자 수가 많은 대규모 평가일수록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집단이 교수, 강사, 평가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평가 환경을 고려할 때,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보고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에 적절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으로 기술된 행동지표를 모든 평가자에게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므로,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일관성 높은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비디오 포트

폴리오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역량에 대한 행동기술 평정

척도의 활용이 좋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상세한 행동지표를

투입하므로, 평가자의 판단을 수월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개선의 방향을

이해하기에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별로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행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관찰되는 수행이

나타내는 역량의 수준도 제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수행의 수준을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종류의 수행을 비교하거나 위계를 설정하기도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에 따라 수준을 가늠하기에 적합하도록 행동지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므로,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 및 예비교사의

판단이 수월해지고 상위의 수행을 참고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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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질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관찰과 수준의 판단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시행하기에 유용한 평가도구

라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자기평가나

전문가평가를 통해 역량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하는 평가는 서열화된

결과를 내기에는 용이하였지만,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점

이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충고형 평가를 실시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투입하여 개발하기까지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평가자들이 수월하게 수행을 관

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충고형 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고

유용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와 피드백을 연계하여, 지도·조언이 가능한 충고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용도가 높은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예비교

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일반적인 리커트형 평정척도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전문가평가와

자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상호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행동기술 평정

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자기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할 경우, 평가의 숙련도가 낮은 예비교사도 전문

가와 유사한 관점에서 평가 기준과 행동지표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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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교사의 자기평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시연에 대하여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양성과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원활하게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드러내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을 제외하고서는 수업을 시연하고 실천적 교수역

량을 평가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환경이나

여건이 미흡한 이유도 있었고, 실천적 교수역량의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비디오 포트폴리오 평가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정확하고

원활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해 교사양성기관에서 수업시

연을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충하고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를 위해 29명의 예비교사와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는데, 보다 많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가 참여하여 행동

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디오 포트폴

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관찰하기 위한 비디오를 녹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예비교사를 섭외하여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통계적인 분석이나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모집하여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하였

지만, 예비교사의 다양한 수행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에 따라 구성요인

별로 타당도나 신뢰도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근거를 폭넓게 확인하여

일반화하기 위해, 더 많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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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와 하위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교수역량의 구성

요인 및 하위 항목의 특성에 따라 평정척도를 구성하는 행동지표를 정교화

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동지표를 개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행동지표의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

우가 확인되고 있어 행동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행동지표를 활용한 평가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별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선정된 행동지표가 특정

수행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되는 등의 한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적 구성요인의 특성에 따라 행동지표의 내용적인 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업 계획 및 조직’이나 ‘교수-

학습 환경 조성’과 같이 예비교사들이 경험하기 어렵거나 이해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행동지표의 정확한 이해 및 수월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행동지표의 수집 및 선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더욱 타당하고 적

합한 평가도구로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교수

역량의 구성요인 및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지표의 기술 방식이나 내

용 구성을 세분화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원활한 개발과 적용을 위해 5단계

평정을 기준으로 행동지표를 투입하였는데, 실천적 교수역량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수준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행동지표의 수나 평정척도의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

기술 평정척도를 적용할 때, 평가 기준이나 행동지표를 이해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의 익숙함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5단계 평정척도의 형태로

행동지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가역량의 특성이나 나타나는

수행의 양상에 따라 7단계 이상으로 평정척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평가

시행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행동지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특히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용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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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편리하고 수월한 관찰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정척도가 갖추어야 할 행동지표의 수나 단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실천

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실용성이 높은 형태의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동지표의 수나 평정척도의 단계를 다양화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교사의 역량 수준을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구성을 찾아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타당도와 적합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리커트형 평정척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행동기술 평정척

도의 활용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평가의 피드백 효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는

2가지 평정척도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통해 상대적인

비교가 이루어졌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 이후에 나타난 개선이나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 평가의 목적은 정확한 역량의 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하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평가의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역량의 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공해

야 한다. 따라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이 실천적 교수역량의 개선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

용한 평가를 실시하여 역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행동기

술 평정척도를 적용하였는데, 현직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도 행동

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효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직교사도

실제 수업에 대한 충고형 평가를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평가나 교원연수 등에서도 자기평가를 활용하여 교수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평가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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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한 행동기술 평정척도의 활용은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

행동기술 평정척도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

었으므로, 현직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수행하였으므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과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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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자기평가지 02 <행동기술 평정척도>

안녕하세요.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수령하신 자기평가지 02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15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와 마찬가지로 총 15개 항목에 대한 문항이 동일

하게 제시되지만,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기술 평정치를 함께 제공하였

습니다. 평가자는 각자의 비디오를 다시 한 번 관찰하면서 행동기술 평정치를

참고하여 총 15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각 항목 당 1개의 척도에 올바르게 ㅇ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장에 동봉된 평가자 설문지를 확인하

시고, 자기평가 참여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한 평가지 및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출기

한은 5월 1일(월)까지이며, 제출 전에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 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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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가?

<내용 간의 상호연계>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업 계획
및 조직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하는가?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업 계획
및 조직

시간 배분의
적절성

·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는가?

<시간 배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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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의사소통
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는가?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의사소통
능력

수업 보조자료
활용

·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수업 보조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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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 동기 유발
·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하는가?

<학습 동기 유발>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피드백
·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적절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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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주의 집중>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교수-학습
환경 조성

교육적 분위기
조성

·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교수-학습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

·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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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준비도>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성의와
열의

수업에 대한
몰입

·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성의와
열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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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교사 수업지도안 작성 공통 양식

(  )과 ( )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지도교사 : A

단원명

학습

주제
일자

학습

목표
학습

형태
강의식 준비물 ppt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개

정리

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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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기평가자 및 전문가평가자 사후 설문지

※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자 설문지(자기평가자용)

1)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행 과정에서 유용한 점은 무엇입니까?

2)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 평가1(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4) 평가1(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5) 본인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준을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평가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6) 본인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준을 이해하거나 피드백받기에 더 적합한 평가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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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자 설문지(전문가평가자용)

1)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행 과정에서 유용한 점은 무엇입니까?

2)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실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 평가1(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4) 평가1(리커트형 평정척도)에 비해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5) 실천적 교수역량 수준을 평가 및 피드백하기에 더 적합한 평가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6) 평가2(행동기술 평정척도) 평가도구에 필요한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평가 참여와 설문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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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차 전문가협의회 평정 자료

※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타

당화> 연구를 위한 행동기술 평정척도 타당화 작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행동기술 평정척도(BARS)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역량평가에서 리커트형 평정(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각 역량이나 요인의 수준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

동지표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준비를 잘한다>라는 특성에 대하여..

리커트형 평정척도는 1(매우 그렇지 않다) … 3(보통) … 5(매우 그렇다)로 보통 구

성됩니다.

하지만,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아래와 같이 각 수준 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한 척

도로 제시됩니다.(예시)

다음 장부터 제시되는 내용은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을 위해 비디오 분석 및 선행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된 각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 행동지표입니다.

전문가께서는 역량의 정의와 예비교사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행동지표의

타당성 여부와 지표가 나타내는 수행 수준을 평정하여 주십시오.

상기의 예시와 같이 평정하여 주시면 되고, 수행 수준은 1,2,3,4,5 5단계로 평정하시

거나 높은 변별을 위해 소수 첫째까지 평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지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기타 추가 의견은 각 페이지 하단의 의견란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추출된 행동지표에 대한 1차 평정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2차 평정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구자(이재열)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우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보조 자료로 쓸 비디오를 준비하여 제시한다.

4 핵심내용을 간추려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간단한 추가 설명을 구두로 덧붙인다.

3(보통) 핵심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미리 작성하여 요약해둔다.

2 정리한 핵심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설명한다.

1(미흡)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두서없이 옮겨 적으며 설명한다.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ㅇ 4.5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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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내용 간의 상호 연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이전에 배운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이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시하며 진행한다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한다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한다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예로 든다

이번 차시 내용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유사 또는 반대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라도 많이 전달한다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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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전 차시 수업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시청각자료를 투입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준비한 것은 모두

전달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나 힌트를 사용한다

어려운 질문을 통해 고등 사고를 유도한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쉬운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고르게 전달한다

학생들이 답을 못하는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학생에게 질문한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 바쁘게 전달한다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이해도를 확인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계속 수업을 이어간다

지루해하는 내용도 묵묵히 설명한다

설명과 질문을 적절히 섞어가며 수업한다

설명이 끝나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어휘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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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시간 배분의 적절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요약하기 보다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

도입과 마무리가 구분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중간에 수시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진다

수업 내용 전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강의와 학생 활동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학생과의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용 설명만 계속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수업한다

한 가지 내용 전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시간이 모자라도 학생의 질문이나 발언을 허용한다

예시나 사례를 자주 제시하며 수업을 천천히

진행한다

지나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한다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빠르게 설명한다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도입이나 정리보다는 내용 전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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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설명이나 응답을 바쁘게 이어간다

목소리 톤이 일정한 편이다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수시로 조절한다

어려운 용어나 어휘도 자주 사용한다

학생들과 대화하듯이 수업을 진행한다

부드럽고 나긋한 말투를 유지하고자 힘쓴다

학생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속도를 유지한다

수업 중간에 다양한 주제로 소통한다

주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계속 반복한다

강한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다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학생들의 반응이 활발하지 않으면 넘어간다

딱딱한 말투로 엄격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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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손짓과 행동을 섞어가며 주의를 환기한다

머리 넘기기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반응하는 학생 쪽으로 자주 이동한다

여러 학생에게 눈빛을 주며 집중을 유도한다

설명을 제외한 행동 표현을 최소화한다

교탁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모은다

긴 호흡의 설명을 한 자리에서 마무리한다

수업 중 동선이나 행동패턴이 일정하다

학생의 질문을 유도하는 행동을 취한다

중간에 미소나 손짓을 섞어 긴장을 푼다

판서나 자료제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망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업 중 학생 개인에 대한 행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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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수업 보조자료 활용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한다

간략한 자료를 주고 설명 위주로 전달한다

핵심내용은 칠판에 다시 적으며 설명한다

학생의 필기나 자료해석 정도를 확인한다

많은 개수의 보조자료를 제시한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도 다양한 자료를 보여준다

수업 중에 판서나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은 통제를 최소화한다.

준비한 자료에 호응이 없어도 계속 진행한다

자료를 잠시 활용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하나의 보조자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연관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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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질문이 많아 질의응답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업내용이 많아 설명 위주로 진행한다

생각해 볼 거리를 중간에 섞어가며 수업한다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최소화한다

설명을 이어가기 위한 자문자답을 사용한다

수업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의 수를 제한한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 명에게 반복한다

쉬운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고르게 제시한다

여러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제시한다

응답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다

정답을 찾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질문한다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발문을 구성한다

한 질문을 해결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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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학습 동기 유발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관련된 질문을 통해 개념 이해를 유도한다

설명을 시작한 주제는 끝까지 마무리한다

중간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여 관심을 부른다

지루해하는 학생도 끝까지 들으라고 타이른다

학생의 주의 집중을 위한 행동을 취한다

자료의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전달한다

학생의 경험이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다양한 자기 경험을 떠올릴 기회를 준다

산만한 학생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준다

쉬운 내용만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시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집중하게 한다

자료를 직접 읽어보라고 지시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설명을 이어간다

교과 내용보다 관련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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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적절한 피드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학생의 반응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해준다

수업시간에는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교실 전체를 통제한다

하나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한다

학생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나 반박한다

설명하는 도중에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질문자에게 칭찬하고 질문을 장려한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생의 참여를 진도에 맞춰 제한한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업 후에 준다

여러 질문의 내용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질문이 없으면 신속하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학생의 필기나 이해는 자율에 맡긴다

수업 진행을 위해 질문의 개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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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주의 집중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산만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다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설명이 길어질 때 학생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시한다

학생의 개별적 행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명 중간에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판서나 자료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은 큰 소리로 제지한다

개별적 통제보다는 수업 진행을 우선한다

많은 자료를 제시하여 따라오게 만든다

동영상을 보거나 활동을할 때 자유로운

분위기를 허용한다
불편하지 않게 시종일관 미소를 보인다

반응이 없어도 묵묵히 준비한 것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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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교육적 분위기 조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질의응답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설명 중간에 질문을 섞어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의 질문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역할 지정 등 학생의 수업 참여를 장려한다

참여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한다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도 자연스럽게 둔다

수업에 따라오는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준비한 설명이 끝난 후 참여의 기회를 준다

학생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고자 노력한다

다소 관련 없는 발언도 잠시 들어준다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부러 시킨다

학생의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 지지해준다

전체가 집중하도록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위해 통제를 최소화한다

규칙이나 원칙을 상기시키며 행동을 통제한다



- 150 -

※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물리적 환경 조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주로 교탁이나 칠판 앞에서 수업한다

자료나 교구 활용보다는 구두로 설명한다

도구나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전달한다

자리나 조명을 자주 바꾸며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된 세팅을 고수한다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동선을 보인다

자리를 자주 바꾸지 않고 집중을 유도한다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준비나 세팅에 투입한다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대기한다

학생의관심과상관없이준비한것은모두활용한다

칠판과 게시판 등 전면부를 모두 사용한다

자료 제시에 문제가 생겨도 수업은 진행한다

환경 조성 중에도 구두로 분위기를 통제한다

환경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묻고 반영한다



- 151 -

※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수업준비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설명이나 답변을 주저하지 않고 전달한다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많은 양의 자료나 판서를 제공한다

중간중간 별도 자료를 준비해 전달한다

준비한 것이 많아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잘못된 자료가 나와도 다른 자료로 대체한다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컴퓨터를 활용한다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도 다양하게 전달한다

질문이나 평가를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다

설명 위주로 수업하고 과제를 통해 이해시킨다

관련성이 낮은 질문은 제지하고 수업에 집중한다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적용한다

수업의 계획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편집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제시하며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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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수업에 대한 몰입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수업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고르게 집중한다

일정한 톤으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강조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 중심으로 수업한다

미소와 따뜻한 어조를 유지한다

참여 유도를 위해 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진행을 위해 학생 행동을 단호하게 통제한다

학생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준다

학생의 참여가 저조해도 적극적으로 수업한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빠르게 넘어간다

학생과 잡담을 통해 호흡을 가다듬는다

적극적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힘쓴다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설명한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을 모두 전달한다

다소 산만해도 활기찬 분위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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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타당성 여부 수행 수준(소수 첫째까지)
예 아니오 미흡(1)…보통(3)…우수(5)

모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개별 질문은 수업 후에 하도록 유도한다

학생 발언에 동의나 반박을 적극 표현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적인 피드백에 집중한다

수업 중간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다

학생의 반대 의견도 허용한다

교과서 내용 위주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학생이 궁금한 내용은 각자 알아보도록 권유한다

질문이나 답변한 학생을 칭찬한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대답하는 학생 위주로 계속 질문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설명한다

준비한대로 수업을 마치는데 중점을 둔다

수업과 무관한 질문이나 답변은 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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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차 전문가협의회 평정 자료

※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타

당화> 연구를 위한 행동기술 평정척도 타당화 작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에 행동기술 평정척도(BARS)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역량평가에서 리커트형 평정(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각 역량이나 요인의 수준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

동지표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척도입니다.

지난 번 1차 평정에 이어 2차 평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부터 제시되는 내용은 행동기술 평정척도 개발을 위해 비디오 분석 및 선행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된 각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항목별 행동지표에 대하여,

수행수준을 평정한 전문가평균 점수와 전문가의 본인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종 지표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지표에 대해 평정한 결과에 대

한 평균 경향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판단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

막 칸에 변경한 평정 결과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단, 변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

시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상기의 예시와 같이 평정하여 주시면 되고, 평정 원리는 1차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1차 평정에서 제시해 준 타당도에 대한 평정 결과 및 추가 의견 등을 반영

하여, 1차적으로 타당도가 현저히 낮은 지표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변경한 것이 있습

니다. 다만 지난 번 평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견이 분분한 최소의 지표

들만 변경되었고, 주셨던 많은 의견들에 따른 지표의 삭제나 변경 작업은 이번 평정

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모두 정리하여 최종 선정 시에 반영할 예

정이오니, 2차 평정에서는 주어진 지표를 이해하신 바에 맞추어 수행수준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구자(이재열)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4.5 5

이전에 배운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4.2 3 4 (예시)

이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시하며 진행한다 4.2 4.5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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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내용 간의 상호 연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4.5 5

이전에 배운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4.2 3

이전 수업했던 내용을 제시하며 진행한다 4.2 3

관련 부가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4.2 4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한다 1.7 1

책에 없는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3.5 4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예로 든다 4.4 5

이번 차시 내용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1.7 2

수업 내용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4.8 5

이해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1.7 1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시나 자료를 제시한다 2.3 1

유사 또는 반대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4.2 5

학생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간다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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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전 차시 수업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8 2

시청각자료를 투입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4.3 4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준비한 것은 모두

전달한다
1.6 2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나 힌트를 사용한다 4.9 5

어려운 질문을 통해 고등 사고를 유도한다 3.6 4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2.0 1

쉬운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고르게 전달한다 4.4 3

학생들이 답을 못하는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학생에게 질문한다.
2.5 1

준비한 내용이 많아 바쁘게 전달한다 1.6 2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이해도를 확인한다 3.7 1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계속 수업을 이어간다 2.2 2

지루해하는 내용도 묵묵히 설명한다 1.9 2

설명과 질문을 적절히 섞어가며 수업한다 4.4 1

설명이 끝나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4.1 1

어휘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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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시간 배분의 적절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 간의

상호연계

수업내용을 전후 차시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설명한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한

시간에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한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수업 계획 및 조직)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도입과 마무리가 구분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4.6 5

수업 중간에 수시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진다 3.8 1

수업 내용 전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4.4 4

강의와 학생 활동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4.0 5

학생과의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3.3 3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용 설명만 계속된다 2.4 2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수업한다 2.5 1

한 가지 내용 전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2.0 2

시간이 모자라도 학생의 질문이나 발언을 허용한다 2.9 3

예시나 사례를 자주 제시하며 수업을 천천히

진행한다
3.3 4

지나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한다 3.1 1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빠르게 설명한다 1.8 1.5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3.9 1

도입이나 정리보다는 내용 전개에 집중한다 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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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3.7 1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3.3 5

설명이나 응답을 바쁘게 이어간다 1.9 2

목소리 톤이 일정한 편이다 1.8 1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수시로 조절한다 4.7 4

어려운 용어나 어휘도 자주 사용한다 2.4 1.2

학생들과 대화하듯이 수업을 진행한다 4.1 4

부드럽고 나긋한 말투를 유지하고자 힘쓴다 3.9 3

학생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속도를 유지한다 1.6 1

수업 중간에 다양한 주제로 소통한다 4.2 4

주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계속 반복한다 2.7 1

강한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다 3.3 4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2.9 2

학생들의 반응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2.4 1

딱딱한 말투로 엄격함을 유지한다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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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4.8 4

손짓과 행동을 섞어가며 주의를 환기한다 4.7 5

머리 넘기기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2.4 1

반응하는 학생 쪽으로 자주 이동한다 1.9 1.5

여러 학생에게 눈빛을 주며 집중을 유도한다 4.8 4

설명을 제외한 행동 표현을 최소화한다 1.9 1

교탁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모은다 1.6 1.5

긴 호흡의 설명을 한 자리에서 마무리한다 1.6 2

수업 중 동선이나 행동패턴이 일정하다 2.3 3

학생의 질문을 유도하는 행동을 취한다 4.4 4

중간에 미소나 손짓을 섞어 긴장을 푼다 4.3 4.5

판서나 자료제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2.5 2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4.8 5

실망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6 1

수업 중 학생 개인에 대한 행동을 보인다 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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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수업 보조자료 활용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며,

말하는 속도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며, 적절한

제스처와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유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의사소통능력)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4.1 3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4.5 4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한다 4.4 4

간략한 자료를 주고 설명 위주로 전달한다 3.1 3

핵심내용은 칠판에 다시 적으며 설명한다 4.5 4

학생의 필기나 자료해석 정도를 확인한다 4.1 4

많은 개수의 보조자료를 제시한다 2.6 1.5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도 다양한 자료를 보여준다 3.3 4

수업 중에 판서나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2.8 1

동영상을 보는 동안은 통제를 최소화한다. 3.3 1

준비한 자료에 호응이 없어도 계속 진행한다 2.1 1.5

자료를 잠시 활용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4.3 3

하나의 보조자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2.1 1

연관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3.5 4

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진행한다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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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1.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질문이 많아 질의응답이 빠르게 진행된다 2.3 1.5

수업내용이 많아 설명 위주로 진행한다 1.9 1

생각해 볼 거리를 중간에 섞어가며 수업한다 4.8 4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4.8 5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4.3 4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최소화한다 1.9 1

설명을 이어가기 위한 자문자답을 사용한다 2.7 1.5

수업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의 수를 제한한다 2.5 1

동일한 질문을 여러 명에게 반복한다 2.7 2

쉬운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고르게 제시한다 4.5 4

여러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제시한다 2.0 1.5

응답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다 2.8 1

정답을 찾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질문한다 3.4 4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발문을 구성한다 4.5 5

한 질문을 해결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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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동기 유발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관련된 질문을 통해 개념 이해를 유도한다 4.3 4

설명을 시작한 주제는 끝까지 마무리한다 3.3 1

중간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여 관심을 부른다 4.5 3

지루해하는 학생도 끝까지 들으라고 타이른다 3.0 1

학생의 주의 집중을 위한 행동을 취한다 4.0 4

자료의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전달한다 3.3 1

학생의 경험이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4.8 5

다양한 자기 경험을 떠올릴 기회를 준다 4.8 5

산만한 학생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준다 3.0 1

쉬운 내용만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0 1

시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집중하게 한다 2.8 2

자료를 직접 읽어보라고 지시한다 3.5 3

선생님의 설명에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4.3 1

학생들이 어려워해도 설명을 이어간다 2.2 2

교과 내용보다 관련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한다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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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절한 피드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동기 유발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적절한 피드백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학생과의 상호작용)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3.8 5

학생의 반응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해준다 3.9 4

수업시간에는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2.6 1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교실 전체를 통제한다 2.8 1

하나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한다 2.6 3

학생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나 반박한다 2.4 1

설명하는 도중에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4.3 4

질문자에게 칭찬하고 질문을 장려한다 4.4 4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4.7 5

학생의 참여를 진도에 맞춰 제한한다 2.7 1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업 후에 준다 2.7 1.5

여러 질문의 내용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4.0 5

질문이 없으면 신속하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2.8 1

학생의 필기나 이해는 자율에 맡긴다 2.1 1.5

수업 진행을 위해 질문의 개수를 정한다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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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집중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산만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다 4.2 3

시선을 좌우로 고르게 배분한다 4.8 4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4.6 4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1.7 1

설명이 길어질 때 학생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시한다
4.4 5

학생의 개별적 행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8 3

설명 중간에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4.4 4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9 4

판서나 자료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1.9 1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은 큰 소리로 제지한다 1.8 1

개별적 통제보다는 수업 진행을 우선한다 2.4 2

동영상을 보거나 활동을 할 때 자유로운

분위기를 허용한다
3.1 3

반응이 없어도 묵묵히 준비한 것을 전달한다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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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분위기 조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질의응답보다는 설명에 집중한다 2.0 1

설명 중간에 질문을 섞어 참여를 유도한다 4.6 3

학생의 질문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4.0 4

역할 지정 등 학생의 수업 참여를 장려한다 4.4 2

참여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한다 4.4 3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도 자연스럽게 둔다 1.9 3

수업에 따라오는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2.9 3

준비한 설명이 끝난 후 참여의 기회를 준다 3.7 4

학생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고자 노력한다 4.2 5

다소 관련 없는 발언도 잠시 들어준다 3.0 2.5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부러 시킨다 2.8 1

학생의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 지지해준다 4.4 4

전체가 집중하도록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 4.2 3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위해 통제를 최소화한다 3.4 4.5

규칙이나 원칙을 상기시키며 행동을 통제한다 3.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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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 조성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가?

교육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물리적 환경

조성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며,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책·걸상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교수-학습 환경 조성)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주로 교탁이나 칠판 앞에서 수업한다 2.4 2

자료나 교구 활용보다는 구두로 설명한다 2.3 1

도구나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전달한다 4.5 4

자리나 조명을 자주 바꾸며 수업을 진행한다 3.0 2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4.7 4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된 세팅을 고수한다 2.9 3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동선을 보인다 3.8 1

자리를 자주 바꾸지 않고 집중을 유도한다 2.5 1.5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준비나 세팅에 투입한다 3.6 1.5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대기한다 3.5 3

학생의관심과상관없이준비한것은모두활용한다 1.5 1.5

칠판과 게시판 등 전면부를 모두 사용한다 3.2 3

자료 제시에 문제가 생겨도 수업은 진행한다 2.6 1.5

환경 조성 중에도 구두로 분위기를 통제한다 3.8 3

환경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묻고 반영한다 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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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준비도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설명이나 답변을 주저하지 않고 전달한다 4.4 4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4.7 5

많은 양의 자료나 판서를 제공한다 3.1 1

중간중간 별도 자료를 준비해 전달한다 4.0 3

준비한 것이 많아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2 1

잘못된 자료가 나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한다 3.0 4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컴퓨터를 활용한다 4.2 1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도 다양하게 전달한다 1.8 1

질문이나 평가를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다 4.7 5

설명 위주로 수업하고 과제를 통해 이해시킨다 2.6 1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적용한다 4.3 4

수업의 계획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3.8 4

편집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2.3 2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제시하며 넘어간다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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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2. 수업에 대한 몰입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수업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고르게

집중한다
5.0 5

일정한 톤으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한다 3.9 4

주요 내용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강조한다 4.0 1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 중심으로 수업한다 2.4 1.5

미소와 따뜻한 어조를 유지한다 4.0 4

참여 유도를 위해 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3.1 1

진행을 위해 학생 행동을 단호하게 통제한다 2.6 1.5

학생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준다 4.2 5

학생의 참여가 저조해도 적극적으로 수업한다 3.7 4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빠르게 넘어간다 3.1 1

학생과 잡담을 통해 호흡을 가다듬는다 1.9 1.5

적극적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힘쓴다 3.5 5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설명한다 1.6 1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을 모두 전달한다 3.7 1

다소 산만해도 활기찬 분위기를 허용한다 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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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지표의 타당성 및 수행 수준 평정

3.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 지표의 내용 또는 추가에 대한 의견(자유 서술)

구성요인 하위 항목 정의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가르치는 내용의 전후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보조자료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수업에 대한

몰입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가?

<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과 하위 항목(성의와 열의)

행동지표

수행수준(소수 첫째까지)

미흡(1)…보통(3)…우수(5)

전문가평균 본인1차 본인2차

모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3.5 4

개별 질문은 수업 후에 하도록 유도한다 2.8 1

학생 발언에 동의나 반박을 적극 표현한다 2.7 1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실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제공한다
3.6 3

수업 중간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다 4.4 4

학생의 반대 의견도 허용한다 4.4 5

교과서 내용 위주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3 1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2.2 1.5

질문이나 답변한 학생을 칭찬한다 4.2 3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4.4 5

대답하는 학생 위주로 계속 질문한다 1.8 2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설명한다 3.8 5

준비한대로 수업을 마치는데 중점을 둔다 2.0 1

수업과 무관한 질문이나 답변은 제지한다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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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n assessment

tool for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using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BA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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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are the pertinent behavior indicators for an assessment tool

of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2. Is an assessment tool for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using BARS valid?

2-1. How valid is BARS?

2-2. How reliable is BARS?

2-3. How proper is BARS?

2-4. How usable is BARS?

To address these questions, an assessment tool for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using BARS was developed

followed by validity, reliability, properness and usability checks. BARS

has a number of implication as it was designed to measure performance

levels incorporating specific behavioral indicators. Having done

first-hand observations on instructions, BARS’s capacity for calibrating

different levels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was evident.

Having done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videos of the

in-service teachers’ instruction were analyzed. 225 behavioral indicators,

according to 15 domains, were extracted to asses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and a conference consisted of 13 experts rated performance

levels of the indicators. Based on the ratings, the behavioral indicators

-ranging from ① being very poor to ⑤ being very well- were selected

by each domain. Finally, BARS was constructed with 65 behavioral

indicators.

Next, to assess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video portfolios of 29 pre-service teachers’ mock instructions were tried,

and five experts assessed the videos as well as the participants’

self-assessment results, using Likert-type scales together with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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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BARS indicators was

well-constructed as the experts rated each domain from .77 to .90,

suggesting its pertinence.

Second, the inter-rater reliability was high; the inter-rater agreement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hown to be reliable (.88),

indicating the consistency of using BARS.

Third, the properness of BARS for assessing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was apparent, looking at the reduced

rating errors of the assessors. Having analyzed score differences using

both BARS and Likert-type scale, the pre-service teachers’

self-assessment scores increased notably through BARS (t=-3.434,

p<.01). The assessors also corroborated BARS as a concrete behavioral

indicator accurately capturing different levels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Also, the rating errors including severity error or the

standard error had been alleviated.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assessment and experts’ assesment scores was higher than that of

Likert-type scale, which showed BARS as a promising guide to

minimized arbitrary interpretation or judgement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while enabling objective performance assessment.

Fourth, the usability for observation and judgement suggests that

BARS is effective when assessing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Pre-service teachers reported that BARS offered clear assessment

criteria, enabling their self-assessment easier. Also the experts stated

that BARS has reasonable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a decision

making in large-scale assessments. Evidenced by these responses,

BARS and its practicality for observing and assessing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ar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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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meaningful to develop BARS for assessing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and to check the quality of

developed BARS. When assessing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BARS will serve as an effective instrument.

Although this study has targeted pre-service teachers, BARS’s

implication is not limited to what’s delineated in this paper. Thus, a

further research expanding the scope of BARS to assess in-service

teachers is worth considering.

* Key Words :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BARS), Video Portfolio Assessment, Assessment

of Pre-service Teacher, Self-assessment, Assessment by Expert

* Student Number : 2009-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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