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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공계열 교수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창의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는 전공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교수에 대

한 지향 등을 포함하는 교과교육학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가

져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컨설팅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점검받고 

있다. 그럼에도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므로, 교수의 수업 실행 상황을 조사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 연

구로,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을 CHAT 측면에서 분석하고(연구 Ⅰ), 이공

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연구 Ⅱ). PCK는 주제 

특이적인 성격을 가지며 교수학습 맥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암묵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의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CoRe(Content Representation)는 특정 주제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므로 교수의 PCK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전략으로 CoRe를 활용한 후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연구 Ⅲ).

연구 Ⅰ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행을 CHAT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2명을 선

정한 후, 교수의 수업을 관찰하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

수는 주체 요소와 자신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다양한 모순을 경험

하였으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였다. 교수 A의 경우, 자신의 교육

관과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하는 교수 평가 정책이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켰고, 

수업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교수 사이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수 A의 교육관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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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의 실제 능력 수준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교수 A는 강의식과 세미나식이 혼용된 수업 방식을 적용하였고, 수업 발표 전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교수 B는 자신의 교육관과 주입식의 학습 환경으로 인한 학생

의 능력 부족 사이에서 모순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응답이나 문제 

풀이 활동 등을 추가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수 B는 세부 전공과 직

접적으로 관련 없는 수업을 담당하여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부교재나 인터넷을 활용한 추가 학습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교수 A와 B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능력과 관련된 모순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때 교수 A와 B가 학생의 참여를 요구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

였다. 한편 두 교수는 모두 현재의 수업 방식을 지속하고자 하였는데, 학생으로부

터 변화를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즉 두 교수의 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은 교수가 지

향하는 수업을 실행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연구 Ⅱ는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에 대한 사례연구로, 그들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충청도 소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

수 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수업을 관찰하였으

며, 수업 전후에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수는 전공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 역량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교수 

지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교육적인 상황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였다. 두 교수는 최종

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한 후 학습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

였으나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의 사전 지식

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거나 학생이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에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미흡하였다. 또한 두 교수는 예시, 질의응답, 문제풀이 

등의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했으나 교수 실행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유의미하

게 발현되는 정도는 부족하였다. 평가 측면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

이나 피드백이 미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수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도구인 CoRe를 교수에게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Ⅲ은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PCK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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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교수의 수업을 관찰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교수가 작성한 CoRe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가 실행한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통해 교수들은 학습목표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 오개념, 사전 지식, 흥미와 동기 등 학생의 특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수업

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특성에 따른 교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평가 방

법을 선정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의 역

할을 보다 명료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CoRe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인식 개선이 수업 전문성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항상 이어

지지는 않아 CoRe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점도 있었다. 교수들은 학습할 주

제를 간략하게 소개할 뿐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부족하였고, 교

수가 학생의 오개념을 교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쳐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 구성은 미흡하였다. 또한 교수는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거나 학생이 수업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며, 교수가 선정한 평가 방법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여 활용한다면 고등 교육에서의 CoRe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CoRe 전략의 보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교수, 수업 전문성, 이공계열,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 교과교

육학 지식(PCK), CoRe

학  번: 2017-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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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국가 경제성장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

정 영역에서 이공계 인력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홍정임 

등, 2011). 이공계 대학은 과학기술의 개발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

며,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관련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

라에서는 지난 2004년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이공계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었다(홍성민, 2016). 그러나 학생이 학

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강소연, 조형희, 2020),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장지영, 이현주, 2016b). 따라서 이공계 대학에서는 

학생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지식과 기술을 단순히 습

득하는 것보다는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이해

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경희 등, 2010).

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교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수가 직접 교재를 선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등 수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는 경향

이 있으므로(장경원, 2014), 수업 실행의 주체인 교수는 고등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는 교수자로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

라 학생이 자신의 관념적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Bain, 2004). 또

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

고(Loughran et al., 2006), 학습 결과에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학습을 도

울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Blumber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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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

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을 촬영한 후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방식의 

수업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수업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나

타나는 교수의 행동, 수업 진행 및 구성,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활동, 수업 

매체와 자료 활용의 유용성 등을 분석한다(이재경, 2015). 이를 통해 교수는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점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

히 많은 교수가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한 진도를 나

가는 경향이 있었고, 교수의 질문 방식은 자문자답이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

적인 수준에 그쳐 학생과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길양숙, 

2011; 신영화 등, 2012; 이재경, 2015). 학생은 교수 대부분이 자신이 학습할 때 겪

는 어려움이나 사전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교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부족하

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Jang et al., 2009). 따라서 이공계열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서는 교수의 수업 계획 및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의 수업 전

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수가 속한 공동

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을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연계하여 탐색하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수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수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교수가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

로 인해 수업을 구성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교수가 겪는 어려움

에는 수업 전문성 부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구조는 교수가 교육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길양숙, 2003; Anderson et al., 2011). 또한 초임 교수에게 부여되는 과도

한 업무량은 교수가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고, 사

회적 보상 부족, 지원 체제의 부족 등은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기도 하

였다(길양숙, 2003).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개인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개인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ick & Reed, 2002; Smith, 2005). 그러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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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교수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교수의 수업 실

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관점으로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을 활용할 수 있다. CHAT는 주체인 개인과 객체인 대상 사이의 상호 관계뿐

만 아니라 사회 내 모든 관계의 매개적 성질을 고려하는 관점을 제공한다(Roth & 

Tobin, 2002). 또한 활동체계 내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모순, 그리고 그 해결과

정은 개인의 내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외적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Saka et al., 2009). 따라서 CHAT는 교수와 교수가 속

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교수의 수업 실행

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학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주목할 수 있다. Shulman(1986, 1987)이 제

안한 PCK는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 교수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Loughran et al., 2006). PCK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조사하기 위한 관점으로 자주 활용된다(Park & Oliver, 2008; Mulholland 

& Wallace, 2005). 최근에는 PCK를 고등 교육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Fraser, 2016). Fraser(2016)는 교수에게 PCK

의 각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그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교수는 PCK가 가르

침에 대한 교수의 생각을 잘 반영하며,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PCK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교

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대학 수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 교육의 맥락에서 PCK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도 주로 면담을 통해 교수의 

수업을 조사하였을 뿐(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Fraser, 2016; Padilla & 

Van Driel, 2011) 구체적으로 교수의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종합적으

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특히 PCK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서 더욱 잘 나타나므로(Loughran et al., 2004), 면담과 함께 교수의 수업 실행

을 관찰함으로써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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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CK는 주제 특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수학습 맥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Magnusson et al., 1999; Van Driel et al., 1998), 교수에 따

른 차별화된 탐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업 실행과 관련된 많은 지식은 암묵적으로 

나타난다(Korthagen & Kessels, 1999). Loughran et al.(2004, 2006)은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는 데 의미 있는 방식으로 PCK에 접근할 수 있도록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

하는 CoRe(content representation)를 개발하였다. CoRe는 특정 주제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교수학습의 목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 교수 절차, 학생의 이해 수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Loughran et al., 2004, 2006). 따라서 CoRe를 

활용한다면, 교수가 자신의 PCK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등 교육에서는 예비교사나 초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CoRe를 적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Hume & Berry, 2011; Loughran et al., 

2008; Nilsson & Karlsson, 2019; Williams et al., 2012). CoRe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을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용

하였다(Nilsson & Karlsson, 2019). 예를 들어, CoRe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Hume & Berry, 2011),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분명

히 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등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Bertram & Loughran, 2012; Hume & Berry, 2011; Williams et al., 

2012). 교수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교직에 입문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홍성연, 2010; 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Robert & Carlsen, 

2017),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는 예비교

사나 초임교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CoRe를 교수에게 적용

하는 것은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수는 CoRe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종

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 교육에서는 교수의 PCK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CoRe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Davidowitz & Rollnick, 2011; Padilla et al., 2008). 최근 연구

에서는 교수가 작성한 CoRe를 분석하여 CoRe의 질문별 교수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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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등 교육의 맥락에서 CoRe의 활용 가능성 및 유

용성을 탐색하였다(Schultz et al., 2018). 그러나 교수가 작성한 CoRe의 결과만을 

제시하여 수업 실행이나 수업 반성 등 수업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였다. 즉 교수를 대상으로 CoRe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CoRe 활용을 통한 교수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과 CoRe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교수에게 CoRe를 적용하여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에 대한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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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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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기초 연구로,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을 교수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적용 

연구로 CoRe 전략의 활용을 통한 교수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Ⅰ(송나윤, 노태희, 한재영, 2019)과 연구 Ⅱ(송나윤 등, 2019)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 Ⅰ은 이공계

열 교수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CHAT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의 

활동체계 요소의 특징과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수가 겪

는 모순과 그에 대한 해결과정을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하였다. 연구 Ⅱ는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연구

로, 교수의 수업 설계 과정을 PCK 구성 요소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Ⅲ

(송나윤 등, 2020)에서는 연구 Ⅰ과 연구 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CoRe 전략을 활용하였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을 

PCK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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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 연구 Ⅰ과 연구 Ⅱ에서는 각각 이공계열 교수 2명, 

연구 Ⅲ에서는 이공계열 교수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충청도 지역

의 한 대학교 교수들로, 사례연구 방법론의 특성에 따라 기술한 결과, 해석 및 논

의가 연구의 맥락을 벗어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이공계

열 교수의 사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Ⅰ은 교수가 담당한 여러 강좌 중 특정 강좌만을 선정하였고 해당 

강좌에 대한 수업 실행을 한 차례 관찰하였으므로,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을 일반

화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 이 과

정에서 겪는 모순 및 해결과정 등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Ⅰ과 연구 Ⅱ에서는 교수가 소속된 학과, 가르치는 강좌의 특성과 

같은 환경적 특성과 교직 경력 등이 다양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따른 교수의 수업 

실행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이공계열 교수

의 수업 실행 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를 선정한 우연한 결

과였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이 서로 달랐으므로, 이공계열 교수의 사례에 일반화하

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 Ⅲ은 강좌의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한정적

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강좌의 학사일정이 마무리된 후 교수의 수업 실행을 조사하

고, 이를 CoRe 전략을 적용한 직후와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Ⅲ 결과에서 

나타난 교수의 수업 설계 과정이 실질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

렵다. 따라서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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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

CHAT는 인간의 발달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사고의 경계를 초

월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다(Darwin, 2011). Engeström(1987)은 CHAT의 활동체계(activity system)

를 주체(subject), 객체(object), 매개적 인공물(도구; mediating artifacts or tools and 

signs), 공동체(community), 규칙(rules), 분업(division of labor)의 여섯 가지 기본 구

성 요소로 정리하였다.

(2) 교과교육학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수업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교과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과 일반교육학 지식(pedagogical knowledge)의 특별한 화합물이다. PCK는 주제 특

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수학습 맥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Magnusson et al., 1999; Van Driel et al., 1998). 교수의 PCK 구성 요소는 

Magnusson et al.(1999)을 바탕으로 하여 교수에 대한 지향,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였다.

(3) CoRe(content representation)

CoRe는 특정 주제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도구

이며, 교수학습의 목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 교수 절차, 학생의 

이해 수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Loughran 

et al., 2004, 2006). 이를 통해 교수는 특정 주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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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료화할 수 있다.

(4) 수업 전문성(teaching expertise)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구현하지 않고 교수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

신만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Remillard, 2005). 이

를 고등 교육 맥락에 적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 적절한 수업을 계

획 및 실행하여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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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CHAT(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교수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수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교수자로서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직에 입

문하여 학생에게 전공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진수 등, 2008; 홍성

연, 2010; Robert & Carlsen, 2017). 이로 인해 많은 교수가 수업을 실행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교수가 겪는 어려움에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부족뿐만 아

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의 환경, 

교수평가제도 등 교수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길양숙, 2003; 

Anderson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인 CHAT를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1.1 CHAT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CHAT의 개념

 CHAT는 인간의 발달을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사고의 경계를 

초월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자 하는 이론이다(Darwin, 2011). CHAT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Vygotsky(1978)에서 시작되었고, Vygotsky 학파와 Leont'ev(1978, 1981)에 의해 발전

되었다. 이후 오늘날에는 보다 구체적인 체계로 구조화됨으로써 제3세대 활동이론

까지 발전되었다(Engeström, 1996). 

제1세대 활동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매개적 인공물에 의해 중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Vygotsky, 1978). 즉 제1세대 활동이론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매개적 인공물이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그 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Engeström, 2001). 이는 <그림 2-1>과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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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주체, 객체, 그리고 매개적 인공물의 삼각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Engeström, 1996). 

<그림 2-1> 제1세대 활동이론

인간의 행위에 매개적 인공물을 도입한 것은 개인과 사회적 구조 사이의 단절

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

다(Engeström, 2001). 이러한 한계는 Leont'ev가 제안한 제2세대 활동이론에 의해 

개선되었다(Leont'ev, 1978, 1981). 제2세대 활동이론에서는 주체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중점을 두는데, 인간의 행위는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Engeström, 1996). Leont'ev는 개인의 

행위와 집단 활동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의한 중

재를 포함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확장한 활동이론을 제안하였다(Engeström, 2001). 

Leont'ev는 공동체, 규칙, 분업을 새로운 요소로 추가하여 통합시켰고, 

Engeström(1987)은 Leont'ev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활동체계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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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2세대 활동이론

그러나 제2세대 활동이론은 문화적 다양성이나 서로 다른 활동체계 사이의 상

호작용 등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Cole, 1988; Griffin & Cole, 

1984).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2-3>과 같이 활동체계를 확장하는 제

3세대 활동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14 -

<그림 2-3> 제3세대 활동이론

제3세대 활동이론은 서로 다른 활동체계 사이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개

념적 도구이다(Engeström, 2001). Engeström은 최소 두 개 이상의 활동체계가 상호

작용하면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객체는 특정한 상황의 초기 상태인 객

체 1에서, 활동체계에 의해 구성되어 집단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객체 2와 잠재적으

로 공유되거나 공동으로 구성된 객체 3으로 이동한다(Engeström, 2001). 

(2) CHAT의 구성 요소

CHAT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목적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활동(activity)

과 이를 위한 다양한 하위 수준의 행위(action)로 구분된다(Engeström, 2000). 활동

의 복잡한 사회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활동체계(activity system)는 CHAT의 핵심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체계는 주체(subject), 객체(object), 매개적 인공물 또는 

도구(mediating artifacts or tools and signs), 공동체(community), 규칙(rules), 분업

(division of labor) 등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한다. Engeström & Sannino(2010)는 각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체는 활동체계 안에서 직접 활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객체는 주체의 활동이 지향하는 재료 물질(raw material) 또

는 문제 영역(problem space)으로, 이는 매개적 인공물 또는 도구를 통해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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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과물(outcomes)라는 산출물을 낳게 한다. 공동체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는 개

인과 하위 집단을 의미하며, 규칙은 활동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와 상호작

용의 제약이 되는 규준, 규범, 관례 등을 의미한다. 분업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수직적 분담을 의미한다. 수평적 분담은 업무 분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수직적 분담은 활동체계를 결정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나 지위의 분담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매개적 인공물(도구)은 주체와 객체를 매개하는 인공물을 의

미한다. 이때 매개적 인공물(도구)은 언어, 수와 같은 상징적 도구, 연필, 컴퓨터, 

칠판과 같은 물리적 도구 등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여섯 가지 활동체계 구성 요소는 <표 2-1>과 같이 Mwanza(2002)이 제안한 8단계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단계 질문

1 활동(activity) 나는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가?

2 객체(object) 이 활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3 주체(subject) 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누가 관여하는가?

4 도구(tools) 주체는 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가?

5 규칙(rules)
활동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문화적 규범, 규칙, 규제 등이 있
는가?

6
분업

(division of labor)
활동을 수행할 때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역할은 어떻게 구
성되는가?

7 공동체(community) 이 활동이 수행되는 환경은 무엇인가?

8 결과물(outcome) 이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표 2-1>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를 위한 8단계 질문(Mwanza, 2002)

활동체계는 주체와 주체의 활동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활동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동체계의 요소들 사이에서는 모순(contradiction)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순은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의미한다(Engeström, 2001). 

Engeström(1987)은 활동체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1차 모순은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인 주체, 객체, 공동체, 규칙, 분업, 그리고 매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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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 내부에서의 모순을, 2차 모순은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사이의 모순을 의미

한다. 3차 모순은 현재 존재하는 활동체계와 발전된 상태의 활동체계 사이에서 나

타나는 모순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4차 모순은 특정 활동체계와 그것과 상호작용

하는 인접 활동체계 사이의 모순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은 활동체계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체계를 변화 또는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모순이 

오히려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남수, 이혁규, 2012; Engeström, 1999b). 

한편 활동체계 안에서는 내면화와 외면화의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Engeström, 1999a). 활동의 주체는 초기 활동체계를 내면화하고, 자기반성을 통해 

활동체계를 수정하여 모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외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활동체계 내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모순, 그리고 그 해결과정은 개인의 내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외적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 파악하도록 돕

는다(Saka et al., 2009). 따라서 CHAT에서는 기본 구성 요소 내부나 요소 사이의 

모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활동체계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설명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동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분석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2 교수의 사회문화적 특징

교수는 교직에 입문한 후 교육과 연구의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한다. 따라서 교수

는 두 업무의 균형을 위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수가 

교육과 연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길양숙, 

2011; Anderson et al., 2011). 이처럼 교수가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교육을 상대적

으로 소홀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수는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하는 대학의 제도적 측면으로 인해 교육에 

적절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Anderson et al., 2011). 

예를 들어, 교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보상 제도가 교육보다는 연구 측면을 강조하

는 경향이 있으며(길양숙, 2011; Anderson et al., 2011), 수업 개선을 위한 시간적 

투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길양



- 17 -

숙, 2011; Bradforth et al., 2015). 몇몇 연구자들은 승진이나 재임용을 위한 평가에

서 연구 능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교육과 연구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지

적하기도 하였다(Leslie, 2015; Light et al., 2009; Wright, 2005). 이처럼 교수가 겪

는 교육과 연구 사이의 불균형은 교수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교수의 수업 실행을 심층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속한 공동체가 교수에게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

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Hattie & Marsh(1996)는 교육과 연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적 모델

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론

적 모델로는 ‘결핍 모델(scarcity model)’, ‘성격 차이 모델(differential 

personality model)’, ‘발산 보상 모델(divergent rewards model)’이 있다. 결핍 

모델은 사용 가능한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따라 교육과 연구 활동은 필연적으로 

대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 차이 모델은 연구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교육은 공동의 성격이 강한 것과 같이 교육과 연구의 성격적 특성이 상반되므로 

대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산 보상 모델은 연구와 교육이 서로 다른 보상 시스

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서로 다른 기대와 의무를 가진 상반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본 모델도 있다. ‘전통적인 지혜 

모델(conventional wisdom model)’은 연구 성과를 좋은 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으

로 보는 것이며, ‘G 모델(G model)’은 교육과 연구가 높은 헌신, 창의성, 비판적 

분석 등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연구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모델도 있었다. ‘다른 집단 모델(different enterprises 

model)’은 연구와 교육이 대립적이거나 협력적인 특성이 아닌 서로 다른 특성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고, ‘무관한 성격 모델(unrelated personality model)’은 연

구자와 교수자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므로, 공통된 성격 특성이 거의 없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관료적 자금 모델(bureaucratic funding model)’은 대학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지에 관한 결정은 그들의 신념이나 욕구와 부합하기 때문

에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독립적일 때 더 나은 자원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두 가지 요소 모두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

들은 교육자로서 더 효과적이고, 다른 학자들은 연구자로서 더 효과적일 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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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즉 대학 교육에서 교육과 연구를 향상하는 방법은 재

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다(Westergard, 

1991). 

1.3 CHAT와 관련된 선행 연구

CHAT는 주체인 개인과 객체인 대상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내 모

든 관계의 매개적 성질을 고려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고 발달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수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

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CHAT의 관점은 교육 연구에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교육 연구에서 CHAT의 관점을 적용하여 특정 활

동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초⸱중등 교육 맥

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김남수와 이혁규(2012)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수업 혁신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CHAT를 도입하였다. 참여 관찰 등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CHAT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기존의 수업 활동과 수업 혁신 활동체계의 목표(객체)와 

분업의 충돌, 매개적 인공물 사이의 충돌, 그리고 공동체와 분업의 충돌 등이 수업

에서 문제적 상황으로 발생하여 활동체계 요소들 사이의 모순을 유발하였고, 이는 

변화와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작용하였다. 

정진수와 이응주(2013)는 CHAT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과학 수업 활동을 분석하

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두 학교의 생명과학 수업에 

이를 적용하여 두 학교에서 학생의 활동체계와 상호작용 공간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CHAT가 다양한 학생 집단과 과학 수

업 활동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한 CHAT가 학생이나 교사의 활동체계 요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의 활동체계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

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

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현주와 정가윤(2013)은 과학교사의 과학관련 사회쟁점(SSI) 수업을 여러 환경



- 19 -

적 요인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CHAT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사가 SSI를 통해 학

생에게 어떤 교육적 의미를 제공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며, 규칙 공유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사들이 SSI 수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SSI 수업 실행을 

돕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장진아 등(2014)은 초등 과학 전담교사의 실험 수업 사례에서 교사가 겪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징을 CHAT로 분석하였다. CHAT의 활동체계 구성 요소별로 특징

을 조사한 결과, 각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실험 수업의 맥락을 형성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때 과학 전담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측면에서 겪는 어려

움과 현재 시행되는 교과전담 교사 제도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문정 등(2014)은 두 교사의 과학관 학습 실행을 CHAT로 분석하였다. 두 교사 

모두 활동체계 요소 간 유사한 모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학관 학습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관 학습 실행에 대한 열정 등 주체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내면

화와 외면화 과정은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과학관 학습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황세영과 김남수(2014)는 교육실습을 동료 교생이나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에 

초점을 둔 공동체의 학습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교육실습 활동의 유형들을 살펴

보았다. 교육실습 관련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여러 활동체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학습의 특징을 CHAT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교사 개인의 실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건과 그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도록 보다 

큰 단위의 활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구체적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

운 규칙과 매개적 인공물을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의 여러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 과정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숙영 등(2015)은 CHAT를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중등과학교사의 

STEAM 수업 실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사가 STEAM 수업을 실행하는 데 학교의 

환경적 특성, STEAM 관련 정책과 같은 활동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



- 20 -

고, 두 교사가 겪는 요소 사이의 모순이 활동체계의 변화를 유발하였음을 이해하였

다. 그리고 두 교사가 활동체계 요소 사이의 모순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STEAM 수업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STEAM 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

이 교사의 STEAM 수업 실행에 대한 의지와 STEAM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STEAM 수업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방

안을 제안하였다.

신소연 등(2018)은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신설된 과학탐구실험 수업에 대한 교

사의 수업 실행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CHAT로 분석하였다. CHAT의 

활동체계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활동체계 내에서 교사가 겪는 모순을 조사하였다. 

교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은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쳤

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창윤 등(2019)은 중등과학교사의 플립러닝 실행 과정을 CHAT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플립러닝 실행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역할 갈등, 공동체의 공감대 부족, 학습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학

생의 부적응과 같은 모순이 나타났다. 

한문현(2019)은 강의식 수업 실행에 머물러 있었던 초등과학교사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 수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CHAT로 분석하였다. CHAT의 활동체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

징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교사가 교수 방법을 구체화 시켰는지 분석하였다. 규칙, 

공동체, 분업 요소의 변화는 교사가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

용하도록 이끌었으며, 강의식 수업 실행으로 인해 겪었던 모순은 점차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 중심의 수업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모순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민환 등(2020)은 과학교사의 교육실습 지도 과정을 CHAT로 분석하였다. 두 

교사는 교육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도 방식의 부재, 예비교사에 대

한 이해 부족과 같은 모순을 경험하였고, 교사 나름의 지도 방식이나 개별 면담 등

의 대안적 방법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실습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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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교사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과정(한재영, 임성민, 2017),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수업 활동(김아라 등, 2016; 이윤정, 2012) 등에서 CHAT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교사의 특정 수업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CHAT를 도입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교사의 특정 수업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이해하

기 위해 CHAT가 활용되었다. 

Van Aalst & Hill(2006)은 협력적인 컴퓨터 지원 학습 환경에서 학생이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CHAT를 활용하였다. CHAT의 활동체계 중 

공동체, 규칙, 매개적 인공물, 그리고 분업 요소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협력적인 

컴퓨터 지원 학습 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CHAT의 유용

성에 대해서도 시사하였다.

Saka et al.(2009)은 2명의 초임과학교사가 학교 문화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 CHAT를 활용하였다. 두 교사의 사례를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별로 분

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체 요소인 교사의 신념과 공동체 요소인 학교 문화 사이

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그에 대한 해결과정을 파악하였다. 학교의 사회적 구조와 관

리자나 동료 교사의 지원 수준은 교사의 신념과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Yamagata-Lynch & Haudenschild(2009)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CHAT를 활용하여 탐구하였다. 교사가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전문성 개발 활동을 설계하는 학교의 제도 사이에 모순

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모순은 교사가 교수 실행의 개선을 방해하는 상황적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Clarke & Fournillier(2012)는 CHAT를 활용하여,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비교

사와 교사 교육자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행동 연구를 적용하는 것의 

장점과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교사 교육자와 예비교사는 서로 다른 활동체계를 구

성하였고, 그들 자신의 목표를 각각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를 조사하였다.

McNicholl(2013)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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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HAT

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교사의 인식과 이해도를 

CHAT로 분석한 결과, 교사에게 자신만의 교수법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광범

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료 교사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했을 때 교수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HAT는 교육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자체가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편 고등 교육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CHAT의 

관점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소수 진행되었다. 고등 교육에서 CHAT를 

활용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obert & Carlsen(2017)은 STEM 영역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앞서 교수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교수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중 교육

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CHAT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교수의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육 기관이나 동료 교수의 기대와 같은 외부

적 요인보다 내재적인 목표와 욕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학생의 학습을 돕

는 것을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전문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인식

하였다. 그러나 교수는 과학적 연구 이외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과 시간 관리는 교수가 

지닌 어려움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이순덕과 전희정(2019)은 최근 대학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립러닝 수업 활동을 CHAT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플립러닝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구체적인 인식과 수업 실행 과정에서 겪는 모순을 분석하여 복합적이고 다

각적인 수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플립러

닝 수업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CHAT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

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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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인원
수집

기간
자료 수집 CHAT의 관점

김남수와 

이혁규

(2012)

서울형 

혁신학교의 

구성원

3개월

수업 녹음 및 녹

화, 참여 관찰 기

록 및 연구 일지, 

수업 혁신 관련 

각종 문서, 수업 

지도안, 면담

수업 활동 분석

이윤정

(2012)
과학교사 1명 3년

면담, 수업 관

찰, 수업 관찰일

지, 수업 녹화, 

수업 관련 자료 

수업 활동 분석

정진수와 

이응주

(2013)

과학교사 2명 교사용 및 학생

용 과학 수업 

활동 분석 도구

수업 활동 분석
중학생 207명

이현주와 

정가윤

(2013)

과학교사 1명 2개월
수업 녹화 및 

녹음, 면담
수업 활동 분석

장진아 등

(2014)

초등 과학 

교과전담 교사
1명

수업 녹화 및 

녹음, 면담
수업 활동 분석

한문정 등

(2014)
과학교사 2명 한 학기

수업 관찰, 수업 

녹화, 관찰노트, 

면담, 교수학습 

자료, 학생 산출

물, 학생 설문지

수업 활동 분석

황세영과 

김남수

(2014)

예비교사 반성 

활동, 전문가 멘

토링 활동, 예비

교사 공동체 활

동, 대학-학교 

협력 체제 활동 

등에 관한 문헌

교육 실습 활동 분석

최숙영 등

(2015)
과학교사 2명

면담, 수업 관찰 

및 녹화, 관찰노

트, 교수학습 자료

수업 활동 분석

<표 2-2> CHAT와 관련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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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라 등

(2016)
중학생 8명

수업 관찰 및 

녹화, 수업 관찰

일지, 학생이 작

성한 자료

수업 활동 분석

한재영과 

임성민

(2017)

13년
봉사활동 관련 

자료
해외 봉사활동 분석

신소연 등

(2018)
과학교사 1명

면담, 관찰노트, 

현지자료
수업 활동 분석

이창윤 등

(2019)
과학교사 1명 5개월

면담, 자기 독백, 

설문조사, 관찰 

노트, 수업 녹화, 

교수학습 자료

수업 활동 분석 

한문현

(2019)
초등교사 1명 1년

자기 기억자료, 

페이스북 일기, 

수업일지, 면담

수업 활동 분석

이순덕과 

전희정

(2019)

교수 1명

한 학기

사전학습용 동

영상 콘텐츠, 학

습 성찰노트, 오

프라인 수업 활

동 관찰, 설문지

수업 활동 분석

학생 64명

김민환 등

(2020)
과학교사 2명 4주

교육실습 지도 

과정 및 수업 

관찰, 면담, 교

육실습록, 교육

실습 관련 각종 

문서

교육 실습 활동 분석

Van Aalst 

& Hill(2006)
초등학생 28명 5개월

필드 노트, 수업 

녹화, 활동 관련 

자료, 면담

수업 활동 분석

Saka et 

al.(2009)
과학교사 2명 1년

개방형 설문지, 

면담, 수업 관

찰, 학교 관찰

수업 전문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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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gata

-Lynch & 

Haudenschild

(2009)

교사 4명

1년

면담, 대학에서 

제공하는 문서, 

지역의 전문성 

개발 책자, 수업 

자료

수업 전문성 분석
교장 2명

전문성 개발 

코디네이터
1명

Clarke & 

Fournillier

(2012)

교수 2명

4년

교육 철학에 대

한 진술, 실행 

계획, 그룹 면담, 

반성 노트, 온라

인 토론, 최종 

실행연구 과제

수업 전문성 분석

예비수학교사 4명

McNicholl

(2013)
생물교사 5명 6개월

설문지, 필드 노

트, 면담
수업 전문성 분석

Robert & 

Carlsen

(2017)

교수 4명 10개월

면담, 교수의 전

문 활동 관찰, 

필드 노트, 업무 

관련 각종 문서

직업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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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주체인 개인과 객체인 대상 사이의 상호 관

계뿐만 아니라 문화, 공동체, 사회 구조 등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여 사회 내 

모든 관계의 매개적 성질을 고려한다. 교수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단과 대학 및 

교육 기관의 규범에서 동료 교수 및 학생의 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교수

의 수업 전문성도 교수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연구에서 CHAT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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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hulman(1986, 1987)이 제안한 PCK는 초⸱중등 교육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조사하기 위한 관점으로 자주 활용된다(Mulholland & Wallace, 2005; Park & 

Oliver, 2008). 이 연구에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PCK를 고등 교육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

로 활용하고자 한다.  

2.1 PCK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PCK의 개념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으

로 구분하여 따로 접근하였다. Shulman(1986, 1987)은 이처럼 교사의 전문적 지식이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두 지식의 특별한 화합물로서 PCK를 제안하였다. 과학자와 과학 교사를 비교하면 

PCK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 교사는 특정 수준의 학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해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적절

한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업에서 구현하므로 과학자와 구분할 수 있다

(Loucks-Horsley et al., 2009; Loughran et al., 2004). 이러한 관점에서 

Shulman(1987)은 PCK를 “교육적으로 강력하면서 학생의 능력과 배경에 따라 적절

한 형태로 내용을 변형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라고 설명하였

다. PCK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수정 및 발전

되었다. Carter(1990)와 Geddis et al.(1993)은 PCK를 ‘교사가 교과내용 지식을 학

생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Van Driel et al.(1998)은 PCK를 ‘교사가 특정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발달

시킨 지식’으로 정의하면서, 특정 교과에서 다른 교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지

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Loughran et al.(2006)도 PCK를 ‘특정 과학 내용

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가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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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즉 PCK는 주제 또는 내용 특이적(topic or domain 

specific)인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맥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gnusson et al., 1999; Van Driel et al., 1998). 이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이나 경험이 PCK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자 PCK를 재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Cochran et al.(1993)은 교육학적 지식과 교과내용 지식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환경적 상황과 같은 교사의 상황 지식을 바탕

으로 PCK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교수학습 맥락이나 상황에 

따른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가 PCK를 알고(knowing)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PCKg(pedagogical content knowing)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Barnett & Hodson(2001)

은 PCK 형성에 사회적 맥락(context)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육학적 

맥락 지식(pedagogical context knowledge; PCxK)를 제안하였다. Hashweh(2005)는 

PCK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교육학적 구성(pedagogical 

construction)이라고 부르는 작은 지식의 그룹으로부터 형성되며, 이러한 그룹은 특

정 주제에 대한 교수 경험의 축적을 통해 발달된다는 점에서 TPCs(teacher 

pedagogical constructions)를 제안하였고, 이는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

수설계 경험과 반성으로부터 발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수학습 상황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

은 새로운 도구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

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Mishra & Koehler(2006)는 Shulman(1986)이 제안한 PCK 개

념에 기술적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을 포함하여 TPCK(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이는 

TPACK(technology, pedagogy and content knowledge)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즉 

TPACK은 기술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지식을 의미

한다. 이외에도 Ab Kadir(2017)는 PCK와 교사의 비판적 사고 지식(critical thinking 

knowledge; CTK)을 결합하여 CTPCK(critical think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PCK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Mulholland & Wallace, 2005; Park & Oliver, 2008). 이때 PCK는 교수에 대한 인식

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교수 행동과의 일관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 29 -

있다. 즉 PCK의 실천적 성격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교사의 PCK와 실제 

교수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Barendsen & 

Henze, 2019).

(2) PCK의 구성 요소

Shulman(1986)이 PCK를 제안한 이래로, 교사의 전문적 지식으로서 PCK의 본성

과 구성 요소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Cochran et al., 

1993; Geddis et al., 1993; Grossman, 1990; Hasweh, 2005; Magnusson et al., 1999; 

Marks, 1990; Park & Oliver, 2008; Tamir, 1988). Shulman(1987)은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 상황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과 함께 

PCK를 교사의 지식에 대한 구성 요소로 보았으며, PCK의 하위 요소로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과 학생에 관한 지식을 제안하였다. Tamir(1988)는 교사의 지식에 대한 

구성 요소로 PCK,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을 제안하였고, PCK에는 교육과정

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그리고 평가에 관한 지식

이 있다고 보았다. Grossman(1990)은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 상황 지식과 

함께 PCK를 제안했는데, 이때 Shulman이 PCK와 다른 지식으로 분류하였던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과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PCK의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Grossman(1990)의 PCK 모델은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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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Grossman(1990)의 PCK 모델

Cochran et al.(1993)은 교육학적 지식, 교과내용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상황 

지식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제안하였고, 이는 <그림 2-5>로 나타낼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팽창은 경험과 성찰을 통한 교사의 이해 변화를 나타

낸다. 또한 짙은 화살표와 중심부의 확장은 PCKg의 개발을 의미하며, 중첩된 원은 

이론적으로 통합되고 상호 관련되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네 가지 PCKg 

구성 요소의 통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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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ochran et al.(1993)의 PCKg 모델 

Barnett & Hodson(2001)의 PCxK는 <그림2-6>과 같이 사회적 지식 영역(societal 

knowledge landscape), 교육적 지식 영역(educational knowledge landscape)의 두 가

지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PCxK에는 PCK, 전문지식, 교실 지식, 학문 

및 연구 지식이 있으며, PCK의 하위 요소로는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이 있다. PCxK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식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성 요소 중 두 요소는 전적으로 교육적 지식 영역 

내에 있으며, 두 요소는 교육적 지식 영역과 사회적 지식 영역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모두 상호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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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Barnett & Hodson(2001)의 PCxK 모델

Magnusson et al.(1999)이 제안한 PCK의 경우, Shulman(1987)이 PCK와 별개의 

교사 지식으로 제안하였던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교수 지향이 PCK의 하위 요소

로 수정되었으며, 평가에 관한 지식이 PCK의 하위 요소로 추가되었다. Magnusson 

et al.(1999)이 제안한 PCK의 모델을 정리하면 <그림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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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agnusson et al.(1999)의 PCK 모델

즉 이 모델은 과학 교수 지향,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

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PCK를 구분하였다. 과

학 교수 지향은 교수 목표와 목적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신념이며, 이는 PCK의 다

른 구성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관한 지식은 교육과정 목표와 특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학생

에 관한 지식으로는 특정 주제를 배우는 데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교육 요구가 있

다.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에는 주제와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과학 교과 전략과 특

정 주제에서만 활용 가능한 과학 주제 전략이 포함된다. 평가에 관한 지식으로는 

평가 방법과 평가 영역이 포함된다. 이 모델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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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지만, 교사의 지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의 본성과 같은 다른 주제

(Faikhamta, 2013)나 교과 영역(Khakbaz, 2016)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Marks(1990)는 PCK의 하위 요소로 Shulman이 제안한 학생에 관한 지

식과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매체에 관한 지식과 교과내용 지식도 포함

하였으며, Smith & Neale(1989)은 교과내용 지식과 PCK의 하위 요소로 교수 목적

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Fernández-Balboa & Stiehl(1995)은 PCK의 하위 요소로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교과내용 지식, 상황 지식을 제안

하였다. Hasweh(2005)는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

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교과내용 지식, 상황 지식, 교육

학적 지식 모두를 PCK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주요 연구자들이 제안한 PCK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이처럼 

교사의 지식에 대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PCK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므로, 하

나의 통일된 PCK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이연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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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수
목적

학생
교육
과정

교수
전략

매체 평가
교과
내용

상황 교육학

Shulman(1987) K P K P K K K

Tamir(1988) P P P P K K

Smith & 
Neale(1989)

P P P K

Grossman(1990) P P P P K K K

Marks(1990) P P P P

Cochran et 
al.(1993)

P P P P

Geddis et 
al.(1993)

P P P

Fernández
-Balboa & 
Stiehl(1995)

P P P P P

Carlsen(1999) P P P P

Gess-Newsome
(1999)

P P P

Morine
-Dershimer 
& Kent(1999)

P P P P P

Magnusson et 
al.(1999)

P P P P P

Koballa et 
al.(1999)

P P P P P

Barnett & 
Hodson(2001)

P K K P K K K

Hasweh
(2005)

P P P P P P P P

Lee(2005) P P P P P P

Banks et 
al.(2005)

P P

Loughran et 
al.(2006)

P P P P P P

Park & 
Oliver(2008)

P P P P P

*P: PCK 구성요소, K: PCK와 함께 교사의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

<표 2-3> 주요 연구자들이 제안한 PCK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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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의 PCK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향상하는 것과 더불어 구성 요소 사이

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Magnusson et al., 1999; Park & Chen, 2012; 

Park & Oliver, 2008).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지식을 PCK 구성 요소에 따라 분절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사의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교사가 가지는 지식을 통합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Avraamidou & Zembal-Saul, 2005; Borgia, 2001). 그럼에도 PCK는 교사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이므로(Abell, 2008), 많은 연구에서는 PCK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교사의 지식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구조화하였다(노태희 등, 2011; 

Carlsen, 1999).

2.2 교수의 환경적 특징

최근 고등 교육에서는 교수의 교수학습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

수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Fernández-Balboa & 

Stiehl(1995)에 따르면, 고등 교육은 초⸱중등과 같은 다른 수준의 교육과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첫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다른 수준의 수업에 비해 대형 강좌나 소규모 강좌 등 수업의 규모가 다양

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고등 교육은 초⸱중등 수준의 교육과는 다른 학습 환경을 구

성하므로, 수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은 

다른 수준의 학생보다 성숙하며,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학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교수가 학생을 관리하는 것보다 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등 교육 수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초⸱중등학교에

서 가르치는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셋째, 교수는 특정 학문 분야의 전

문가가 됐을 때 교수로서 자격이 주어지며, 교수로 임용된 후에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한다. 

특히 초⸱중등 교사의 경우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

하는 능력을 교사의 주요 역할로 보지만,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 능

력과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을 교수의 주요 역할

로 본다는 점에서 두 집단은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F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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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즉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관련 직종으로 나아가도록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Healey(2005)는 교육과정 설계와 연구-교수학습 사이의 관계를 <그림 2-8>과 같

이 개념화하고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이나 에세이 등을 작성하고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과학적 연구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연구 지도

(research-tutored), 교육과정이 내용 중심의 구조화를 강조하는 연구 주도

(research-led), 교육과정이 탐구 기반 학습의 수행을 강조하는 연구 기반

(research-based), 교육과정이 수업 주제에 대한 지식 구성의 교수 과정을 강조하여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제공하는 연구 지향

(research-oriented)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림 2-8> Healey(2005)의 교육과정 설계와 연구-교수학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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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CK가 고등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PCK의 표현 방식이 고

등 교육의 환경에 적절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PCK와 관련된 선행 연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PCK를 고등 교육의 맥락으로 확

장하여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Fraser, 2016), PCK 측

면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Fernández-Balboa & Stiehl(1995)은 생물학, 경영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 

교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수 10명과의 현상학적 면담

을 통한 분석 결과, 교수는 일반적 PCK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 및 활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의 PCK 구성 요소를 내용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교수 상황 지식, 그리고 교수 목적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

였고, 고등 교육에서 교수가 맡은 역할로 학자와 교수자의 이분법적인 상황을 문제

화하였다. 

Padilla & Van Driel(2011)은 양자화학에 대한 교수의 PCK를 분석하였다. 

Magnusson et al.(1999)의 PCK를 보완하여 PCK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수의 PCK 구성 요소를 과학 교수에 대한 지향,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양자화학을 가르치는 6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 교수에 대한 지

향과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사이의 관계가 나타났고, 학생에 관한 지식과 교육과정

에 관한 지식 사이의 관계가 나타났다. 양자화학은 학생이 개념을 학습하는 데 어

려움을 많이 겪는 내용 중 하나이므로, 교수 대부분은 교수학습에 대한 설명식 관

점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교수전략 방식을 결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Usak et al.(2013)은 교수의 PCK가 초등교사의 생물학 과정에서 성취도와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60명의 초등교사와 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들은 교수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적용한 교수의 수업보다 학생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적용한 교수의 수업에서 생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 39 -

났으며, 성취도에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생물학에 대한 태도가 생물학에 대한 성

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Khakbaz(2016)는 수학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현상

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험이 다양한 수학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

담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주제로는 수학 구문론적 지식, 수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

식, 학생에 관한 지식, 영향력 있는 수학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의 네 가

지 영역이 나타났다. 상황적 주제로는 수학 교과에 대한 본성, 교수의 특성, 학습 

환경의 세 가지 영역이 있었으며, 이러한 주제는 고등 교육 수준에서 수학을 가르

치는 데 영향을 미쳤다. 

Fraser(2016)은 Magnusson et al.(1999)에서 제시한 PCK 구성 요소를 교수에 대

한 관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교직 경력이 다양한 9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교

수의 PCK를 조사하였다. 교수의 PCK 구성 요소를 교수 지향, 과학 교육과정에 관

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교수학습 전문성(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에 관한 지식, 맥락에 관한 지식과 신념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중등 교육 기반의 PCK와 교수의 교육학적 사고의 융합 정도를 조사

하고, 수업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는 PCK가 가르침에 대

한 교수의 생각을 잘 반영하며,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성하기 위

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PCK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PCK 구성 요소별 이

해, PCK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분석, 교수의 PCK에 따른 교수 효과 등이 진행되

었다. 이때 일부 연구에서는 교수가 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 지식을 이

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

석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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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인원 자료 수집 PCK 모델

Fernández-
Balboa & 
Stiehl(1995)

교수 10명 면담 Grossman(1990)

Padilla & 
Van Driel
(2011)

교수 6명 면담 Magnusson et al.(1999)

Usak et 
al.(2013)

초등교사 60명 그림, 생물학 
태도 설문지, 

면담, 체크리스트
Hashweh(2005)

교수 2명

Fraser(2016) 강사와 교수 9명 면담 Magnusson et al.(1999)

Khakbaz(2016) 교수 10명 면담 PCK 모델 도출

<표 2-4> PCK와 관련된 선행 연구

한편 PCK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수에 대한 지향’은 교육과정에 관한 지

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과 같은 PCK의 구

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교사의 전반적인 수업 실행의 형

태를 결정짓도록 한다(Magnusson et al., 1999). 이러한 관점은 고등 교육에서도 유

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것을 학

습이라고 인식한 교수의 경우, 실제 수업에서도 교수 중심의 교수전략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Trigwell & Prosser, 1996). 

Mack & Towns(2016)는 학부 교육과정 중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교

수 신념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수는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학생이 열역학, 통계 역학, 양자 역학, 분광학 등의 주제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향

상하도록 돕는 것을 두었으며, 일부 교수는 인식론적 및 사회적 학습에 대한 신념

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이해는 교수

가 학부 교육과정에서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형성된 교수에 대한 지향은 바뀌기 어렵지만, 교수 접근의 변화를 위해서

는 교수에 대한 지향의 변화가 필수적이다(Trigwell & Prosser, 1996; Friedrichsen 

& Dana, 2005). 따라서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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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맥락에서 교수가 가지는 지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외에도 인지적, 정서적 지식 내에서 나타난 관계와 두 지식 사이의 관계를 

PCK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Padilla & Van Driel, 2012). 또

한 Major & Palmer(2006)는 문제 기반 학습에 참여한 교수의 PCK 변화 과정을 조

사했다. 교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처치 사이의 상호작용은 교수의 역할, 

학생의 역할, 교육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관

점에서 교수의 PCK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Jang et al.(2009)은 

교수의 PCK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172명

의 학생에게 적용하여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 교육의 맥락에서 교수의 수

업 전문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의 지

향, 교육과정, 교수전략, 평가 등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사하

는 것은 고등 교육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것과 같이 교수가 처한 환경적 특성

은 교수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4 PCK와 CHAT의 관계

PCK의 구성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학생, 평가, 전략,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PCK에는 교수의 경험이나 교수 지향과 같은 교수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상황 지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PCK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위해서는 상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Cochran et al.(1993)의 PCKg와 Barnett & Hodson(2001)의 PCxK의 사회문화

적 관점과도 일치한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교수의 PCK에 영향을 미친 상황 지

식의 구체적인 요소를 탐색하였다. 

Khankbaz(2016)는 PCK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상황별 주제로 강좌의 성격, 

교수의 특징, 그리고 학습 분위기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기초 강좌나 응용 강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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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좌의 성격은 해당 강좌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외

형적인 특징, 목소리, 성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 열정 등을 의미하는 교수의 특

징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 분위기의 조

건으로는 교실의 규모, 학생 수, 수업 기술 등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시선에 따

른 교수의 기대, 교육 기관의 요구, 학생의 상황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있었으며, 

이 또한 교수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Fernández-Balboa & Stiehl(1995)은 대학에서 교육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상황

적 한계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높은 비율의 학생 수, 동료 교

수나 관리자로부터의 지원 부족, 시간적 제약, 적절한 자원의 부족, 학생의 학습 준

비 부족과 불량한 태도, 채용 및 승진 기준에 따른 한계 등이 교수가 수업을 실행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는 주체와 주체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이로부터 수업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CHAT 

관점에서의 PCK에 대한 이해는 교수학습의 맥락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도록 할 수 

있다(McNicholl & Childs, 2010).

이러한 점에서 Diaz(2012)는 PCK와 CHAT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첫째, 주체, 도구, 객체 및 공동체의 융합은 PCK의 생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PCK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주체, 객체, 도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때때로 공동체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PCK와 좋은 수업에 

대한 주체의 인식, PCK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인공물, PCK 개발을 촉진하

는 공동체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객체, 공동체 및 분업의 융합은 PCK 생성에 

대한 조직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여기서 논의하는 조직으로는 효

과적인 교수학습과 PCK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학군,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주체, 규칙, 공동체 및 분업의 융합은 PCK와 조직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교수자를 양성하는 데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은 중첩되어 활동체계를 철저히 이해하고 포

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CHAT와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여 PCK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

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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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icholl et al.(2013)은 과학 교사의 PCK 학습과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탐구하기 위해 CHAT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교사는 주로 

PCK의 두 하위 영역인 교과내용 지식과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

회적으로 협력하였다. 또한 교사는 동료 교사와 공유된 교수 운영 계획을 주요 자

원으로 활용하였다. 교사의 PCK는 개별적으로 축적되고 수업에서 활용되기도 하지

만, 학교 과학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자료 인

공물로 정리하여 교사에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ilds & McNicholl(2007)은 교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벗어난 수업을 가르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하여 사회문화적 관

점과 PCK를 연결하였다. 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은 교사의 교직 경험과 관계없이 유

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자원의 활용, 수업에서 정교화해야 할 핵심 개념과 과학 개념을 구축하는 

방법의 파악, 학생의 오개념 이해, 학생의 동기 유발 등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났다. 

교사는 교과서나 교수 운영 계획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내용 지식과 PCK를 

학습하였고,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사의 교수 경험은 교실 관리와 같은 교육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제공하였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벗어난 수업을 가르칠 때 도구, 

공동체, 그리고 주체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PCK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발 과정

을 CHAT 측면에서 분석하여 교사의 PCK와 CHAT의 관계를 드러낸 연구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사회적 구조와 관리자나 동료 교사의 지원과 같은 공동체 요소

는 교사의 신념과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Nicholl, 2013; 

Saka et al., 2009).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동기와 같은 주체 요소는 학교의 

제도와 같은 규칙 요소와 충돌하여 모순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모순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Yamagata-Lynch & Haudenschild, 2009). 

즉 PCK를 CHAT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교수의 PCK가 어떻게 변화되며 이러

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 44 -

3. PCK 향상을 위한 문서화

3.1 CoRe(content representation)

PCK는 특정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적용되는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연구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PCK가 잘 구축되어 있더라

도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PCK는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되

는 복잡한 개념이며, 암묵적인 성격으로 인해 수업 실행을 관찰하더라도 잘 드러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Loughran et al., 2001). 또한 교사가 실제로 수업을 실행

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De Jong, 2003).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이면에 놓인 교사의 사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심미자, 2012).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 자체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PCK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PCK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Loughran & Northfield, 2003), 이를 명시적이고 명료한 형식으

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며 논의에 참여하도록 기회

를 제공하는 것 또한 부족하였다(Hollon et al., 1991). 이에 Loughran et al.(2004, 

2006)은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는데 의미 있는 방식으로 PCK에 접근할 수 있도록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도구로 CoRe를 개발하였다. CoRe는 특정 주제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특정 주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이를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

료화할 수 있다. CoRe는 <표 2-5>와 같이 특정 주제를 가르칠 때 고려되는 주요 

아이디어와 주요 아이디어를 교수학습의 목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 교수 절차, 학생의 이해 수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Loughran et al.,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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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

1. 이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바라는가

2.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이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나 한계
점은 무엇인가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
의 생각은 무엇인가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
용한 이유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방법

<표 2-5> CoRe의 구성 요소(Loughran et al., 2004, 2006)

Loughran et al.(2006)은 CoRe의 주요 아이디어와 각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주요 아이디어’는 학생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아이디어이다. 주요 아이디어 수의 제한은 없지만, 교사는 대개 주어진 주제

에 대해 5~8개의 주요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주요 아이디어의 개수가 너무 적을 경

우 각각의 주요 아이디어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주요 아이디

어가 너무 많아 세분화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정보 덩어리로 나열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심층적인 사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바라는가’는 특정 내용 영역

에서 학생이 학습해야 할 핵심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는 주요 아이

디어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경력이 풍부한 교사는 특정 학생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나, 반

대로 주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확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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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질문은 특정 내용의 교수 목적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

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관련된다.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핵심 내용을 학습하는 것

의 의미를 찾기 위한 질문이다. 수많은 내용 중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은 해

당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와 연결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교사는 학생이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짓거나 해

당 내용을 다른 교육과정 목표와 연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결정한다. 이는 

PCK 구성 요소가 전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지만, 특히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

에 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향이 주로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교사는 종종 학생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어떤 내용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성공

적인 교사는 해당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학생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

해 복잡성을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학생의 학습을 저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파악하여 지식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인가’는 주요 아이디

어를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위한 질문이다. 

Shulman(1986)을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교사는 특정 주제를 가르칠 

때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에 반응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수업을 발전시킨

다. 과학 교사는 모델이나 유추의 한계점과 오개념 등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개념이나 주제를 가르친다.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기존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

초로 학생이 지식을 처리하고, 구조화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므로,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 질문은 주로 학생에 관한 지식과 관

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을 탐색하는 데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는 학생

이 가지는 생각이나 주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 등을 포함하여 가르친 경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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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알게 된 점과 그것이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질

문이다. 성공적인 교사는 주제에 대해 학생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흥미

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교수학습 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

계한다. 즉 이 질문은 주로 학생에 관한 지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는 교수학

습에 접근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이다. 학

생에 관한 지식과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이 관련 있을 수 있다.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주제에 대한 계

획과 교수학습의 다른 측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학습의 다양한 측면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사용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해당 절차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전략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수 절차에 대

한 친숙함은 의도된 학습 결과에 적절한 교수 절차를 선택하고, 이를 어떻게 진행

하며, 그리고 변경된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하므로 PCK에서 

중요한 전문성 중 하나이다(Loughran, 2006). 교수 절차만으로 학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신중하게 제공한다면 학생의 사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과학 개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

할 수 있다. 즉 이 질문은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사가 학생

의 이해와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 이 질문은 교사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어떻

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평가에 관

한 지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CoRe의 각 질문과 이때 주로 활용되는 PCK 구성 요소 간 관계는 <그림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8 -

<그림 2-9> CoRe와 PCK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CoRe는 참여한 사람들에 따라 정보나 아이디어의 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고, 각 주제에 대해 단일한 CoRe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이나 상황적 요인에 

따라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CoRe를 개발할 수 있다(Loughran et al., 

2006). 또한 교사마다 CoRe에 응답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oughran 

et al., 2006). 예를 들어, 교사는 각각의 주요 아이디어를 따라 CoRe에 제시된 질문

들을 순차적으로 작성한 후 다음 주요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

며, 각각의 CoRe 질문을 따라 주요 아이디어별로 모두 작성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선호할 수도 있다. 무작위로 이동하여 관심 가는 질문에 먼저 응

답한 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CoRe는 주제에 대한 교사의 PCK 개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

과 교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Loughran et al., 2006). 그러나 

CoRe에 표현된 정보는 교사의 실제 수업 실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PaP-eRs가 개발되었다(Loughran et al., 

2001, 2004, 2006). 

3.2 PaP-eRs(pedagogic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 reper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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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는 과학 내용의 특정 측면에 대한 교사의 사고와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PCK가 수업에서 어떻게 명료화되어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Loughran et al., 2001, 2004, 2006). PaP-eRs는 주로 실제 수업 실행에 대한 서술

적 설명을 기반으로 하지만 교수 일지, 수업 계획서, 교사의 면담, 교사 간 논의 등

이 PaP-eRs의 서술적 설명을 발전시키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특

정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교수 접근 방식을 활용했는지 설명하고, 교사의 수

업 반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 일지를 바탕으로 PaP-eRs가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수업 계획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나 그 이유

를 설명하기 위해 수업 계획서의 일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PaP-eRs 구성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 즉 PaP-eRs은 PCK의 특정 측면을 문서화하고 묘사하기 위해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서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PaP-eRs는 CoRe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PCK의 전체적인 특성과 복잡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각각의 PaP-eRs는 PCK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표현하므로, 하나의 독립적인 PaP-eRs만으로는 PCK의 전체적인 관점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특정 개념에 대한 PCK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CoRe와 

PaP-eRs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Loughran et al., 2001). 

종합하면, CoRe와 PaP-eRs는 특정 내용을 어떤 교육적 이유에서 특정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PCK를 상호보완적으로 표현한다(Loughran et al., 2006). 

즉 CoRe와 PaP-eRs의 결합은 교사의 주제별 PCK를 명료화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 실행에 PCK의 개념을 수용하도록 촉진하여 다른 교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3.3 교수를 위한 CoRe 전략의 활용 가능성

CoRe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초⸱중등 교육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뿐 고등 교육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부터 살펴보면, 장효순과 

최병순(2010)은 과학교사가 CoRe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PCK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는 CoRe 개발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

업을 반성하고, 오개념을 수정함으로써 개념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교수 내용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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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학생의 선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특히 CoRe 공동 개발 

과정은 PCK 구성 요소 중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CoRe에서 논의된 전략을 새롭게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곽상원과 최병순(2012)은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밀도에 대한 CoRe를 조사하여 교

사의 PCK의 수준을 판단하고, CoRe의 구성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교사의 

PCK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PCK 수준에 따라 나타난 

CoRe의 구성 요소별 특징은 학생의 선개념과 관련한 요소를 제외한 7개의 구성 요

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PCK의 수준이 보통인 교사의 CoRe 구성 요소별 

특징은 PCK의 수준이 높은 교사보다 낮은 교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영민과 허진휴(2013)는 끓는점 오름에 대한 CoRe 활동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PCK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 대부분은 끓는점 오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중시하였으며, 일부 예비교사는 끓는점 오름 현상에 대한 과학적 시각으로의 이해, 

도구 관점에서 수식의 활용, 실생활 경험을 통한 학습 동기 등과 같은 과학 교수 

지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비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대부분 개념 이해를 위

해 필요한 지식을 제시했고, 과학적 사고나 탐구능력 신장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

지 않았다. 학생에 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교사는 자신의 경

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교수전략과 평가에 

관한 지식의 경우 다른 요소와 비교했을 때 피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정행남과 최병순(2013)은 과학교사가 동료 장학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분석하였다. CoRe를 기반으로 한 동료 장학 모임을 통해, 교사는 모임 참여 

초기에는 다소 자기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

라보게 되면서 동료 장학 모임으로부터 제안된 논의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는 교사의 수업 실행의 변화로 이어졌다. CoRe를 기반으로 한 동료 장학을 통해 

전략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었으나, 교육과정이나 평가 측면에서는 교사의 성적 

지향적인 교수 지향으로 인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유정 등(2015)은 CoRe를 활용한 교육실습 과정에서 CoRe가 예비교사의 PCK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예비교사는 CoRe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오개념과 개념을 명료화하였으며, 예비교사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부족

한 지식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성해나갔다. 또한 CoRe는 지도교사에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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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역할, PCK를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역할, 논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

다. 예비교사는 CoRe를 통해 수업 준비에 도움을 받았고, PCK와 과학 교사에 대한 

신념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Loughran et al.(2008)은 교사 교육자가 

CoRe와 PaP-eRs를 바탕으로 PCK에 대한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소개했을 때 예

비교사의 PCK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K에 대한 명시적 소개는 

예비교사가 교수 방법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 교육자는 이전 교수 경험에서보다 예비교사가 교수와 학습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는 수업 실행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론과 실제 수업 실행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였다.

Hume & Berry(2011)는 예비교사의 PCK 향상을 위한 CoRe의 활용이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가 기존의 CoRe를 분석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CoRe

를 구성해보는 과정은 예비교사의 PCK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이때 교사 교육자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가 이 

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CoRe 구성 과정이 예비교사의 

PCK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Williams et al.(2012)은 CoRe의 활용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초임중등교사의 PCK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 전문가 및 경력교사와 초임중등

교사의 협력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공동 작업 과정을 통해 개발된 CoRe는 

초임교사가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을 위한 대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Bertram & Loughran(2012)은 교사의 전문적 지식으로서 PCK에 대한 그들의 평

가를 조사하기 위해 CoRe와 PaP-eRs가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가 PCK를 어떻게 이해

하고 발전시키는지 조사하였다. CoRe와 PaP-eRs가 교사의 과학 교수에 대한 전문 

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dadan & Oner(2014)는 2명의 예비교사가 14주 동안 교수 방법 강좌를 수강함

으로써 PCK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oRe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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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PCK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이 초반에는 전반적으

로 부족했지만,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비교사

별로 PCK 구성 요소의 변화 수준과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Aydin et al.(2015)은 14주간 이루어진 CoRe 기반 멘토링 실행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의 PCK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분석하였다. CoRe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결과, PCK 구성 요소가 보다 통합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다른 구성 요소 사이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평가에 관한 

지식은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PCK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ilsson & Karlsson(2019)은 예비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업 영상과 CoRe가 함께 활용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하였다. 24명의 중등 

예비과학교사는 CoRe와 수업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였다. 예

비교사의 수업 반성을 위해 활용된 다양한 도구는 예비교사가 자신의 수업 사례를 

이론적 쟁점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수업 분석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가

져왔다. 이에 CoRe는 수업 영상 분석을 위한 도구와 함께 예비교사의 행동 반성을 

촉진하고 구조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CoRe는 예비교사나 교사의 PCK에 대한 분석 관

점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PCK를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고등 교육

에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관점에서 조사하는 연구의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CoRe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Padilla et al.(2008)은 교수 4명의 PCK를 조사하였다. 이때 교수가 주제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CoRe와 개념적 개요 모델(conceptual 

profile model)을 적용하였다. 직관적, 경험주의, 형식주의, 합리주의, 형식적 합리주

의의 다섯 가지 개념적 개요 모델이 정의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수의 PCK

를 CoRe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념적 개요 모델에서 나타난 횟수의 백분율을 

통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적 개요 그래프를 구성했다. 

Davidowitz & Rollnick(2011)은 숙련된 교수의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교수의 수업 실행을 분석하였다. 면담과 5개의 입문 수업 영상을 수집하였고, 교수

의 수업 실행 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틀로 CoRe를 활용하였다. 설명, 표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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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의 상호작용, 핵심 교육과정, 주제 특이적 전략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 

나타났다. 

Schultz et al.(2018)은 중등 교육 맥락에서 개발된 CoRe를 교수에게 적용함으로

써 CoRe의 확장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CoRe는 고등 교육 분야의 주제별 전문 지

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연구로부터 

수집된 교수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주제 또는 교수전략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많은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근했

음을 알 수 있었다. 

CoRe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이상의 결과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CoRe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등 교육에서 CoRe는 교수의 PCK에 대한 분석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주로 활용

되었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도구로써 CoRe 활용은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수

준에 그쳤다. 따라서 CoRe를 활용한 연구가 고등 교육에서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의 수업 전문성 관점에서 CoRe가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

으로 조사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므로, CoRe 활용 전략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54 -

연구자 대상 인원
수집
기간

자료 수집 CoRe의 활용

장효순과 
최병순
(2010)

과학교사 4명 2개월
CoRe, 수업 관찰, 
면담, 시청각 자
료, 문서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변화 분석

곽상원과 
최병순
(2012)

과학교사 20명 교사 질문지, 면담
CoRe을 활용한 PCK의 
수준과 특징 분석

이영민과
허진휴
(2013)

예비과학교사 28명 2년

CoRe, 모둠별 토
의 활동 내용, 수
업지도안, 모의 수
업과 면담 자료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특징

정행남과 
최병순
(2013)

과학교사 1명 4개월

CoRe, 동료장학 
모임 녹음본, 수업 
동영상, 면담, 기
타자료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동료장학 모임 분석

정유정 등
(2015)

실습 지도교사 1명
3주

면담, CoRe 논의 
내용, 수업지도 과
정 내용, 수업 관
찰 내용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수업지도 과정 분석

예비교사 2명

Loughran et 
al.(2008)

과학교사 교육자 1명

2학기

전체 토론 녹음본, 
면담, CoRe, 
PaP-eRs, 수업 계
획서 등의 수업 
관련 문서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특징

예비과학교사
5명,
22명

Padilla et 
al.(2008)

교수 4명 면담, CoRe
CoRe를 활용한 PCK 분
석

Hume & 
Berry(2011)

예비과학교사 9명
반성 저널, 면담, 
CoRe, 필드 노트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변화 분석

Davidowitz &
Rollnick(2011)

교수 1명
수업 관찰 및 녹
화, 면담

CoRe를 활용한 PCK 분
석

Williams et 
al.(2012)

초임교사 4명 면담, 관찰, 필드 
노트, 반성저널,  
관련 문서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변화 분석

경력교사 2명
내용 전문가 2명

Bertram & 
Loughran(2012)

과학교사 6명 2년 면담
CoRe의 활용이 PCK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

Adadan & 
Oner(2014)

예비과학교사 2명 14주 CoRe, 면담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특징

Aydin et al.
(2015)

예비화학교사 3명 14주 CoRe, 면담
CoRe 기반 활동에서 나
타난 PCK 연계 분석

Schultz et 
al.(2018)

교수
CoRe, 참여자 간 
토론 녹음, 면담

CoRe의 활용 가능성 탐
색

Nilsson & 
Karlsson
(2019)

예비과학교사 24명
주석이 달린 비디
오 클립, 서면 반성

CoRe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PCK 분석

<표 2-6> CoRe와 관련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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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국가 경제성장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

정 영역에서 이공계 인력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홍정임 

등, 2011). 또한 노동시장 고용의 변화와 이공계 기피로 인해 암울한 색채를 띠던 

2000년대와 달리, 학생의 이공계 직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조가원, 2017).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장래희망으로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축가/건축디자이너 등이 높은 순위로 올랐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생명⸱자연과학자, 기계⸱자동차공학자, 화학⸱화학공학자 등을 희망하여 이

공계 직업에 대한 관심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

진 등, 2019). 

이공계 대학은 과학기술의 개발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중 하나로, 학생

은 해당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관련 직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습득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었다(홍성민, 

2016). 그러나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더라

도,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강

소연, 조형희, 2020),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장지영, 이현주, 

2016b). 따라서 이공계 대학에서는 학생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

도록 주어진 지식과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보다는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창의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이경희 등, 2010).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이공계열 수업이 효과적으로 잘 구축되어 이루어지

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공계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체는 이공계 

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김복기 등, 2005). 이는 우리나라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 교육 시스템이 인재 양성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김복기 등, 2005). 따라서 이공계열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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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교수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4.1 대학 수업의 실태와 인식

(1) 대학 수업의 실태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

어졌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포함한 교과 지

식, 교수 기술, 교과의 본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교사의 정의적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김혜숙, 2003; 소경희, 2003). 이때 교사의 전문성 중 수업 전문성은 일반

적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교사는 주

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구현하지 않고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만의 수

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Remillard, 2005).

이러한 수업 전문성은 고등 교육을 이끄는 교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Biggs & Tang(2011)은 학구적으로 뛰어난 학생으로부터 나타나는 고차적

인 수준의 인지 과정을 학생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좋은 교수

(good teaching)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진술된 학습 활동과 교수 

방법 및 평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이 심층적으

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수가 직접 교재를 선

정하고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등 교수가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장경원, 2014), 교수의 수업 전문성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

다. 

그러나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의 수업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더라도 대개 전 학문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길양숙(2011)은 교수의 수업 영상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과 교수 행동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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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업 방법은 직접교수법이었으며, 

협동학습, 발견학습, 문답법은 드물게 나타났다. 직접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난 교수 행동을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도입 단계에서

는 본 차시 주제의 언급이나 판서, 전 차시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설명, 흥미 유발, 

출석 확인이 주를 이루었다. 전개 단계에서는 PPT를 보면서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

하는 교수의 행동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교수가 예를 제시하

거나 시범을 보이는 경우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과제를 학생이 풀도록 하

는 경우가 뒤를 따랐다. 정리 단계에서는 요약과 차시예고가 가장 빈번히 관찰되었

으며, 과제부과나 형성평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서는 교수 중심, 내용 중심, 진도 중심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용숙(2001)은 수업의 서술적 관찰 기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 수업과 비교했을 때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모든 면에서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용숙(2011)은 50개 수업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 수업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는 수업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였고, 다양한 수업 방법

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는 대체로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공영역별로 교수학습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Lindblom-Ylänne 
et al., 2006), 모든 전공에 일관된 틀을 적용하는 것은 수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

안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전공영역에 따른 학문 특이적 성격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공계열 맥락에 초점을 두고 교수의 수업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영화 등(2012)은 공학교육에서 교수전략 활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수의 

수업 영상을 분석하였다. 교수 대부분은 빔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주로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으로 주로 이

루어져 학생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즉 효과적이라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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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수전략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장지영과 이현주(2016a)는 공과대학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교수의 교수지향을 탐색하였다. 교수의 교수지향을 공학 전문지식, 공학적 실

천, 사회적 실천, 융합 디자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

였다. 공학 전문지식 측면에서 교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공학을 응용학문으로 인

식하였고, 학생이 공학 설계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공학적 실천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공학적 

사고력과 이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과정을 중요한 목표로 보았다. 사회적 실천은 현

장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면으로, 학생의 팀워크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융합 디자인의 경우, 복

잡한 환경 속에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두었으며, 이때 학제 간 융합 또한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영과 이현주(2016b)는 공과대학 교수의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

사함으로써 공학교육의 수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수 대부

분은 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설계 능력, 현장 

적용 능력 등을 인식하였다. 문제 해결력 함양을 위한 교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창의력, 설계 능력, 현장 적용 능력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수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학생이 갖추어야 할 실행 능력으로 중

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열 교수는 학문 특이적인 교수 지향을 

지녔으며, 교수는 이를 반영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학생이 관련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주로 이루어져 타 

학문 분야와 유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열 교수

의 효과적인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2)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인식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가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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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인식은 교수 방법이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과 이

로부터 도출되는 학습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이, 2010). 이에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때 전공영역별 

특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의 인식을 조사하기보다는 전 전공영역에 대해 포

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문 특이적인 성격을 고려하는 것은 부족하였

다.

먼저 이지은(2013)은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수가 성공적이었

다고 인식하는 수업, 수업 방법,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교수는 수업의 성공

을 학생의 반응과 성과로부터 판단하였고,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이 성공적인 수업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유로 학생의 참여, 사고력 신장 등과 같은 학습 효과를 

찾았다. 수업 설계 및 개선을 위한 논의는 동료 교수와 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나 현장실무자 등의 수업 관계자와 논의가 이루

어지는 경우는 일부 나타났다. 자발적 성찰, 수업에 대한 평가, 우수 수업 사례 등

이 수업 성찰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은이(2010)는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수와 학생은 공통적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수업,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을 다루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였

다. 한편 학생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한 반면, 

교수는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여 교수와 학생이 차이를 보였다.

윤소정(2012) 또한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학생의 강의 평가, 학생의 추천 수업에 대한 에세이, 교수 수업 노하우 등을 수

집하였다. 학생의 강의 평가로부터 나타난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는 수업 전략 범주

가 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에서는 수업 자원의 활용 범주가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의 수업노하우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교수가 인식한 좋

은 수업의 특징으로는 수업 전략 범주가 중시되었다.

전영미(2016)는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인식과 교수가 인식한 실행 정도의 수

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는 전달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관계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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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교육 영역별로는 평가와 내용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상호작용과 교육방법 영역은 낮은 인식을 보였다. 전달 관점은 실행도

가 높았던 반면, 재구성이나 관계 관점은 실행도가 낮았다. 

오미자(2019)는 좋은 수업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살

펴보았다.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분석한 결과, 교수와 학생은 모두 교수의 열정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좋은 수업에 대해 교수와 학생

이 느끼는 현재 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 수준과 중

요도의 차이가 나타난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상호작용, 내용 전문성을 인식하였고, 

학생은 이러한 차이의 요인으로 교수자의 열정, 교수자의 태도, 수업 체계성을 나

타냈다. 또한 교수와 비교했을 때 학생은 현재 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를 더 크게 느

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수는 수업 내용의 명확한 설명, 적절한 교수전략을 

통한 학생의 참여 촉진, 활발한 상호작용 등을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교수의 열정과 같은 정의적 태도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전 전공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부터 도출

한 제언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의 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학문 특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공계열 분야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문 특이적인 성

격을 고려한 연구로는 민혜리(2016)의 연구가 있었다. 민혜리(2016)는 공과대학 교

수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수업의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교수

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보다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수업 주제의 적절

성, 수업에서 특정 분야의 최신이론을 다룬다는 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 

등이 있었다. 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는 학생의 참여 촉진과 매체의 활용 측

면에서 나타났다. 즉 교수가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달리 

학생은 교수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수는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에 대

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학생의 관점

에서 이해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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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n, 2004). 따라서 교수가 인식한 요소 이외에 학생의 특성이나 상황에 관한 지

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교수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박민정, 2008) 이러한 논의는 교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

램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수업 컨설팅이다(민혜리, 윤희정, 2012). 수업 컨설팅의 의미는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담 활동으로 정의된다(이재경, 2015).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컨설팅은 대개 촬영한 수업 영상을 교육 관련 전문가가 분석한 후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민혜리, 윤

희정, 2012; 심미자, 2012). 이때 컨설턴트와 컨설티가 일대일로 만나 비공개로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수정, 송명현, 2016). 

수업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민혜리, 윤희정, 2012). 첫째, 교수는 

수업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수업 실행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교수역량을 포착하

고 학습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 둘째, 교수는 수업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학습활동

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 특성을 컨설턴트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는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교수

학습 전략을 고안함으로써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즉 수업에 대한 교수의 반

성이 교수 자신의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발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업 컨설팅의 참여는 교수가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수업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먼저 오선아와 임태형(2020)은 수업 컨설팅이 교수의 수업에 대한 중요도

와 실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교수가 수업 컨설팅이 수업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였는데, 수업 컨설팅에 참여한 교수는 참여하지 않은 교수보

다 새로운 교수 방법 적용, 전 차시 학습 내용 복습,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측면



- 62 -

에서 높은 실천도를 보였다. 

주라헬과 최정임(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수가 수업 컨설팅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수

는 수업 컨설팅을 통해 수업 개선의 방향 탐색에 도움을 받았으며, 교직 경력 21년 

이상의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인식하였다.

홍성연(2010)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저조한 수업 참여도, 학습 내용 이해의 

부족, 저조한 강의 평가 점수 등으로 인해 수업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수업 컨설팅 

결과, 교수는 교수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학생 참여 촉진의 미흡, 수업의 비구조

화, 상호작용 미흡, 교수 방법의 부정확한 적용, 행동 습관 등의 문제점을 보였으며 

이를 지적받았다. 행동 습관과 같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선 방안은 수업에

서 쉽게 반영되었다. 즉 수업 컨설팅은 교수에게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기회를 제

공하여 고등 교육의 질 개선에 유의미한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수업 컨설팅을 승진이나 신규 교수 임용자의 필수 과정으로 규정함으

로써 수업 컨설팅의 의무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박수정, 

송명현, 2016; 심미자, 2012). 고등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수업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수정, 송명현, 2016). 그러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컨설팅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수 대부분은 평소 수업을 실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학생의 동기 유발 부족, 내용 전달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지만, 수업 컨설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주라헬, 최정임, 2018). 또한 수업 컨설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대부분 일회

성에 그쳐, 수업 컨설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고, 수업에 대한 교수의 문

제 인식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심미자, 2012; 홍성연, 

2010; 홍성연, 전영미, 2013). 수업 컨설팅이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외에 

수업 설계, 학생 관점,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수업 목표의 달성, 해당 강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었다(심

미자, 2012). 특히 한 차시 분량의 수업 영상만을 근거로 하여 수업 분석이 이루어

지다 보니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미흡하였다(심미자, 2012). 

이에 최근 고등 교육에서는 수업 컨설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교수개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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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적용한 후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

어졌다. 먼저 유정아(2009)는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법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높았

는데, 특히 수업 촬영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높은 만족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 중 일부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신의 강의 평가 결과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재임용과 승진에 영향

을 미쳤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교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 변화와 자

아 성찰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교수법의 소개를 통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동료 교수들과의 공동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전 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

는 학생은 교수의 노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교수의 이러한 노력이 자신에게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장선영(2017)은 동료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교수는 교수 전략이나 평가 전략 공유, 수업 내용의 난이도와 적절성 탐

색, 교육 철학 공유, 학생 참여 촉진 전략의 공유 등을 이유로 동료 수업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는 다양한 교수 방법 습득의 필요성 인식, 수업 설

계의 필요성 인식, 학생 참여 촉진 전략의 공유, 교수의 태도 변화 및 반성의 필요

성 인식 측면에서 교수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정민수와 박진희(2019)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수업 컨설팅을 실시

하였고, 교수의 참여 정도에 따라 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업 컨설팅은 교수역량 구성 요소 중 자기 수업 성찰, 동료 교수와의 협력, 수업 

설계와 실행, 수업 재구성 역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자기 성찰이나 컨설턴

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계획 및 실행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업 촬영

에 대한 불안감과 수업 설계 과정에서 느낀 회의감 등이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심현애와 김경연(2017)은 PBL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의 참여 수준

이 학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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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수의 참여 수준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적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는 참

여 횟수와 비례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컨

설팅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교수가 보다 종합적인 관점

에서 수업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방안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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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행에 대한 

CHAT 측면에서의 이해 (연구 Ⅰ)1)

1. 서  론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강소

연, 조형희, 2020),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장지영, 이현주, 2016b). 

따라서 이공계 대학은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경희 등, 2010).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수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자로서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직에 입문

하여 학생에게 전공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진수 등, 2008; 홍성연, 

2010; Robert & Carlsen, 2017). 이에 많은 교수가 수업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초임 교수는 자신이 학창 시절에 겪은 학습 경험

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석열, 2014).

교수가 수업을 실행하는 데에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부족과 같은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자보다

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구조는 교수가 교육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길양숙, 2003; Anderson et al., 2011). 또한 초임 

교수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업무량은 교수가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

운 환경을 조성하였고, 우수 수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 부족, 지원 체제의 부족 등

은 수업에 대한 개선 의지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길양숙, 2003).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은 개인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Eick & 

1) 연구 Ⅰ은 공학교육연구 22호 1권의 3-15쪽에 게재된 ‘이공 계열 교수의 강의 실
행에 대한 이해: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을 활용한 사례연구’의 내용을 보완하
고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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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 2002; Smith, 2005). 따라서 교수와 교수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교수의 수업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으로는 CHAT를 활용할 수 있다. CHAT는 주체인 개인

과 객체인 대상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내 모든 관계의 매개적 성질을 

고려하는 관점을 제공한다(Roth & Tobin, 2002). 또한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사이

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모순, 그리고 그 해결과정은 개인의 내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외적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Saka et al., 2009). 즉 CHAT는 교수와 교수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교수의 수업 실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관점을 제

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교수의 수업 실행의 특징을 분석한 사례연구는 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루어졌다(김태완 등, 2006; 안지혜, 2014). 그러나 이공계열 수업과 인문사회 계열 

수업이 교수 방법의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이용숙, 

2011), 이공계열 교수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방안을 

탐색한 연구(민혜리, 2016; 민혜리, 홍성연, 2009), 공과대학 교수의 교수 지향이나 

교수 전략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신영화 등, 2012; 장지영, 이현주, 2016a, 

2016b) 등이 주로 이루어져, 이공계열 교수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

하여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그리고 해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HAT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

행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가 겪는 모순과 그에 대한 해결과정을 사회적, 문

화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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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2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하였다<표 3-1>. 교수 A는 37년 경력의 교수이고, 교수 B는 2년 경력의 조교수이

다. 두 교수는 수업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교수 A와 B의 학과는 달랐지만, 

두 학과는 모두 공학 인증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수 교직 경력 성별 직급 학과 수업컨설팅 경험

A 37년 남 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유

B 2년 남 조교수 공업화학과 유

<표 3-1> 연구에 참여한 교수의 배경

2.2 연구 절차

교사의 수업 실행을 CHAT로 분석한 선행연구(최숙영 등, 2015; Saka et al., 

2009)를 참고하여 교수의 수업에 대한 CHAT의 6가지 활동체계 요소별 내용을 추

출함으로써 초기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강의 계획서의 수집, 수업 관찰 및 관찰노트 작성, 심층 면담을 통

해 이루어졌다. 우선 촬영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수집한 후, 교수

별로 한 차례의 수업 촬영과 세 차례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각 교수의 활

동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수업 전,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 차례에 걸쳐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 촬영 중에는 연구자 중 1

인이 수업을 참관하며 관찰노트를 작성하였다. 

수업 전에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는 교수의 배경 변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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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수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 대학의 교수 평가 정책에 대한 인식, 학과에서 교수 

사이의 분위기, 강의 평가에 대한 인식, 수업의 목표 및 실행 정도, 수업과 관련한 

어려움 및 요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수업 후 실시한 면담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교수 방법,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분위기, 평가 

방법, 수업을 관찰하며 나타난 특징적인 점과 외부 요인들의 영향 등에 대해 질문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 면담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의 예비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관찰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점을 추가로 질문하

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모든 면담은 약 40~60분 정도 소요되었

으며, 녹음하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2.3 분석 방법

자료를 분석하여 일차적으로 범주를 도출하고, 모든 자료를 반복하여 재검토함

으로써 범주를 정교화하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였다. 즉 초기 분석틀에 따라 모든 자료를 활동체계의 요

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에 대한 하위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후 요소별 내용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업 영상과 면담 전사본, 그리고 강의 계획서 등의 모든 자

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CHAT 활동체계 요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의 수업에 대한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여 최종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표 3-2>. 이 요소를 바탕으로 각 교수의 활동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틀 제작 및 자료 분석 과정에서 과학교육 전문가 또는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

으로 구성된 집단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의 타당

성을 점검받았다. 즉 세미나에서는 각 교수의 CHAT 요소별 내용 분석 및 요소 사

이의 모순과 해결과정에 관한 결과가 타당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이 대학 수업의 맥락에서 적절한지 점검받았다. 예를 들어, 교수 A가 추

<그림 3-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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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교육관과 학생의 능력이 충돌하여 모순을 일으켰다는 결과를 서술하기 위

해서는 학생의 능력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여 이와 관련

된 내용을 교수 A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구성 요소에 추가하였다. 교수 B

의 경우, 교수가 연구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수업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하여 

모순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모순보다는 주체가 겪은 어려움이 적절하다

고 평가하여 교수 B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구성 요소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구성 요소 내용

주체

-교수의 개인적 배경(교직 경력, 업무량 등)
-수업에 대한 인식
-수업 컨설팅 경험
-세부 전공과의 관련성

객체 -수업의 목표 및 내용, 관련 교수 전략 등

공동체

-학생의 특징 및 분위기
-학과의 특징 및 분위기
-대학교의 환경
-콜로키움, 교육 관련 학회 등의 모임

규칙

-학과의 교육과정 및 방침
-수업에서의 규칙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강의 평가)
-교수 평가 정책

분업
-학생의 역할
-수업 조교의 역할

도구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강의실을 포함한 학교의 환경

<표 3-2> 교수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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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교수 A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구성 요소 분석

(1) 주체

교수 A는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교직 경력은 37년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 지원하는 학부생을 위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한 기업체의 컴퓨터 

교육 지원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어 업무 시간 중 절반가량을 사업 수행에 

할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개인적인 연구 활동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외부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지만, 역할이 크지 않아 개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교수 A는 학생이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동체 의식을 모두 갖춘 사회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학 수업의 모습이며, 이를 위해 교수

는 학생이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회인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

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생은 교수의 가르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

하고,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A: 제대로 된 사회인을 최종적으로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각 과목에서 그런(사회인 양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저는 두 가지 정

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 또 하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많이 강조합니다. …(중략)… 교수는 연륜이나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다르니까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

을까 해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뭔가 끄집어내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A는 교수의 업무에 있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도 높이 평가하였

다. 이를 위해 교수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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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교수 A는 현 수업을 오랜 기간 가르쳤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편이었음에도 수업하기 전까지 제작한 수업 자료를 두세 번 정도 수정하여 가르친

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A: 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아직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강의 자료를 만들면 실

제 그걸 애들한테 오픈해서 강의할 때까지는 두 번, 세 번 바꿔요. 작년 것도 또 바꾸

고. 그러면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특히 교수 A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여 개

인적으로 수업 컨설팅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외에도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의 계

획서 작성법 등의 수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 

A는 지적받은 개선점들을 고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질문한 후 답

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신경 쓰고 있지만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수 A는 프로토콜 설계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다

루었고, 이후 교수로 임용된 후 프로토콜 설계 검증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때 교수 A가 담당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주제가 수업 내용의 일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세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객체

교수 A가 담당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데이터통신 이후에 학습하는 강좌로, 3학년

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선택 강좌이다. 데이터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교재를 두 학기에 걸쳐 학습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데이

터통신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유형이나 작동원리, 구성 

요소 및 핵심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교수 A는 해당 수업의 목표로 

학생이 전공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

었는지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발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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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교수 A: 현재 어떤 이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

들을 습득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습득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었는

지 그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갔을 때 현재 수준에서 더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는 쪽으로 굉장히 신경 쓰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이를 위해 한 학기에 가르쳐야 할 내용 중 약 70%를 학생이 직접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세미나식으로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때 교수 A는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보충이나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수 A: 컴퓨터 네트워크는 세미나 비중 70%, 제가 강의하는 게 30% 정도로 수업을 

해요.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애들이 종합하는 능력, 흐름 잡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발표 자료를 만드는 능력, 실제 발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주

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게 제 화두니까.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나머지 30%는 교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교수 A가 주도적으로 

수업한 장면 중 일부를 살펴보면, 실생활 예시와 비유를 사용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나 비유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부터 체

계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

기도 하였지만, 질문의 형태가 예 또는 아니오를 묻는 단순한 수준에 머무른 경우

가 많았고, 개방된 질문을 하더라도 학생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

다.

한편 교수 A는 이 수업이 산업계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초적인 

지식과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후에 나갈 진로와 관련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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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요한 강의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3) 공동체

교수 A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서툴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교수 A

는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전반적인 수준과 수업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였다. 즉 발표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세미나식의 수업 진

행 방식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학생은 예정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없

이 전반적으로 잘 수행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수 A: 세미나 방식의 수업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펑크를 내면 어

떡하나 왜냐면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 군데 펑크를 내면 앞뒤 연

결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애들과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애들이 잘 따

라줘서 세미나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교수 A가 이와 같은 수업을 실행하게 된 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

다. 교수 A는 학생이 지닌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사회에서 요구하므로, 이

에 맞추어 학생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 등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

도 일부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수업 태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교수 A는 학과의 교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만, 전반적으로 잘 따라준다는 점에서 학과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예

를 들어, 새로운 강좌가 신설될 때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교수 A가 속한 학과의 교수들은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

며,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수들 사이에 정

보를 공유하는 콜로키움을 열어 교수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화두를 교육과정

에 어떻게 연계시킬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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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작년부터는 우리가 콜로키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더니 결과

가 어땠다’ 이런 것을 오픈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건 나도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 있지 

않냐’, …(중략)… 그 시간에 의견 교환하고 서로 같이 배우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콜로키움 주제로 오픈 소스 교육, 요새 오픈 소스 교육이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고도 오픈 소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A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함으로써 내용 측면의 도움

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신호와 관련된 지식을 도움받기 위해 타과

에 소속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한편 교수 A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가 사립대학교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측면은 있지만, 수업 실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교수의 의지에 

따라 효과적인 수업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4) 규칙

교수 A는 자신이 속한 학과가 국제 표준을 반영한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필수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기

준으로는 외부 시험과의 관련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강좌로, 3학점으로 

운영되었다. 교수는 강의 계획서에 지필평가, 설계 과제, 발표, 수업 참여도, 출석과 

같은 평가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필평가는 한 학기 동안 2회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수업에서 다룬 컴

퓨터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나 유형 등의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설계 과제에 대한 평가는 학기 중 약 7주 동안 조별로 설계 과제를 수행하여 공동

의 결과물을 제작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후, 이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교수 A가 담당한 이 강좌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설계 영역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설계 과제가 평가 요소로 포함

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표의 경우, 수업 내용 중 일부를 학생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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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때 교수 A는 발표 주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 정리

한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교수 A: 학교 차원에서 출석을 한 10% 정도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

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요. 그다음에 퀴즈를 두 번 봐요. 예습한 걸 마인드맵으

로 정리해서 과제를 내면 그중에서 두 개의 챕터를 정해서 퀴즈를 봐요. 질문 올리는 

것이나 마인드맵에 대해서도 반영하고요. 그리고 설계 과제라고 하는 것은 공학인증 프

로그램에서 설계와 관련된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할 과목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애들한테 일종의 텀 프로젝트 같은 걸 내요. 프로

젝트로 한 반 학기 정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마지막에 

발표시켜서 반영해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이외에도 교수 A는 수업 내용을 미리 읽고, 이를 요약한 마인드맵과 질문 사항 

등을 수업 운영 홈페이지인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블랙보드에 올라온 

질문에 학생이 답변하도록 응답 횟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이를 학생의 수

업 참여도에 반영하였다.

교수 A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 평가를 통해 한 

차례 이루어졌다. 교수 A는 강의 평가를 확인한 결과,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학생도 있었으나, 발표가 많다는 점을 다소 부담스럽다고 인

식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A는 수업에 대한 학생의 정량적인 평가 

결과보다는 학생이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수 A: 정교하게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서술형으로다가 평가하

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보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쓰죠.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A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수 평가 정책의 평가 요소로 연구와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의 경우 평가 점수에 있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연구

의 경우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실적이 높을수록 좋은 성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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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였다.

(5) 분업

교수 A는 교수가 주도하는 강의식 이외에 학생이 주도하는 세미나식의 수업을 

병행하였다. 즉 학생이 수업 내용에 대해 가르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하여 학생과 

교수 사이의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교수 A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보다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출판사의 교수용 수업 자료를 미리 제공

하였고, 수업 시간 전에 제작한 수업 자료를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여 피드백을 

하였다. 이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교수 A는 학생이 예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보드에 질문을 

올리면 이를 반영하여 수업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의 역할

은 교수 A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교수 A: 세미나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학습자이면서도 

동시에 교수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특별한 과목이죠. 질문을 통해 제가 강의하는 내용

을 좀 보충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이 수업의 경우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조교가 있었는데, 수업 조교는 퀴즈를 채점하거나 예습 과제로 주어지는 마인

드맵을 평가하는 등 주로 평가 부분에서 교수의 역할을 도왔다. 이에 대해 교수 A

는 수업 조교의 역할이 수업에 대한 교수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

였다.

교수 A: 퀴즈나 과제 내는 건 사실 평가가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저희는 사업을 해서 

수업 조교를 지원해요. 그럼 수업 조교가 기본적인 과제 같은 걸 평가해주고 애들 수업 

참여도라든지 마인드맵 평가 이런 것은 조교가 해요. 그래서 제가 과제 내는 것에 부담

이 덜한 거죠.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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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구

교수 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책 중 하나를 전공 교재

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전공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최신 이론이나 기술에 관

한 내용은 다른 전공 교재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교수 A는 출판

사에서 제공하는 교수용 수업 자료를 구체화시켜 학생에게 수업 자료로 배부하였

다. 이외에도 교수 A는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블랙보드나 SNS 등을 활용하

였다. 이때 교수 A는 블랙보드에 글이 올라왔을 때 그 소식을 알리는 알림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작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A: 우리 학교 블랙보드에는 직접 들어가야 글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어요. 메일이 

오면 확인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개선되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교수 A의 최종 면담)

교수 A는 스크린이 칠판을 가려서 판서를 하기 어렵다고 하여 강의실의 환경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교수 A는 태블릿의 미러링 기술 등을 이

용해 스크린의 화면에 직접 필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A: 저희 과는 자체적으로 강의실 안에 녹화 시스템도 갖췄고,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정도 스크린이 내려오면 판서하기 어려운데 그 판서를 

컴퓨터 화면에다가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을 연결하면 되는데, 

아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교수 A의 활동체계 구성 요소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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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내용

주체

§ 37년 경력의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교육 지원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연구 활동은 진행하

지 않고 있음
§ 학생이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 교수의 업무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수업

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편이었음
§ 개인적으로 수업 컨설팅을 여러 차례 받음
§ 담당한 강좌가 자신의 세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객체

§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선택 강좌
§ 전공 지식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발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함
§ 가르쳐야 할 내용 중 약 70%를 학생이 발표하는 세미나식으로 구

성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동체

§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전반적인 수준과 수업 분위기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함

§ 교수의 요구에 전반적으로 잘 따라준다는 점에서 학과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학과의 교수들은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며, 모임을 통
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 대학교 환경이 열악한 편이긴 하지만, 수업 실행과 관련하여 상당
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충분함

규칙

§ 학과에서는 국제 표준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편임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강좌로, 3학점으로 운영됨
§ 학생 평가는 지필평가, 설계 과제, 발표, 수업 참여도, 출석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학생의 강의 평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 평가를 통해 한 차례 

이루어짐
§ 교수 평가 정책의 평가 요소로 연구와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요시함

분업

§ 학생은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함으로써 학생과 교
수 사이의 분업이 이루어짐

§ 수업 조교는 퀴즈를 채점하거나 예습 과제로 주어지는 마인드맵을 
평가하는 등 주로 평가 부분에서 교수의 역할을 도움

도구

§ 전공 교재를 선정하여 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전공 교재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내용을 보완함

§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수용 수업 자료를 구체화 함
§ 블랙보드나 SNS 등을 활용하기도 함
§ 강의실 환경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냄

<표 3-3> 교수 A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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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수 B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구성 요소 분석

(1) 주체

교수 B는 공업화학과 교수로 그의 교직 경력은 2년이고, 학과에서 별도로 맡은 

직무는 없었다. 외부 학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을 하고 있으

나, 연구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는 수업 준비와 연구

실 운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수 B는 연구와 수업을 모두 잘 수행하고자 하는 의

지를 보였고, 두 가지 모두 교수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교수 

B는 연구실 운영으로 인해 수업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교수 B: 첫해 때는 제가 그런 부분(수업 설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연구적인 부분에서 

학생 지도를 해야 하고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 그 전보다 더 많은 것들

을 준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

강하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덜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교수 B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 수업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새로

운 상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

수는 기본적인 지식과 학생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

생은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B: 공대에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적용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적용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중략)… 제 역할은 기본 지식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

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그런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해결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수업 시간에 서포팅 하는 거죠. …(중략)… 학생은 배우려는 자세

가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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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교수 B는 학생이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데 현재의 수업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교수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교수 B

가 담당한 수업은 교수의 세부 전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이에 전공 지식

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교수 B는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수업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전략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안내받았다고 평가하였다.

 

(2) 객체

교수 B가 담당한 공업화학 계산 및 설계는 1학기에 개설된 공업화학양론 이후

에 학습하는 강좌이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선택 강좌이다. 공업화학양론과 

공업화학 계산 및 설계에서는 하나의 교재를 분할하여 두 학기에 걸쳐 학습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학양론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화공 양론의 기본 원리

와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교수 B는 기초적인 공학 실무 능력

을 배양하고, 심화 과정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 수업의 목표로 두었

다. 

교수 B: 공업화학과 학생으로서 전공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개념을 미리 좀 알고, 

또 양론이라는 게 계산하는 건데 계산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나중에 전공과목을 뒷받

침해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교수 B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수 B는 이 수업이 외부에서 시행되

는 다양한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

에서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질의응답을 통한 학

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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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후 수업 중간에 다른 개념과 연계하여 답을 제시하기도 한

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 장면을 살펴보면, 교수 B는 PPT의 한 슬라이드 

안에 모든 내용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교수의 설명에 따라 단계별로 내용이 나타

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때는 교수가 순회 지도를 

하며 학생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의 이해도를 거수로 확인

하며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B는 가르치는 내용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집중력을 높이면서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교수 B는 학생에게 유익한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으나, 수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직접 제작하고 이에 맞추어 수업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준비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교수 B: 어려운 부분은 수업 준비가 좀 어렵고, 까다롭죠. 그것들(수업 내용)을 제가 하

는 수업 방식에 맞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또 그거(수업 내용)를 잘라서 애니메이션 효

과를 각각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해요. 유인물은 또 다르게 별도의 PPT를 만들어서 

그것도 구성해야 하니까 수업 준비가 오래 걸리죠.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3) 공동체

교수 B는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수와의 질의응답을 통

한 상호작용에도 활발한 편이었다. 교수 B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자격증을 취

득해야 하는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자신이 학창 시절을 보내던 때보다 어

려워진 점이 이러한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였다.

교수 B: 제가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학교 수업 끝나고 외적으로 공부를 굉

장히 많이 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요즘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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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로 잘 취직하면 상대적으로 대학 생활을 편하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대학 생활 

동안에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이때 교수 B는 학생에게 권위적인 교수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생이 교수를 어려워하면 수업 분위기도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학생이 

교수와 상호작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B가 속한 학과의 교수들의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교수들 

사이의 분위기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학과로부터 수업 

실행과 관련한 도움을 따로 받은 적은 없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교수가 어떻게 수

업을 구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B: 저는 교육 환경이 지금 충분한 것 같고, 교수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환경은 주어져 있는 거고 교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한편 교수 B는 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하기 위해 학회에 참석할 때 공학 교육

을 연구하는 학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4) 규칙

교수 B는 학과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치

중된 경향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학생이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같은 학과의 교수들도 동

의하는 부분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공업화학 계산 및 설계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강좌로, 설계 

학점인 1학점을 포함하여 4학점인 강좌이다. 그러므로 1시간은 학생이 공학 인증을 

위한 설계 과제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어 교수는 3시간만 수업하였다. 이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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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필평가, 설계 및 발표, 그리고 수업 참여도가 있었다. 지필평

가의 경우, 총 2회에 걸쳐 화공양론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교

수 B는 학생이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설계 및 발표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수 B는 10여 가지의 주제를 제시

한 다음 이중 학생이 선호하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수 B는 교

수의 주관성으로 인한 평가의 불공정성을 우려하여 지필평가보다 평가 비율을 낮

게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B: 설계 과목이긴 한데, 설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그 부분에 가중치를 그렇게 크게 두진 않았어요. 발표는 자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 느낌대로 평가하니까 가중치가 높다 보면 학

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까 설계 발표인데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비해 비중을 줄인 거고요.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또한 이 수업에서는 학생에게 이해를 요하는 어려운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답

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 서열

을 매겨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교수 B는 가산점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수업 참여도의 최고점인 15점을 부여하고, 가장 낮은 학생에게는 최

하점을 부여함으로써 차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수 B는 이러한 평

가 방식이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성적인 학

생의 수업 참여도 또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

다.

교수 B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한 학기에 한 번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은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교수 B의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수 B

는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고, 학생

의 요구 사항을 수업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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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B: 저는 (강의평가의 결과를) 꼼꼼하게 다 읽어봐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그래서 좋은 말을 써놓은 거 보면 보람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불만사항 그런 건 체크해서 반영하죠.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교수 B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는 연구 실적이 우수할 때에만 보상이 주어질 뿐, 

강의 평가에 따라 우수 교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에 대해 교수 B는 타 대학은 교수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교수에게 상금을 주

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의 교육 활동에도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5) 분업

교수 B의 경우, 학생이 질문이나 문제 해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수 사이의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교수 B는 학생이 생

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나 예상외의 심화 질문을 하는 

경우, 학생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B: 제가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방법으로 그

걸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맡기고서 그걸 풀게 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

은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하고 제가 배우

기도 하죠.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이때 교수 B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때때로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B: 저는 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도 자기 역할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끔 해요. 제가 시험 문제를 그런 걸 내요. 제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답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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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답을 찾아

야 되는 것들이죠.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교수 B는 수업 조교가 없었으므로 수업 준비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 그러나 교수 B는 수업 조교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수업 조교에게 역할이 분담되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평가 측면에서 채점자에 따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도구

교수 B는 자신이 학부생 시절에 이용했던 교재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재

를 전공 교재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재의 내용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 학

생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는 수업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PPT 자료를 도구로 주로 활용하였다. 이 PPT 자료는 전공 교재와 다른 참고 문헌

을 교수가 직접 요약하여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생에게 쉽게 설명 

가능한 예시나 사진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반응을 반영하여 PPT 자료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 PPT 자료는 수업용과 

학생 배부용이 다르게 제작되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PPT 자료의 경우, 수업용 

PPT 자료에 빈칸을 만들어서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나 핵심 개념을 학생이 직접 적

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지 않아 학생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교수 B는 PPT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수가 칠판에 판서하

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판서 도중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을 수업에 보다 집중시킬 수 있

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수 B: 피피티에서 한 장면으로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은 공란으로 둬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그게 유도됐을 때 답을 보여주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요. …(중략)… 수업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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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제가 판서를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수월해요. 판서를 하다보면 쓰는 것도 힘들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인 윤곽 같은 경

우에는 유인물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필기를 일일이 안 해도 되도록 하고 그중에서 중요

한 포인트들은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게끔 해요.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강의실 환경 측면에서는 빔프로젝터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 이외에 다른 요구

는 없었다. 교수 B는 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구를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예

를 들어, 뒷자리에 앉은 경우 교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학생의 평가에 따라 

마이크를 도구로 추가하였다.

교수 B의 활동체계 구성 요소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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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내용

주체

§ 2년 경력의 공업화학과 교수 
§ 학과에서 별도로 맡은 직무는 없었으며, 이외에 맡은 업무가 연구

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음
§ 연구실 운영으로 인해 수업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학습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도록 대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수
업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편임

§ 한 차례 수업 컨설팅에 참여하였고, 전략적, 환경적 측면에서 도움
을 받음

§ 담당한 강좌가 교수의 세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

객체

§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선택 강좌
§ 수업의 목표는 기초적인 공학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심화 과정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임
§ 교수가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함

공동체

§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학과 교수들 사이의 분위기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

기임
§ 학과로부터 수업 실행과 관련한 도움을 따로 받은 적은 없음
§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환경은 충분하다고 생각함

규칙

§ 학과 교육과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편이었으며, 교육과정 개
선의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들과 논의 중임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4학점 강좌이지만, 1시간
은 설계 과제 수행을 위해 활용되어 교수는 3시간만 수업함

§ 학생 평가는 지필평가, 설계 및 발표, 그리고 수업 참여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학생의 강의 평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 평가를 통해 한 차례 
이루어짐

§ 학교에서 수업이 우수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

분업

§ 학생은 질문이나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수 사이
의 분업이 이루어짐

§ 수업 조교는 따로 없었으므로, 수업 준비나 평가와 관련한 모든 과
정을 스스로 해결함

도구
§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재를 전공 교재로 선정하여 사용함
§ 직접 제작한 PPT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함
§ 강의실 환경은 빔프로젝터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있음

<표 3-4> 교수 B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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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모순과 해결과정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모순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CHAT 측면

에서 이루어진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Engeström, 1987; 

Roth et al., 2009). 두 교수의 수업 실행에서도 활동체계 요소들 사이의 모순이 나

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1) 교수 A 활동체계에서의 모순과 해결과정

<그림 3-2> 교수 A의 모순

교수 A가 경험한 모순을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교수 A의 활동체계에

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추구하는 교수 A의 교육관(주체)이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

하는 교수 평가 정책(규칙)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켰다. 교수 A는 자신이 재직 중

인 대학교에서 연구 점수와 교육 점수를 대등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교수 A: 교수업적평가 제도 자체가 교육과 연구를 대등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교육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게 쉽진 않지만 그건 아닌 거죠. …(중략)… 연구는 만점이 없는데, 

교육은 만점이 있어요. 평가 시스템이 지금 불공정한 거예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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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교수 A는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고, 수업 컨설팅과 같은 교육 활동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해 나갔다. 또한 교수 A는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콜로키움을 통

해 교수들과 논의함으로써 대안을 찾았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육적 개선을 위해 힘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수 A의 관심과 더불어 교수 A의 요구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수

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보다 교수가 직접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교수에게 책임시수보다 세 시간씩 추가적으로 수업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교수들이 따라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A: 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는 선생의 역할이 큰데, 저희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분반으로 운영하다 보니 한 반에 강사가 배정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숙제도 덜 내고 

그래서 좀 편하게 수강하려고 강사가 개설하는 강좌 쪽으로 쏠려요. 강사를 줄이는 방

법은 우리가 수업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학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세 

시간 더하자 이렇게 일 년 반을 했어요. …(중략)…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상화됐죠.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A의 활동체계에서 나타난 모순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특

히 교수 A는 초임 교수들이 수업 실행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대학교에서 제도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교직 경력이 부족한 초임 교수

나 수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수들을 위해 교육 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

거나 새로운 교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

치지 않고 교육 활동에 대한 성과를 교수 평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교수들

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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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대학교수의 교수자로서 기초적인 지식 역량은 0점인 것 같아요. …(중략)… 강

의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신임 교원들을 가르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교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보급해야 해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대학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교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

를 내느냐가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평가에 들어가야 돼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A의 수업 구성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추구하는 교수 A의 교육관

(주체)과 사회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능력의 수준(공동체)은 발표에 대한 학생의 

두려움 및 발표 능력의 부족(공동체)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켰다. 교수 A는 학생

이 수업 방식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것을 우려하였고, 학생은 주입식 교육을 선

호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교수가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교수 A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교육관을 실행하기 위해 학생의 부족한 역

량을 교수가 채워줄 수 있도록 강의식과 세미나식이 혼용된 수업 방식을 적용하였

다. 

교수 A: 초기 10년 가까이는 그냥 강의를 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수업하기 제일 좋은 

게 강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달하고 그러면 되는데, 토론식이나 세

미나식이나 이런 건 정말 어렵다. 근데 사회적인 요구나 이런 거랑 달리 공대생들은 자

기표현을 한다거나 발표력이 무지 부족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자고 생각해서 수업 방법을 

바꿨죠. 

(교수 A의 최종 면담)

이때 교수 A는 학생에게 이전 수강생들이나 출판사에서 제작한 수업 자료를 제

공하였고,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발표 자료를 미리 올리도록 하여 교수가 피드백을 

하고 수정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발표를 듣는 학생은 교수 A가 

요구하는 과제를 통해 수업할 내용을 미리 읽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

수 A는 발표 후 이루어지는 토의가 보다 활성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

다.



- 91 -

교수 A: 블랙보드에 세미나 자료를 공유해서 미리 보고 오라고 해요. 그럼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토의나 보충 설명 시간이 10분 정도 이루어져요. …(중략)… 강제 예습

을 시키니까 질문이나 그런 게 활성화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니까 다음 주 공부할 

챕터를 예습시켜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마인드맵을 한 장 그려내라고 과제를 줘요. 그러

면서 질문 사항을 두 개 이상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질문, 토의, 발표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고장완 등, 2014), 학생에게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joie et 

al., 2001). 따라서 교수 A가 학생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줌으로써 모순으로 인해 나

타나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 A의 적극적인 의지는 컨설팅 프로그램 개선에 대

한 요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수업 실행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

터 체계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교수 A: 저는 수업 설계, 그니까 강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강의 계획서를 입력 안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

요. 한 학기 정도 잡아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어떤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제3자 관

점에서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외주를 해서 실상을 한 번 우리가 파악하면 어떨까 싶

어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 92 -

(2) 교수 B 활동체계에서의 모순과 해결과정

<그림 3-3> 교수 B의 모순

교수 B가 경험한 모순을 도식화하면 <그림 3-3>과 같다. 교수 B의 활동체계에서

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추구하는 교수의 교육관(주체)이 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진 

주입식의 학습 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능력 부족(공동체)과 충돌하여 모순이 나타났

다. 이에 교수 B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이나 문제 풀이 활동 등

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 B: 학생들이 좀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

면 좋은데 학생들이 여태까지 그런 교육을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니까 제가 수업 시간

에 하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을 계속 하게

끔 하는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쪽

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또한 순회 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이해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때 교수 B

는 학생 수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실행 중인 수업 방법이 보다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수업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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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B: 저는 가장 이상적인 학생 수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생들도 관리가 되고, 집중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학생 수가 많은….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학생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학생 자신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은

이, 2010). 강의 평가에서도 학생은 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교수가 지식을 일방

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다. 따라서 교수 B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생이 직

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점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교수 B는 실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

하기도 하였다. 쉬운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 등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얻게 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조절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세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업을 맡은 교수 B(주체)가 수업의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객체) 모순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교수 B는 내용에 대한 전공 지식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지식적 측면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교수 B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

기 위해 부교재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하였다.

교수 B: 저도 학부 과정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려운 개념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완

벽하게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교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저도 연구를 쭉 

하고 있다가 부임하고 나서 이 강의를 맡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도 강의를 준비하려

면 공부를 많이 해야 했거든요.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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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A와 B의 해결과정 비교

교수 A와 B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육관과 이를 따라주지 못

하는 학생의 능력으로 인해 모순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원인을 공통적으로 외부에

서 찾았다. 그럼에도 두 교수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모색하였다. 교수의 의사결정은 제도나 주변의 분위기 등과 같은 외부

적 요인보다는 내재적인 목표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 

& Carlsen, 2017). 즉 교수 A와 B 모두 학생 중심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음에도 교수의 교육관과 현재 

학생의 능력을 조율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학생의 

참여 정도는 교수 A와 B가 차이를 보였다. 즉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의 학

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B와 달리, 교수 A는 수업 내용의 약 

70%를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교수는 학생을 잘 가

르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루고자 하는 전공 지식이 학생보다 우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Fraser, 2016). 교수 A는 담당하고 있는 수업

이 자신의 세부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한 전문가였다. 때문에 교수 A는 학생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수업을 실행하는 데

에도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반면 교수 B는 전공 지식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수업을 담당하여 자신의 세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으므로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때로는 학생으로부터 심화 수준의 질문을 받아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의 경력이나 수업 컨설팅 경험 등의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 교수 A는 30년 이상의 오랜 교직 경력을 가진 교수로, 다년간의 교수 경

험은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정선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업 컨설팅 경험은 적절한 교수 방법이나 교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교수 B는 초임 교수였으므로 교수 경험도 

부족하였고, 수업 컨설팅의 경험도 한 차례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교수 B는 학부생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일방적인 수업 방식이 학생의 이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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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생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학생의 수준 파악이나 전략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교수 B는 자신이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의 능력을 

들었지만, 교수 B가 처한 환경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단순히 학생의 능력만의 문제

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즉 전공 지식이나 수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교수 B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수가 학

생 중심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수업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전공 분야에서 전문

성을 지닌 교수들 사이의 동료 교수 모임을 구성함으로써 교수가 수업 실행에 대

한 부담을 덜고, 수업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때 다

양한 전략을 소개한다면 교수가 자신의 수업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수들이 자신의 취약한 전공 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교수 사이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수 A와 B 모두 자신의 현재 수업 방식을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하였는

데, 교수 A와 B 모두 학생으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했기 때문이다. 교수 A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교수 B의 경우

에는 수업을 수강한 학생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없는 것을 보며 현재 수업 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수 B: 저는 학생에게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하

는 것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지루하고 졸려가지고 

힘든 거는 없을 거예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즉 수업 실행에 대한 성공 경험은 이상적인 대학 수업의 모습을 실행할 수 있

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이것이 교수의 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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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CHAT를 활용하여 두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행을 활동체계 요소별

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가 겪는 모순과 그에 대한 해결과정을 종합적으로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수는 주체 요소와 자신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다양한 모순이 나타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수 A와 B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능력과 관련된 모순이 나타났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교수 A와 B가 학생에게 참여

를 요구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 원인으로는 교직 경력

이나 수업 컨설팅 경험 등의 개인적인 경험, 세부 전공과의 관련성 등이 있었다. 

한편 두 교수는 모두 현재의 수업 방식을 지속하고자 하였는데, 학생으로부터 변화

를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즉 두 교수의 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

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교수의 전문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적, 문화적으로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교수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가 보다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수 평가 정책에서는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

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우수 교수를 위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수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차원에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도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수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

성하여 교수 방법이나 전공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업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수 B는 전공 지식에 대

한 이해 측면, 수업 자료나 변별력 있는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 수업 실행 중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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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교수 A

의 경우에는 교수들 사이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수 방법을 공유하

거나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업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교수의 수업 실행

과 관련한 활동체계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의실의 환경적 측면도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에게 강의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정기적으

로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수의 수업 개선 활동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실천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교수가 소속된 이 학교

의 경우 한 학기에 한 차례씩 수업 컨설팅이 운영되고 있고, 교수는 필요한 경우 

수업 컨설팅을 신청하여 수업 실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

았다. 그러나 교육학적 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자신의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에

서 나아가 이를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

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외부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가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교수 활

동을 경험한다면, 교수의 인식 개선과 실천적 능력 함양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교

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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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PCK 측면에서의 사례 연구 (연구 Ⅱ) 2)

1. 서  론

 

학생이 대학에서 받는 수업의 질은 교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Sunal et al., 

2004). 교수 대부분이 연구자로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화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교육학적 측면의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수 등, 2008; 

홍성연, 2010; 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Robert & Carlsen, 2017). 이에 최

근에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국내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의 수업을 촬영하고 이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방식의 수업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

히 많은 교수가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한 진도를 나

가는 것에 치중하였고, 교수의 질문 방식은 자문자답이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형

식적인 수준에 그쳐 학생과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길양숙, 

2011; 이재경, 2015). 또한 학생은 대부분 교수가 자신이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이

나 사전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교수학습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평가

하였다(Jang et al., 2009).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그동안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하였

고, 이에 교수도 교육보다 연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Leslie, 2015; Light 

et al., 2009; Wright, 2005).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끊임없이 생성됨에 따라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을 학습하는 것 또한 어렵다(장

지영, 이현주, 2016b).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교수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수는 단

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이 기존에 구축한 관념적 틀을 바탕으로 

2) 연구 Ⅱ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호 3권의 405-414쪽에 게재된 ‘이공계열 대학교
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PCK 측면에서의 사례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고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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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Bain, 2004). 또한 교수는 학생의 학

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고

(Loughran et al., 2006), 학습 결과에 대해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Blumberg, 2009). 즉 교수는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Ambrose et al., 2010). 그러나 이공계열 교수는 전공 지식을 일방적으로 설

명하는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드백을 통한 상호

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신영화 등, 2012). 따라서 이공계열 수업의 내실화

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이에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PCK를 주목할 수 있다. 

Shulman(1986, 1987)이 제안한 PCK는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Loughran et 

al., 2006). PCK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조사하기 위한 관점으로 자주 활용된다

(Park & Oliver, 2008; Mulhalland & Wallace, 2005). 최근에는 PCK를 고등 교육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Fraser, 

2016). Fraser(2016)는 교수에게 PCK의 각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그 인식을 조사하

였는데, 그 결과 교수는 PCK가 가르침에 대한 교수의 생각을 잘 반영하며,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성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PCK의 유

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대학 수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 교육의 맥락에서 

PCK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도 주로 면담을 통해 교수의 수업을 조사하였을 뿐

(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Fraser, 2016; Padilla & Van Driel, 2011) 구체적

으로 교수의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PCK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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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Loughran et al., 2004), 면담과 함께 교수의 수업 실행을 관찰함으로써 심층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 학문 분야(길양숙, 2011; 이용숙, 2011; 이재경, 2015) 또는 

인문사회 계열(김태완 등, 2006; 안지혜, 2014)에서 교수의 교수 실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교수의 행동, 수업 구성, 수업 매체,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는 하였지만, 이공계열의 맥락에서 교수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공계열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 지향

(장지영, 이현주, 2016a)이나 교수전략 측면(신영화, 2012)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이 외에 교육과정, 학생, 평가 등의 PCK 구성 요소 측면에서 수업 전문성

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이공계열 교수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PCK 구성 요소별로 심

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은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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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전자정보대학에 재

직 중인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참여 기간 등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교수에게 회신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적어 연구자의 지인을 추가적으로 섭외하였

다. 이에 이공계열 교수 2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두 교수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4-1>과 같다. 교수 A는 화학과 교수로 교직 경력은 13년이고, 교수 임용 이전

에 대학 및 기업의 연구원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교직에 

대한 교육이나 수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없었다. 교수 B는 건축학과 조교수이고, 

이전 대학과 현 대학에서 각각 2년씩 총 4년의 교직 경력이 있다. 교수 B는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약 15년간 전공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1:1 

멘토링, 그룹 멘토링, 수업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교수 교직 경력 성별 직급 학과 수업컨설팅 경험

A 13년 남 교수 화학과 무

B 4년 남 조교수 건축학과 유

<표 4-1> 연구에 참여한 교수의 배경

교수 A가 담당한 여러 강좌 중 학과 교육과정의 무기화학Ⅱ 수업에서 나타나는 

PCK를 조사하였다. 무기화학Ⅱ는 3학점의 전공선택 강좌로, 배위화합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무기화학적 이론을 학습하여 무기

화합물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에 대한 이론 및 실험 강좌와 무기화학Ⅰ을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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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3학년 2학기에 무기화학Ⅱ와 무기화학실험을 함께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교수 A는 임용 초기에 무기화학Ⅰ과 무기화학Ⅱ 강좌를 동시에 맡았으나, 그 

이후로 학과의 교수와 두 강좌를 나누어서 담당함에 따라 그중 무기화학Ⅱ 수업을 

5년째 가르치고 있었다.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 약 50명의 학생이 무기화학Ⅱ 수업

을 수강하였다. 교수 B의 경우 학과 교육과정의 건축개론 수업에서 나타나는 PCK

를 조사하였다. 교수 B가 담당한 건축개론 또한 3학점의 전공선택 강좌로, 건축물

과 제반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건축의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필수 강좌인 초급설계와 건축표현

과 함께 건축개론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세부적인 전공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강좌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B는 처음으로 건축개론 수업을 맡았으며, 자료

를 수집할 당시 약 30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수강하였다.

2.2 연구 절차

교수 A와 B가 실행한 수업을 각각 한 차례씩 관찰하였으며, 교수의 PCK를 심층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찰한 수업에 대한 총 세 차례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

하였다. 우선 수업에 앞서 촬영하고자 하는 강좌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강좌의 학습목표 및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파악하였다. 이후 교수의 수업 전

문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agnusson et al.(1999)에서 제시한 PCK 구성 요소를 대학

교수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Fraser, 2016; Padilla & Van Driel, 2011)를 

참고하여 대학교수의 수업을 위한 PCK의 기초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이 기초 분석

틀을 바탕으로 수업 전 면담에서는 교수의 개인적인 배경 변인, 고등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신념, 수업의 목표 및 실행 정도, 수업 컨설팅의 경험 등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과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두 교수의 수업을 각각 한 

차례씩 관찰하였으며 모든 수업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가 수업을 어떻

게 실행하는지, 면담에서 드러나는 교수의 PCK가 수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교수 A가 담당한 무기화학Ⅱ는 주 2회 수업으로 각각 60분, 120

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연구자는 그중 60분 수업을 한 차례 관찰하였다. 교수 B가 

담당한 건축개론은 주 1회 수업으로 18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중 수업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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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과 활동은 약 120분 동안 이루어졌고, 나머지 60분은 실습 과제를 안내하

는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한 차례에 걸쳐 180분의 시간을 모두 촬영하였으나 

실제 수업 분석은 120분 동안의 수업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이때 한 차례의 수업 

관찰은 교수의 PCK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전후의 면담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수가 매주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대학 수업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이용숙, 2011)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 차례의 수업 관찰만으로도 면담

에서 드러나는 교수의 PCK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업 후 면담에

서는 교육과정, 학생, 전략, 평가와 같이 PCK 구성 요소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교

수의 생각과 교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및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

해서 질문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관찰한 수업 장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면담을 한 차례 더 시행하여 수업 관찰 중 나타난 특징적인 

점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모든 

면담은 약 1시간씩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4-1> 연구 절차

2.3 분석 방법

교수의 수업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반복하여 검토

함으로써 각 구성 요소를 정교화하는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였다. 즉 면담에 활용했던 기초 분석틀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교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초 분

석틀을 보완하여 PCK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의미를 대학 수업의 맥락에 맞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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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에 대한 지향’은 교수학습에 대해 교수가 가지는 

신념을 나타내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교수학습에 의미를 한정 짓기보다 고

등 교육에 대해 교수가 가지는 신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또한 고등 교육에

서는 강좌의 특성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가 직접 수업에 사용되는 서적을 

선정하고 수업 내용을 조직하므로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비해 더 자율적

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이외에 선행 연구에서는 ‘내용에 관한 지식’이 논의되기도 

하지만(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이 연구에 참여한 두 교수는 모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측면이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PCK의 구성 요소 중 ‘내용에 관한 지식’은 별

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최종적인 PCK 분석틀은 <표 4-2>와 같이 교수에 대한 

지향,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

한 지식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PCK 구성 요소 설명

교수에 대한 지향
고등 교육에 대한 교수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업의 방
향성 및 교수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신념 체계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자료를 선택 및 조직하여 주차별 수
업을 계획하는 등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실행하는 능
력과 관련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이해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등 수업에 적절한 교수전략
을 계획하고, 이를 수업에서 적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평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계획하고, 
이를 수업에서 적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식

<표 4-2> 교수의 PCK 구성 요소

PCK 분석틀을 확정한 후, 분석틀을 기반으로 수집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교수의 

PCK 측면의 특징을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고, 이를 반복하여 검토함으로써 교수의 

PCK 구성 요소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 전사본을 주요 자료로 활용

하고 녹화한 수업 영상과 교수가 제공한 강의 계획서 및 수업 자료를 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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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의 과정을 거쳤다. 

이때 PCK의 각 구성 요소는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Nilsson & 

Karlsson, 2019; Park & Chen, 2012),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수전략을 모색할 때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과 학생에 관한 지식이 연계되어 나타났다. 이에 교수의 수업 설계 과정

에서 각 구성 요소가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 한 가지 요소의 범주에 해당 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틀 제작 및 자료 분석의 과정

에서 과학교육 전문가와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미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결과 해석 및 논의의 타당성을 점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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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교수에 대한 지향

교수 목표는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교수자가 생각하

는 중요도에 따라 각 교수 지향이 수업에 반영되는 정도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Friedrichsen & Dana, 2005). 교수 A는 고등 교육이란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

정으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수와 소통을 통해 가치관과 경험

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보다도 수업 

중 교수자가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교수 A의 학창 시절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면담자 : 수업에서 바람직한 교수와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 것 같나요? 

교수 A : 예전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고를 나누고, 진로 관련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 수업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또한 교수 A는 학생이 고등 교육을 통해 각자의 진로와 연관된 지식을 습득해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수 A는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무 역량과 관련

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

다. 그러나 학과에서는 이학적인 지식을 중요시하여 교수 A가 이를 학과 교육과정

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교수 A는 이학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 

중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임용 이전에 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을 학생과 공유함으로

써 이를 절충하고자 하였다.

면담자 :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한다고 하셨는데, 이 강좌와 학생들의 진로와는 연관성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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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실무에 사용되는 강좌면 수업만 계속하면 되

잖아요. 그런데 (이 강좌는)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거거든요. …(중략)… 그런데 항상 선배 교수님

들이 순수학문은 순수학문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무기화학Ⅰ, Ⅱ는 순수하게 

놔둬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교수 B는 학생이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

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고등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였

다. 이를 위해 교수 B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예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또는 다

른 학생과 토론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교수는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은 수업에 책임

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의미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B가 고등 교육의 목표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대학원 시절에 

경험한 토론식 수업이 영향을 미쳤다.

면담자 :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 수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수 B :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수업에 와서 토론하는 건 전문가 교육이

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는 교양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이처럼 교수 B는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이 전문가로서의 전공 지식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과중한 교육과정과 취업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교수 지향을 수업에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대신 교수 B는 학생 대부분이 특정 직종에 취업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학생의 취업에 필요한 전공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면담자 : 교수님께서 (이상적인 대학 수업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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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교수 B : 제 지도교수님이 대학원 때 그런 (예습 후 토론하는) 수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학원 방식일 수 있어요. 사실 (학과 교육과정에서) 제가 생각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나 사고하는 법 같은 거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필

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엄청 많고, 졸업할 때 취업률이 거의 90%인데 다 설계사무

실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공 지식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중략)…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저는 학생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해서 취업에 필요한 전공 지식이 이제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교수에 대한 지향은 교수에 대한 총체적인 신념과 가치로서 다른 PCK 구성 요

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Magnusson et al., 1999). 

그러나 교수가 처한 교육적 상황으로 인해 교수에 대한 지향이 실제 수업 실행으

로 전이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장지영, 이현주, 2016b). 이 연구에서 두 교수

의 교수에 대한 지향은 학과 교육과정이나 학생의 진로 및 취업 준비와 같은 환경

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다른 PCK 구성 요소에 반영되었다.

3.2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두 교수는 강좌의 특성과 이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학

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수 A는 무기화학Ⅱ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임을 고

려하여 학생이 전공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물리화학과 같은 다른 세부 

전공 지식과 연계하여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였다. 교수 B는 건축개

론이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임을 고려하여 학생의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였다.

면담자 : 무기화학Ⅱ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강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수 A : 무기화학Ⅱ의 목적은 무기화학Ⅰ을 배운 거에서 좀 확장이거든요.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IR을 기준으로 배우고 2학기 때는 UV를 배우고. …(중략)… 

학생 입장에서는 (무기화학Ⅱ를 수강함으로써) 유기, 물리, 분석 이런 다른 강좌와 보다 

잘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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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면담자 : 이 강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수 B : 이 수업은 입문 강좌인데, 입문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건축에 대한 

관심사를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에요. 입문이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학생을 끌어당겨서 

계속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거죠. 목표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이때 교수 B의 경우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기준이 최종적인 학습목표를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교수 B가 속한 학과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서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수 B는 인증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생 수행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및 예술,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맥락에서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였다. 

면담자 : 강의 계획서를 보면 과학기술과 예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거나 역사적, 사회

적, 지역적 요인에 대한 관계를 이해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적어놓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 B : 건축학 인증이라는 책에 가르쳐줘야 하는 기본 개념이랑 학습목표가 적혀 있

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 정책, 역사적인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맞춰야 해요. 입문 수준도 맞춰야 하고 애들한테 이해도 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합당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니까.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두 교수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최종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한 후, 학생이 학습

해야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때 두 교수는 

학습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교수 A는 최신 개정판의 유무

와 학생의 흥미 및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공 서적 중 

하나를 선정하고, 그 서적에 있는 목차의 순서를 따르거나 서로 관련된 여러 단원

을 한 단원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였다. 교수 B는 특정한 전

공 서적을 선정하는 대신, 여러 전공 서적과 저명한 대학의 동일 강좌에 대한 교육

과정 및 수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교수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구체화하였

다. 이에 수업 주제의 공간상 크기를 확장하며 제시하는 것이 학생의 흥미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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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가구, 건물, 지구, 도시와 같이 크기가 작은 주제부터 

큰 주제의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두 교수 모두 주차별 수업의 주제를 강의 계획서에 제시하면서 내용 지

식을 열거하는 수준이었으며, 수업에서도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 A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이전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

을 복습한 후,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한 개요나 학습목표의 제시 없이 곧바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였다. 교수 B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수업 내용의 개요를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업에 

대한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학생이 달성해야 할 수준을 교수가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수업 주제를 학습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oughran et al., 2006). 특히 교수 A의 수업은 한 수업 

내에서 많은 개념을 다루며, 교수 B의 수업은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 사이의 연계성도 높으므로, 학생이 자신이 

달성해야 할 수준과 해당 주제를 학습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업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을 열거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교수가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수업에서 제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3.3 학생에 관한 지식

두 교수는 모두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수 A는 자신이 담당한 무기화학 강좌가 이전에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

로 사용하는 학문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학문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이에 교수 A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새롭게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선수 학습 내용을 복습하였다. 이때 내용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수준

에 그치지 않고 개념을 설명한 후 예시를 들거나 문제에 적용해봄으로써 학생이 

기초 지식을 자세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A는 일부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이 선수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수 A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학생이 주로 자신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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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교수 B는 학생 대부분이 전공 분야

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의미로 알고 있으므

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루면서 여러 개념의 학문적인 의미를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B는 건물과 건물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동선

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학생은 동선을 단순히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물 내 방의 위치나 출입문의 배치와 같은 건축학적 요소와 중요

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교수 모두 학생이 전공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학생이 선수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 중 점군과 관

련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한다고 파악하고, 다양한 적용 문

제를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수 A는 지도교수로서 자신과 직접

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학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강좌를 수

강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대략 파악하였다. 교수 B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도시계획과 정책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학생이 건축법과 관련된 여

러 용어의 의미를 구분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물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험 활동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교

수 B는 해당 강좌를 가르친 경험이 없었으므로, 내용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수가 자

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면담자 : 오개념이나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같은 걸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교수 A : 점군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에서도 배웠고 무기화학에서도 배웠고 분광화학

에서 배우잖아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배우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애들이 깨닫는 거 같아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면담자 :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예를 들

면 어떤 게 있었나요?

교수 B : 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법에 관해 얘기할 거거든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는 행정적인 법의 의미를 다루는데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서 개념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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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쉽지 않죠. 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강제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어렵죠. 다른 이유

가 아니라 법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체험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대학에서 다루는 개념은 대개 새롭고 추상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

므로(Fraser, 2016), 학생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 A와 B가 학생의 사전 지식과 학생이 주로 어떤 주제

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고려하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은 바람

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수의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수 A가 고려한 사전 

지식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교수의 이해에 가까웠으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또한 문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이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을 어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

수 A는 학생이 이해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교수가 명료하게 

설명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

분히 수반되지 않은 학생에게 개념 적용 활동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학생의 심층적인 이해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

수가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

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는 모습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A와 달리, 

교수 B는 인지적 측면 이외에 흥미와 같은 정의적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B는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건축

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건축가로서의 태도를 함

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B는 학과의 교육과정이 이후 진로에서 필

요로 하는 문제해결, 설계 등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입

문 강좌를 통해 학생이 앞으로 이수할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응답하였다. 즉 흥미와 같은 정의적 측면은 학생이 학과 교

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의 진로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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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 교수 B가 흥미와 같은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면담자 : 이 강좌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수 B : 이 건축개론 수업은 1학년 2학기 과정인데, 건축가로서의 입문을 하는 거고

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어그러뜨려서 애들이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

어버리면 이 과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1, 2학년의 모든 강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

면, 흥미를 잃어버려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아예 취업도 안 되고 자기 갈 길도 못 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3.4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대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업 방법은 직접 교수법으로, 교수 중심, 내용 

중심, 진도 중심의 양상을 보인다(길양숙, 2011). 교수 A와 B가 주로 활용한 수업 

방법 역시 직접 교수법으로, 두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식 수업을 진행

하였다. 교수 A는 수업 내용을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단계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선수 학습 내용을 자세하게 복습한 후, 다양한 삽화와 도표를 사용

하여 개념별 원리와 예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교수 B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

념에 대해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그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활

용하였으며 하나의 예시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선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수업에서 교수 B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동선

을 의사, 간호사, 방문객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동

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였다.

한편 교수 A와 B는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 A는 질의응답과 문제 풀이

를 통해 학생의 수업 참여를 높이고 학습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자 :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 질문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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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 질문을 많이 반복해서 하는 편이죠. 한참 전에 한 내용이지만 애들한테 상기

시켜주는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대답이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잘하는 친구

는 대답하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수업 시간에 외부에서 어려운 응용문제를 가지

고 와서 이런 걸 그냥 풀어요. 사실 학생들이 지식으로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는 조

금 다르거든요.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그러나 교수 A의 수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전략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학

생이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수업 

중에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예제를 제시하였으나 학생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교수가 곧바로 문제를 풀이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

에는 교수가 직전에 설명한 내용을 단순하게 되묻거나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학생과의 의미 있는 질의응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교수 B는 학생에게 질의한 후 학생이 각자 종이에 작성해보게 하는 등 생

각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제공하고 학생의 답변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더 많은 답변을 유도하며 학생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다. 또한 교수 B는 교내 및 

학교 주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습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학

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이때 

교수 B는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과제를 수행해보면서 과

제의 양과 난이도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교수 B는 수업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학

생이 지닌 능력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 예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교수 B : 어려움 있죠.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해를 여러 방식으로 해야 해서 그 적합

한 걸 찾아내는 게. 그리고 그 숙제 만들어내는 게…. 애들이 한두 시간 안에 할 수 있

는 양으로 해야 해서. 제가 직접하고 와서 저는 빠르니까 제가 한 30분에 하면 애들은 

두 시간 걸리겠구나, 한 시간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수 B의 최종 면담)

면담자 : 학생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나요?

교수 B : 저는 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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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인데 (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욕심인 거죠. 그거를 이제는 깨달

았어요. 컨설팅을 해서 강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학생 기준에 맞

춰야 하는 거.

(교수 B의 수업 전 면담)

수업에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Carini et al., 2006; Freeman et al., 2014), 교수 A와 B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수전략을 활용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각 교수의 수업을 관찰하였을 때 교수 A와 같이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제공하여 유의미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

었다. 대학교수의 질의응답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길양

숙, 2011) 이러한 문제는 교수 A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의 역할을 교수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교수가 다양한 교수전략을 직접 실천해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교수 모두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

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

해 두 교수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태도가 충분히 길러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의 태도를 참여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면담자 :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 같은 게 있었나요?

교수 A : 벽을 보고 수업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학생한테)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니

까. 사실 토론이라든지 학생들 태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변화가 왔어야 해요. 이

거는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문제이지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요.

(교수 A의 수업 전 면담)

그러나 학생이 경직된 대학 수업 분위기로 인해 교수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안지혜, 2014), 그 이유가 단순히 

학생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연구 Ⅰ(송나윤, 노

태희, 한재영, 2019)에 따르면,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교수의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평가하며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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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의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략을 안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

라 교수가 수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3.5 평가에 관한 지식

교수 A는 평가 요소로 두 번의 지필 평가와 출석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대부분

의 평가가 지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지필 평가에서는 용어의 의

미를 적는 지식 확인 수준에서 계산이나 논문 결과를 해석하는 적용 수준 등 다양

한 영역에 대한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여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

해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 문항 안에 여러 개의 하위 문항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학생이 관련 개념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필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각 문

항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개념의 이해를 확인할 기회를 제

공하였다.

면담자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떤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건가요?

교수 A : 제가 수업했던 것을 내거든요. 양이 아주 많아요. 한 열 문제씩 되는데 열 문

제 안에서 새끼 문제들이 다섯 문제씩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합물을 주고 명명법을 

묻고, 제시된 화합물에서 어떤 치환기를 치환했을 때 가능한 이성질체의 개수와 이성질

체를 다 그리시오, CFT로 계산했을 때 델타 값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엇인

지 적으시오, 그중에서 어떤 화합물이 카이랄 화합물인가 그리고 모멘트 값을 계산하시

오, 뭐 이런 식으로 새끼 문제를 쭉 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모르면 다 못 풀

죠. 

(교수 A의 수업 후 면담)

이때 교수 A는 지필 평가의 결과를 최종 성적에 반영할 때 학생별로 두 번의 

지필 평가 중 더 높은 점수를 55%, 낮은 점수를 40%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첫 지필 평가의 점수가 낮았던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성적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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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생에게 보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수 A는 이렇게 성적을 산정하

는 방법이 불공정하지 않도록 여러 해를 걸쳐 두 지필 평가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

여 현재의 비율을 확정하였다.

교수 B는 평가 요소로 출석, 수업 참여도, 과제 및 한 차례의 지필 평가를 제시

하였다. 그중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출석과 과제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

게 배정하고, 매주 수업 주제와 관련된 실습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교수 B는 학

생이 대부분 서로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결과물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물의 수준보다는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

였다. 또한 교수 B는 학생의 과제물을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였다. 즉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수준이 낮거나 교수의 의도

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수업과 과제의 수준이 적절한지, 과제에 대한 안내가 잘 이

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면담자 :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평가를 고려하시나요?

교수 B : 수업마다 평가는 고민해요. 학생들이 숙제를 과연 잘해올까. 그리고 서로 평가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해온 애들이 반을 넘었다, 그럼 내가 너

무 과한 걸 냈거나 문제가 있는 걸 냈다는 거니까 내가 수업을 잘 못 가르쳤다는 거죠.

(교수 B의 수업 후 면담)

결과적으로 교수 A와 B는 평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교수 A는 

두 번의 지필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교수 A의 강좌에서

는 배위화합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무기화학적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내용 

사이의 연계가 높고 다루는 내용 또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총괄 평가가 

유일한 평가로 교수와 학생 모두 학생의 성취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과정은 부족하

였다. 반면 교수 B는 매주 과제를 통해 학생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이해 수준과 수

행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해 반성하였다. 특히 많은 교수가 정

리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여하지 않아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

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길양숙, 2011)와 비교하였을 때, 교수 B가 전공 분

야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학생을 보다 다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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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고자 한 점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에게 과

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아 학생이 자신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스스로 성

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학생과 교수에게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교수에게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

보를 제공한다(Yorke, 2003). 또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학습 발달을 촉진하므로(Brown, 2007; Case, 2007), 평가

는 피드백과 병행될 때 학생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실제로 학생은 과제와 시

험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수업을 선호하며(민혜리, 이희원, 2011), 우수 수업을 실

행하는 교수의 경우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다음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지혜, 2014). 따라

서 교수가 교수학습의 한 과정으로써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과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두 교수 모두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강의 시수나 조교의 수급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다원화된 평가를 실행하

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같이 수

업 중 활동이나 과제를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피드백 대신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방법과 같은 대체적인 방안을 안내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

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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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2명의 이공계열 교수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PCK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교수의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과 그에 대한 교수 실행이 다소 풍부하지 못하여 PCK 구성 요소의 하위 요소를 세

분하여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PCK 측면에

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두 교수는 고등 교육의 목표가 전공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과 진로 측면에서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 각 교수의 교수 지향은 학과의 특성이나 학생의 진로 등 교육적 상황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두 교수는 강좌의 특성과 이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학습 주제에 따

라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두 교수는 모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학생이 어

려움을 겪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거나 학생이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에 어려움을 겪

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부족하였다. 또한 두 교수는 설명식 수업을 진행

하며 예시, 질의응답, 문제풀이 등의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했으나 교수 실행 과

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발현되는 정도는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두 교수는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과 피드백이 부족하

여 교수와 학생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모습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교수가 수업의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평

가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 미비했던 것과 같이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 교수가 고려

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가 수업을 설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각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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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 수업의 실태를 

소개하며 평가의 목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후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효과를 소개하여 교수가 평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할 수 있

다.

이때 교수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료화하고 교수 스스

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PCK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틀인 

CoRe(Content Representation)와 PaP-eRs(Pedagogic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 

Repertoires)를 활용하여 교수가 학습 주제와 이에 대한 학습목표, 수업 시간에 활

용할 교수전략과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을 

탐색하고 수업을 체계화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교수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피

상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므로, 각 학습 주제에 대

한 학생의 흥미, 오개념,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CoRe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수에게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에 앞서 이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교수의 실행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했음에도 실제 교수 

실행 과정에서는 교수가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제공하여 유

의미한 상호작용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참여가 활발

한 수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수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교수가 수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학생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더라도 교수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한 수업을 현

장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직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

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이 다양한 수업 전문

성 수준을 지닌 교수의 수업 실행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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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에서는 수업의 규모나 학과, 수강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수가 처한 환경

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

이 인식하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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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Ⅲ)3)

1. 서  론

학생은 다양한 관점과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배상훈 등, 2017; 

Sinapuelas & Stacy, 2015). 따라서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대학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저히 

부족한 채 교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평가와 피드백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신영화, 2012; Fraser, 2016). 이는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 따르면, 

교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업에 제시하거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특

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을 촬영한 뒤 교육 전문가가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등의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민혜리, 윤희정, 2012; 이재경, 2015). 

연구 Ⅰ(송나윤, 노태희, 한재영, 2019)에 따르면, 수업 컨설팅은 교수가 수업을 실

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하여 수업 개

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습 맥락을 고려하여 교수에 따른 차

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심미자, 2012). 따라서 PCK의 관점에

서 접근하여 기존의 수업 컨설팅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Ⅲ은 대한화학회지 64호 2권의 84-98쪽에 게재된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보완하고 재구성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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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PCK의 관점이 고등 교육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서

는 교수의 PCK 구성 요소를 ‘교수에 대한 지향’,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

했다. 이상과 같이 PCK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수에게 종합적

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PCK는 주제 특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수학습 맥

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Magnusson et al., 1999; Van Driel 

et al., 1998), 교수에 따른 차별화된 탐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업 실행과 관련된 많은 지식은 암묵적으로 나타난다(Korthagen & 

Kessels, 1999). 따라서 교수의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

다(Loughran et al., 2004). 이에 이 연구에서는 CoRe(content representation)를 활용

하였다. CoRe는 특정 주제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교수학습의 목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 교수 절차, 학

생의 이해 수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Loughran et al., 2004, 2006).

한편 중등 교육에서는 예비교사나 초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

로 CoRe를 적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Hume & Berry, 2011; Loughran et al., 

2008; Nilsson & Karlsson, 2019; Williams et al., 2012). CoRe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을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용

하였다(Nilsson & Karlsson, 2019). 예를 들어, CoRe는 교사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Hume & Berry, 2011), 학생이 겪는 어려

움을 분명히 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등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Bertram & Loughran, 2012; Hume & Berry, 2011; Williams 

et al., 2012). 교수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교직에 입문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홍성연, 2010; 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Robert & 

Carlsen, 2017),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는 

예비교사나 초임교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CoRe를 고등 교

육에 적용하는 것은 대학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 Ⅰ(송나윤, 노태희, 한재영, 2019)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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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연구실 운영으로 인해 수업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CoRe를 통해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수업 전문성

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 교육에서는 교수의 PCK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써 CoRe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Davidowitz & Rollnick, 2011; Padilla et al., 2008). 최근 연구

에서는 교수가 작성한 CoRe를 분석하여 CoRe의 질문별 교수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등 교육의 맥락에서 CoRe의 활용 가능성 및 유

용성을 탐색하였다(Schultz et al., 201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수가 작성한 

CoRe의 결과만을 제시하여 수업 실행이나 수업 반성 등 수업 설계의 전반적인 과

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즉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CoRe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CoRe 활용을 통한 교수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과 CoRe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PCK 측면에서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고, CoRe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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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및 연구의 맥락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세 교수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5-1>에 정리하였다. 교수 A는 화학과 조교수이고,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다. 이전 대학과 현 대학에서 각각 4년, 2년 동안 근무하여 

총 6년의 교직 경력이 있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 전 이전 대학과 현 대학에서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각각 한 차례씩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교수 B는 화학교

육과 부교수로 교직 경력은 6년이고, 세부 전공은 무기화학이다. 교수 B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한 차례 받은 경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수 C는 화학과 조교수이고, 세부 전공은 물리화학이다. 교수 C는 임용이 된 직후 

연구에 참여하여 교직 경력 및 수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때 교수 A와 

B가 받은 수업 컨설팅은 교육 전문가가 교수의 수업을 관찰한 후 분석 및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 교수가 공통적으로 담당한 강좌인 일반화학 강좌에 대한 교수의 수업 전문

성을 분석하였다. 일반화학은 이공계열 분야에 진학한 학생 대부분이 이수하는 입

문 강좌로,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이때 입문 강좌

에 대한 학생의 학습 정도는 앞으로 이수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문 강좌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Ⅰ(송나윤, 노태희, 

한재영, 2019)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의 세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강좌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다양한 세부 전공의 내용을 종

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일반화학 강좌를 선정하여 교수의 수업 전문성 변화 과정

을 분석하였다.

교수 A와 C가 소속된 화학과에서는 해당 대학의 일반화학 강좌 대부분을 담당

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과목명은 일반화학 및 실험Ⅱ이고, 1

학기에 개설한 일반화학 및 실험Ⅰ의 후속 강좌이다. 이 강좌는 3학점의 교양선택 

강좌이며, 2학점의 수업과 1학점의 실험으로 운영된다.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에 대한 기초 지식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기초적인 실험조작 방법을 익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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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교수 A는 현 대학으로 이직한 후 일반화학 강좌를 2년 동안 가르쳤고, 교

수 C는 임용이 된 직후였으므로 일반화학 강좌를 가르친 경험이 없었다. 자료를 

수집할 당시 각각 약 30명의 학생이 교수 A와 C의 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수 B의 

경우에는 화학교육과에서 별도로 개설된 일반화학 강좌를 담당하였다. 과목명은 일

반화학의 이해Ⅱ이고, 일반화학의 이해Ⅰ의 후속 강좌이다. 이 강좌는 4학점의 교

양선택 강좌로, 3학점의 수업과 1학점의 실험으로 운영된다. 이 강좌 또한 화학 전

반에 걸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화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교수 B는 교수로 임용이 된 후부터 일반화학 강좌를 담당하여 6년 동

안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 약 30명의 학생이 교수 B의 강좌

를 수강하였다. 

교수 성별 학과 직급 세부전공 교직 경력
일반화학 
교수 경험

수업 컨설팅 
경험

A 남 화학과 조교수 유기화학 6년 2년 유

B 남 화학교육과 부교수 무기화학 6년 6년 유

C 남 화학과 조교수 물리화학 - - 무

<표 5-1> 연구에 참여한 교수의 배경

2.2 연구 절차

교수가 작성한 CoRe 및 수업 자료 수집, 교수의 수업 관찰, 반구조화된 면담 실

시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에 앞서 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파악하였다. 이후 교수의 사전 수업 전문성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화학 평형 단원에 대한 수업을 한 차례 관찰하며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 노트에 작성하였다. 이때 교수 A와 C의 수업은 주 1회 수업으로 120분 동안 

진행되었다. 교수 B의 경우 주 2회 수업으로 각각 60분, 12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세 명의 교수가 동일한 시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관찰하고자 연구자는 

그중 120분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이후 연구 Ⅱ(송나윤 등, 2019)를 참고하여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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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면담에서는 교수의 배경 변인, 일반화학 

강좌의 목표, 첫 번째 수업 관찰 중 나타난 특징에 대한 교수의 의도, 수업을 실행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심층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학생, 교수전략, 평가, 교수지향과 같이 PCK 구성 요

소별로 교수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첫 번째 수업 관찰 및 면담을 마친 후에는 세 

명의 교수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약 90분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교

수 A와 C는 수용액 평형 단원에 대한 CoRe를, 그리고 교수 B는 산-염기의 평형 

단원에 대한 CoRe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교수 B는 다른 두 교수와 다른 일반

화학 교재를 사용하여 단원명이 달랐으나,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유사하였다. 이

후 연구자는 앞서 참고한 연구 Ⅱ(송나윤 등, 2019)를 활용하여 교수가 작성한 

CoRe를 PCK 구성 요소에 따라 검토하였고, 두 번째 수업을 관찰하기 전에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CoRe를 활용한 수업 계획의 장점

이나 CoRe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같이 CoRe에 대한 교수의 인식 등

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 해당 단원에 대한 교수의 두 번째 수업

을 120분 동안 관찰하며 관찰 노트를 작성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촬영한 수업 

영상과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에서는 CoRe 계획 후 이루어진 수업에서의 장점과 어려웠던 점, CoRe에 

계획한 것과 다르게 진행된 측면,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현 수업에서 달라

진 점이나 이외에 수업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한 교수의 의도 등을 질문하였다. 이

후 동일한 과정을 전기화학 단원에 대해서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수업 후 면담에

서는 교수의 사후 수업 전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PCK 구성 요소별로 교수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는 면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대부분의 면담은 약 60분씩 소요되었으며, 세 번째 수업 후 면

<그림 5-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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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약 90분이 소요되었다. 모든 수업과 면담 내용은 녹음 및 녹화하였고,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PCK의 개념 및 구성 요소와 CoRe에 대한 소개가 중심이 되었

다. 오리엔테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교수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길양숙, 2011)과 수

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권성연 등, 2011; 민혜리, 윤한솔, 2017)에 대한 연구

를 바탕으로 대학 수업의 현 실태를 소개하였다. 이후 PCK 관련 연구(송나윤 등, 

2019; Fraser, 2016; Loughran et al., 2006; Padilla & Van Driel, 2011)를 참고하여 

PCK의 의미를 소개하였고, PCK 구성 요소별 특징을 교육과정, 학생, 교수전략, 그

리고 평가 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강좌나 전후 단원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연계

하여 체계적인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르치는 주제와 관련하

여 교수학습 자료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 사전 지식, 오개념, 흥미와 동기 등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략 측면에서

는 수업에 활용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수업 주제에 따라 예시, 비유 등의 

설명 방식과 문제 해결 활동 등의 활동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수업을 구성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측면에서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평가 측면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PCK를 소개한 후에는 Loughran et al.(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CoRe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CoRe는 <표 5-2>와 같으며, 이는 특정 주제

와 그 내용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도구라고 소개하였다. 다음

으로 CoRe의 첫 번째 행은 주요 아이디어(big idea)를 적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교

수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CoRe에서 제시하는 8가지의 질문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학

생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바라는가’는 교수가 주요 아이디어별 핵심 내용을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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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주요 아이디어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핵심 내용을 

학습하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이나 다른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가 알고 있는 내용

을 명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거나 복잡하게 다루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인가’는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해주며,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

인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 등을 포함하여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친 경험으로부터 교수가 알게 된 점과 그것이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

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는 학생과 관련한 지식 이외에 다른 교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

1. 이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바라는가

2.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이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나 한계
점은 무엇인가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
의 생각은 무엇인가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
용한 이유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방법

<표 5-2> CoRe의 구성 요소(Loughran et al.,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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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학적 지식을 드러내도록 하며,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

용한 이유’는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요 아이디어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추

후에 이루어질 수업 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때 교수가 작성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시(Davidowitz & Rollnick, 

2011; Hume & Berry, 2011)를 함께 소개하여 CoRe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CoRe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수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

성자 또는 단원에 따라 CoRe가 제공하는 정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소개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2.4 분석 방법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

여 범주를 정교화하는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서 제시한 대학교수의 

PCK 구성 요소를 범주로 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PCK 

구성 요소별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와 일차적으

로 분석한 자료를 수업 차시별로 반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교수의 PCK 구성 요

소별 특징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oRe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때 PCK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 한 가지 요소의 범주에 해당 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합의된 결과가 수집한 모든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교차

적으로 비교하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3인, 현직교사 3인, 그리고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

생 4인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결과 해석과 논의의 타

당성을 점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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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논의

CoRe를 작성하기에 앞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은 교수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필

요한 지식을 새롭게 학습하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

도록 하였다. 이때 제공된 예시 자료는 교수가 CoRe의 질문을 이해하고 이를 작성

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PCK와 CoR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CoRe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했을 때 교수의 PCK 구성 요소별 변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3.1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변화

학습목표는 학생이 학습을 통해 이루어야 할 도달점을 나타내므로 수업의 방향

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Krathwohl, 2002). 특히 고등 교육에서는 많은 양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므로 학생이 학습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학습목표를 명시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oRe를 작성하기 전 교

수가 실행한 첫 번째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수 C만이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

시하였다. 교수 C는 도구 요소인 수업 자료에‘이번 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였는데,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C는 학생에

게 오늘 학습할 주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주제별 학습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라

고 응답하였다. 

면담자: ‘이번 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교수 C: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금까지 수식도 나오고 여

러 문제도 풀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체 큰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걸 보여

주고 싶어서 넣은 거예요.

(교수 C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반면 교수 A는 전시 복습 후 바로 학습할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교수 B는 단순

히 수업 자료에 학습할 주제의 개요를 제시하여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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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세 명의 교수는 CoRe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목표를 명료화하였

다. 이는 교수가 CoRe에 단원의 내용을 주요 아이디어에 정리한 후 ‘학생이 무엇

을 학습하기를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때 교수가 

작성한 학습목표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

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공통이온의 추가에 따른 평형의 이동을 이

해한다’, ‘완충용액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Henderson-Hasselbalch 식을 통해 

pH를 계산할 수 있다’ 등과 같은 학습목표를 작성하였다. 이때 교수가 학습목표

를 명료화하는 과정은 자신이 설정한 학습목표에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도록 촉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학습목표에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위

해 문제를 추가로 제시하여 수업 자료를 보완하였다. 

세 명의 교수는 공통적으로 CoRe를 통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

제와 주제별 학습목표를 명료화하고 수업의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

여 CoRe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Hume & Berry, 2011). 따라서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서와 같이 

교수가 학습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수업 설계에서 CoRe의 활용

은 교수가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길 바라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이걸 작

성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수 B: 제가 전달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 내용을 설명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내

용을 적은 거고요. 주요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거에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을 적어놓

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저도 강의할 때 상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서 작성을 했어요.

(교수 B의 세 번째 수업 전 면담)

그러나 세 명의 교수가 CoRe를 작성한 후 실행한 수업을 관찰한 결과, 여전히 

교수 C만이 학생에게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수 A와 B는 자신이 설

정한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학습할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

다. 교수 A는 ‘산화환원 반응과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원리에 대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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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터리의 원리를 배운다’와 같이 언급하며 학습할 주제를 소개하였다. 첫 번

째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긴 하나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교수 B는 CoRe를 작성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주제의 개요를 단순

히 제시하여 수업 실행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담자: 도입에서 목차를 설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효과적으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 A: 전체 흐름을 알려주고 시작하려고요. 오늘 이런 부분을 다룰 거다. 학생들이 흐름을 파

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하면 수업이 끝나겠구나, 언제 끝나겠다는 것을 인식하겠죠. 

(교수 A의 세 번째 수업 후 면담)

즉 교수 A와 B는 학생에게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학생에게 단순히 수업 내용의 목차를 제시하는 것 이

상으로 학습 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CoRe가 교수로 하여금 단원의 내용에 맞게 학습목표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수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학생에게 

직접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수업을 실행하도록 오

리엔테이션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3.2 학생에 관한 지식의 변화

교수들은 학생 대부분이 졸지 않고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동체 요소로서 학생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학생의 수동적인 태도

로 인한 상호작용의 부재로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부재는 교수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교

수는 효과적인 수업을 실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는 교수가 학생의 특성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요소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였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나타나는 변화를 

학생에 관한 지식 중 학생이 겪는 어려움, 오개념, 사전 지식, 그리고 흥미와 동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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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겪는 어려움 측면에서의 변화

CoRe를 작성하기 전, 교수 C만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교수 C는 

학생이 개념을 학습한 후 해당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때 수학적인 능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함축적인 문제 풀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교수 C의 학창 시절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이에 교수 C는 문제 풀이 

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면담자: 학생들 사이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 C: 수학적인 감이 있는 애들, 그리고 수학적인 감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애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중략)… 수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두 단계를 건너도 이해하는 애들이 있고, 한 단계 건너도 이해를 못하는 애

들이 있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교수 C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한편 교수 A는 자신의 교수 경험을 통해 학생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개념 설명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교수가 생각한 학생의 어려움을 수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교수 B의 경우에는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지 학생의 어려움을 명료화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교수들은 CoRe에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

이나 ‘어려움 및 한계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한 학생의 어려움을 

명료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 C뿐만 아니라 교수 A와 B도 학생이 겪는 어려

움을 수업에 반영하였다. 교수 A는 그래프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적정곡선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수 A는 기초적인 수

학 개념부터 그래프에 나타나는 화학적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학생이 그래프

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교수 A가 CoRe를 작성하기 위해 자

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교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학생의 생각에 대해 깊이 고민

한 결과 새롭게 파악한 어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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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준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질문을 통해 산염기 

적정에서 그래프 분석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제가 x축, y축

을 놓고, x축이 진행되면서 하는걸 보면 바로 파악이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학생들은 좀 더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어

려운 것보단 익숙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는 생

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략)…

면담자: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교수 A: 제 경험? 오해를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래프 분석은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표정을 보고 파악하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략)…

면담자: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수 A: 그래프를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길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CoRe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화 곡선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x축 먼저 확인하고 

용액을 첨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교수 B는 학생이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수 B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직접 파악한 것이었다. 교수 B는 학생이 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을 단순히 암기하기만 할 뿐 문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수 B는 수업 자료

와 판서를 활용하여 식의 유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여 

식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 C는 첫 번

째 수업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지닌 수학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였으며, 나아가 여러 화학종이 관여된 복잡한 상황을 정량적

으로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교수 

C는 해당 문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이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생의 어려움을 해

결하고자 하였다. 

교수들은 학생의 관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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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학생이 어

려워하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면담자: CoRe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교수 B: 제가 가르칠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가늠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거 자체가 어려웠

죠. 단순히 이 주제가 어렵겠구나 정도만 생각하다가 구체적으로 이 주제의 어떤 점이 어

렵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수 B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이는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서와 같이 교수가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을 학

생이 어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부족할 때, CoRe를 활용하는 것만으

로도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명료화와 이를 반영한 수업 설계에 실질적인 향

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오개념 측면에서의 변화

CoRe를 작성하기 전, 세 명의 교수는 모두 오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교수 A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수 A는 학습

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교수 A가 학생의 오개념을 고려하

여 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교수 B와 C는 학창 시절의 기억이나 

교수 경험 등 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대략 

예상하였지만, 수업에서 즉흥적으로 오개념을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CoRe를 작성한 후에는 세 명의 교수 모두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구체

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앞서 교수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였을 때와 마찬

가지로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각’이나 ‘어려

움 및 한계점’을 적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각 교수

는 서로 다른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이 오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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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개념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이 제시된 상황에 의문을 느끼고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앞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작성했을 때와 마

찬가지로 교수 경험과 학창 시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개념에 관한 기억을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충용액이 pH

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수 A는 

‘1mL의 완충용액에 1L의 용액을 첨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것과 같

이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질문한 후, 교수가 설명함으로써 학생이 오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자: CoRe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교수 A: 학생이 완충용액을 사용하면 상과 상관없이 pH를 무조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완충용액의 농도가 낮으면 pH가 변할 수 있거든요. CoRe에 구체화시킴으로 인해서 

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교수 B는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전지와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전지의 용어 혼선

으로 인한 오개념을 고려하였다. 이는 교수 B가 CoRe를 작성하기 위해 도구 요소

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교수 B는 학생이 알고 

있는 전지의 의미에 대해 먼저 질문하여 개념을 상기시킨 후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전지의 의미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교수 C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 오개념 관련 문

제를 추가하고 이를 학생에게 풀이함으로써 오개념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C는 Henderson-Hasselbalch 식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설명하고, 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교수 C

는 도구 요소로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오개념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의 오개념을 구

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은 CoRe를 통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CoRe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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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학생들이 어떤 오개념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가요?

교수 B: 질문을 통해서 알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내용이 더 있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틀렸다 이런 걸 확

인하기 위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중략)… 이전(CoRe를 작성하기 전)에는 생각이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

아요. 

(교수 B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면담자: 이 아이디어를 가르쳤을 때 어려운 점, 한계점이나 학생들의 생각을 적어보셨잖아요. 어

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셨나요?

교수 C: 어떤 오개념들이 가능하고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 C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이때 교수 C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교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CoRe

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수 B와 C는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교수 B는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상기시켰지만, CoRe에 정리한 오개념에 대해서는 교수가 직접 이를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교수 B는 학생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교수가 직접 수정하여 

설명한다면 학생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학생이 가

지는 개념은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교수 C는 학생이 가질 수 있

는 오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 관련 문제를 교수가 곧바로 풀이하였다. 교수가 

학생의 오개념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를 단순히 교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 학

생이 일시적으로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뿐 오개념을 수정하지 못할 수 있다. 

학생에게 발생한 인지 갈등이 항상 개념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Chan et al., 1997). 따라서 교수가 학생의 오개념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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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오개념의 특성을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수 A와 B는 자신의 경험이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의 

오개념을 파악하였고 이를 CoRe에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교수 A는 자신이 이해하

고 있는 학생의 특성 이외에 다른 특성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학생이 가진 오개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CoRe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교수 A: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단순히 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의 여지가 좀 없어요. 각 파트에 대해서 학생이 주로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미 정립이 

되어있고, 그게 좀 더 다양하게 제시가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반면 교수 C는 교수자를 위한 자료를 출판사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였고, 이를 참

고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CoRe에 학생이 지닌 오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교수가 학생의 오개념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생 측면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오개념 자료와 같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전 지식 측면에서의 변화

CoRe를 작성하기 전,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는 것은 교수 B에 한해서 나타

났다. 교수 B는 고등학교 화학 1과 화학 2에서 다루는 개념과 그 수준을 대략 이해

하고 있었으며, 수업 중에도 학생에게 해당 개념의 학습 여부를 질의하여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가진 사전 지식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수 B는 과외 경험과 출제 위

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학생의 사전 지식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교수 B는 학생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등 수업 내용을 조절하였다. 한

편 교수 A와 C의 경우에는 사전 지식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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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의 고등학교 화학 1과 화학 2 이수 여부만을 파악하는 데 그쳤고, 고등

학교에서 다루는 화학 개념과 그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파악한 정보를 수

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교수 A는 교수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의 수준

과 실제 학생의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면담자: 일반화학 내용을 교수님이 이해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교수 A: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기준이 제 속에 있지만, 그

게 애들한테 잘 매치가 되는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듣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표정을 보면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가르쳐 주자니 

이미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하는 느낌이라서 그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가기엔 혹시 모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교수 A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CoRe를 작성한 후에도 교수 B만이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였다. 이는 교수 

B가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을 작성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교수 B는 학생이 학습한 개념과 그 수준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CoRe 작성 전의 수업과 다르게 

도구 요소인 고등학교 교과서를 직접 훑어보면서 학생이 학습한 개념과 그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수 B가 학생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이유는 이전에 학습

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가 학생이 개념을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교수 B는 관련 개념에 대한 학습 여부를 확인하여 학습 내용을 조절하

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관련된 사전 지식을 상기시킨 후 학습할 내용을 설명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B는 고등학교 화학 2에서 학습한 볼타 전지와 분

극 현상에 대한 학생의 학습 여부와 해당 개념의 의미를 학생에게 질문하여 이해 

정도를 파악하였고, 볼타 전지의 구조를 칠판에 그리며 해당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

였다. 

면담자: CoRe를 작성하면서 학생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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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좋았던 점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교수 B: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한 측면에서는 뭔가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어야겠다는 걸 그

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보고 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

요. 화학 2도 제가 안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찾아봤잖아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교수 B의 세 번째 수업 후 면담)

한편 교수 A와 C는 여전히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교

수 A는 두 번째 수업을 위한 CoRe를 작성한 후 이루어진 면담에서 고등학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연구자는 고등학교 화학 1과 화학 2 교과서를 제

공하였다. 그럼에도 CoRe를 활용한 세 번째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수 A는 여전히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수 A는 화학 1 교과서만 훑어

보았을 뿐 화학 2 교과서는 살펴보지 못하였고, 화학 1 교과서에서는 관련 개념을 

찾을 수 없어 학생이 이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고 응답하

였다. 교수 C는 해당 학기가 마무리된 후에 고등학교 화학 1과 화학 2 관련 서적

을 구입하여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에서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한 경우도 있었

지만, 사전 지식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더라도 수업 설계로 이어지지 못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따라서 CoRe를 작성하기 전에 교수가 학생의 사전 지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CoRe를 작성

하기 전에 학생의 사전 지식을 논의해보도록 하는 과정이 사전 지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Hume & Berry, 2011), 교수들 사이의 공동체 

요소 측면에서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교수가 CoRe에 학생의 사전 지식을 

명료화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의 흥미와 동기 측면에서의 변화

CoRe를 작성하기 전, 교수 A는 해당 개념을 왜 학습해야 하는지 학생의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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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교수 A는 주로 학습할 개념과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

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인식이 수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교수 B는 학생이 주변

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

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수 C

의 경우에는 일반화학 수준의 개념 설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학생의 흥미

와 동기를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CoRe를 작성한 후에는 세 명의 교수 모두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고려하였는데, 

주로 교수가 ‘주요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적어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교수들은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의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A: 중요한 이유를 적는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이 단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걸 목표로 두고 적었어요. 전기화학 단원은 실생활과 

관련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안에 들어 있는 배터리나 부식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낫겠다 생각했어요. 

…(중략)…

면담자: CoRe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단원의 영향인가요?

교수 A: CoRe의 영향도 있고, 단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CoRe의 영향으로는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CoRe를 작성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

을 거 같아요.

(교수 A의 세 번째 수업 전 면담)

이에 교수 A와 B는 CoRe에 작성한 ‘이외에 교수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

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A는 수소 연

료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원리를 적용하여 상용화 중인 수소자동차의 배경과 장단점

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였다. 교수 B의 경우에는 완충 용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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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CoRe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내용 같은 게 있나요?

교수 B: 있죠. 강의 자료를 예전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할지 흐름 정도만 생각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데 CoRe를 작성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라든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

분에 대해서만 비유를 하고 예시를 들어줬는데 CoRe를 작성하니까 작성한 부분에 대해

서는 저도 강의 자료를 더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면담자: 그와 관련한 예 중의 하나가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것인가요?

교수 B: 네, 원래는 그걸(연구 분야 소개하는 걸) 안 했었어요. 1학년한테 설명을 했을 때 학생

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요. 학생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

해 보니까 도움이 되긴 했죠.

(교수 B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교수 C는 학습할 내용을 실생활 소재와 연결 지어서 설명하여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 C는 휴대전화 배터리와 건전지 사진을 수업의 

도입 단계에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 속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교수 B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부 전공과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관련 지식의 한계로 인해 주체 요소와 객체 요소 사이의 모순을 경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연구 Ⅰ(송나윤, 노태희, 한재영, 2019)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면담자: 교수님의 무기화학 파트랑 다른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교수 B: 있죠. 갈바니 전지의 유래 등을 설명하면 (학생의 흥미유발에) 좋은데 그 부분을 잘 모

르니까요. 학생들에게 친숙하려면 뒷배경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약해서 아

쉽죠.

(교수 B의 세 번째 수업 전 면담)

즉 CoRe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은 교수가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고

려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그러나 교수가 관련 지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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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CoRe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학생에 관한 지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수는 CoRe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학생에 관한 지식의 전반적인 이해가 보다 정교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CoRe의 활용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장효순, 최병순, 2010; Bertram & Loughran, 2012; Nilsson & Karlsson, 2019). 

따라서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미흡하고, 사전 지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것과 같이 일부 교수에게 나타난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내용 

지식 측면의 한계를 돕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된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 CoRe를 작성하지 않을 때와 CoRe를 작성하면서 수업을 해봤을 때 학생의 특성을 반영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교수 C: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면담자: 수업에 반영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었나요?

교수 C: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거 같아요. 준비할 때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까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수업할 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죠.

(교수 C의 세 번째 수업 후 면담) 

3.3 전략에 관한 지식의 변화

세 명의 교수는 공통적으로 심화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화학 지식을 이해

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좌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해 교수들은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교수 A는 단답형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의 참여

를 촉진하고 비유를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교수 B는 단답형의 질

의응답이나 문제 풀이 활동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

나 교수 A와 B가 활용한 교수전략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교수 C

는 수업을 대부분 교수 중심으로 진행하여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 145 -

세 명의 교수는 CoRe에 제시된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 질문을 통해 자신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였다. 교수

들은 주요 아이디어별로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계획하는 대신 각 주요 아이디어의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를 통합하여 작성하였

는데,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전략을 계획하였다.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개념 설명과 함께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CoRe에 작성하여 첫 번째 

수업과 유사한 형태로 설명 방식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면담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수업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교수 B: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 실제로 계산해보는 형태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중

략)… 수업 방법은 이전과 비슷해요.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단원은 분석

화학이고 정량적인 화학양론을 다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실험은 못하지만 계산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학생들의 이해

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교수 B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이외에 교수 B는 비유나 예시의 활용을 CoRe에 계획하였다. 그러나 교수 B는 

CoRe에 어떤 비유나 예시를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실제 수업에

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 B는 이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비

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명

료화하여 CoRe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세 명의 교수 모두 CoRe에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명시적으

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수 A는 첫 번째 수업과 달리 학생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여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때 교수 A는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한 학생을 지목하여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교수 A는 자신이 CoRe에 작성한 목표에 학생이 도

달할 수 있도록 분업 요소로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였고, 이에 문제 풀이 활동을 통한 학생의 참여 전략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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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 예전에는(CoRe 작성 전에는) 수업에서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지는 않았는

데, 이번에는 그거를 좀 더 해보려고 했어요. 이론만 설명하는 건 이해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제 몇 개를 추가한 거거든요. 

…(중략)…

면담자: CoRe의 영향인가요?

교수 A: CoRe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계산하는 것까지 가야하는데 그 부

분을 강의 시간 내에도 한번은 경험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표설정에서 이론에 대해

서 숙지하는 거 그리고 실제 계산까지 가능한 거를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

까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풀어버리면 그런 게 안 

되니까.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후 면담)

교수 B의 수업에서는 첫 번째 수업과 달리 단답형의 질의응답 이외에 문제 풀

이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전략 또한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수 B는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교수가 직접 풀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C의 경

우 여전히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 C는 두 번

의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후에도 학생 참여 촉진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 참여 촉진 전략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면담자: 학생이 참여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어떤 수업을 좋아할 것 같나요?

교수 C: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참여가 큰 걸 좋아할 거 같지는 않아요. 

(교수 C의 세 번째 수업 후 면담)

학생의 참여는 비판적 사고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arini 

et al., 2006), 학생 또한 자신이 수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교수가 적극적

으로 피드백을 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용숙, 2011). 연구Ⅱ(송나윤 등, 2019)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되묻거나 자문자답하는 등 학생의 참여를 촉진할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경향이 있는데, 교수 A가 적절한 교수전략을 탐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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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업에 반영한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 B와 같이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교수 C와 같이 참여 촉진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수는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

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객체 요소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CoRe의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하위 질문으로 학생 참여를 

위한 계획을 명시적으로 묻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시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아이디어별 예상 소요 시간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면 교수가 교수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수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화학 강좌에서 기본적인 화학 지식

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세 교수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일정 시간 할애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러나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교수를 충족시킬 만큼 문제 풀이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분업 요소 측면에서 수업 조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교수들은 수업 조교가 있다면 문제를 풀이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교수 A: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데 TA가 따로 문제 풀이 시간에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

겠죠.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3.4 평가에 관한 지식의 변화

평가는 교수와 학생이 학습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교수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Yorke, 2003). 그러나 교수 A와 C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교수 A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르쳐야 할 



- 148 -

내용이 방대하여 수업 중 평가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평가 문제를 제작

하는 데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실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C는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 B는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교

수 B는 지난 학기까지 단원이 마무리될 때마다 해당 단원의 연습 문제로 구성된 

퀴즈를 실시하여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난 학기의 강의 평가 

결과, 퀴즈가 부담된다는 학생의 의견에 따라 이번 학기에서는 퀴즈를 평가에 포함

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교수 B는 학기 초에 학생과 의논하여 퀴즈의 실시 여부는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첫 번째 수업을 관찰하던 당시에는 

퀴즈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간고사 이후 퀴즈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세 번째 수업부터는 규칙 요소로서 퀴즈가 추가되었다. 이외에 교수 B는 학생

에게 이해 여부를 묻고 확인하였으나, 학생의 이해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세 명의 교수는 CoRe에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작

성하면서 평가 방법을 계획하였는데, 주요 아이디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대신 ‘개념 설명 후 학생이 이해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와 같이 

수업 실행 전반에 걸친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세 명의 교수가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교수 A는 두 번째 수업에서 수업 

중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각각의 목표 개념을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수가 실행한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수 A가 학생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수 A의 질의에 대한 학생의 응답 또

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 A는 수업 실행 후 이루어진 면담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전반적인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교수 A는 세 번째 수업을 위한 CoRe를 작성할 때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OX 퀴즈를 계획하여 평가 방법을 정교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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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저번에 CoRe를 작성했을 때와 차이는 실생활 강조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었나요?

교수 A: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거. 제가 OX 퀴즈를 더 붙여놨는데, 앞에서 CoRe를 작

성해보고 부족했던 게 뭔지 확인이 되니까 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한 번 된 거 

같고 …(중략)… 앞에서는 질문만 하면 되겠다 해서 CoRe에서도 그렇게 작성했고요. 근

데 실제로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느꼈고 다시 계획을 세워보니까 OX 퀴즈 같은 게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교수 A의 세 번째 수업 전 면담)

교수 A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기억력을 높이고,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교수 A는 많은 학생이 틀린 문제를 다음 시간에 간단

하게 해설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피드백도 고려하였다. 

교수 B는 첫 번째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수 B는 CoRe를 작성하기 전에는 어떤 평가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였다면, CoRe를 작성하면서 해당 평가 방법을 얼마나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교수 

B는 학생에게 질의응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기존의 수

업에서보다 질의응답이 자주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 질의응답은 첫 번째 수업에서와 유사하게 학생의 이해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럼에도 교수 B는 현재 제시하는 질의응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평가의 미흡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교수 C는 학생이 제기한 질문을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수업에서 학생이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므로 실제 수업은 

첫 번째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교수 C는 CoRe를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면

서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평가 방법으로 과제나 퀴즈의 활용을 고려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교수 C는 평가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수업에 새로운 평가를 도입

한다면 규칙 요소 측면에서 학생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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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C: 평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이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수가 파악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CoRe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애들 이해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학생들이 

싫어하더라도 강의를 하고 애들이 이해했는지 보려면 숙제나 퀴즈 같은 게 간단하더라도 

수업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학창시절의 경험을 생

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나 퀴즈를 싫어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교수 C의 세 번째 수업 후 면담)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는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교

수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고, 자신의 수업을 평가 방법의 관점에서 반성하

여 교수가 계획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Ⅱ(송나윤 등, 2019)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oRe를 작성하는 과정만으로도 평가

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 A와 B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선정하거나 

자신이 계획한 평가 방법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평가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

각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계획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평가의 목표를 

명료화한 후 그에 맞는 평가 방법을 CoRe에 계획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수 C와 같이 평가를 성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평가를 수업에 활

용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러한 인식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5 교수에 대한 지향의 변화

교수 A는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는 해당 지식을 왜 학습해야 하는지 동기를 

유발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은 학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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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수 지향은 특히 전공 분야

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일반화학 강좌의 경우에는 이미 학

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A: 전공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남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교수자가 

해서는 남는 게 거의 없고 혼자서 공부를 해서 남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와주는 게 대학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중략)… 일반화학은 고

등학교 4학년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는 일반화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너무 많

이 겹쳐있어서 일반화학에서 (스스로) 공부해봐라 이렇게 따라와봐라 하는 게 별로 안 통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수 A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교수 B는 학생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

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고등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였다. 교수 B는 이를 위해 교

수가 관련 지식을 설명하는 전달자의 역할과 능동적인 과제 수행을 촉진하는 조력

자 역할을 하고, 학생은 열정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교수 B는 학과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교수 

B는 사범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학생이 추후 학교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가르칠 

때를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B: 선생님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대나 공대랑 목적이 다르다

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수업할 때 보신 것처럼 슬라이드가 많잖아

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용을 다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화학 수준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중

략)… 애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 B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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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C는 고등 교육이란 교양을 가진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초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는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학생은 이러한 설명을 경청하면서 교수와 상호작용하려는 태

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수 C: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교양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게 강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요. …(중략)… 교수가 앞에서 어찌됐든 수업을 하고 있겠고 학생들은 듣고 있는데, 현재

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 C의 첫 번째 수업 후 면담)

세 교수의 교수에 대한 지향은 CoRe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교수 A의 경우, CoRe를 통해 수업에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예시와 문제 풀이 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였다.

교수 A: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것, 동기 부여죠. 동기 부여를 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시 이런 거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

(중략)… 전에는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좀 막연한 측면이 있었다면, CoRe를 작성한 후에

는 미리 생각을 구체화해서 가는 게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교수 A의 두 번째 수업 전 면담)

이러한 변화는 학생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CoRe를 작

성하기 전 교수 A는 학생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만, 동기 유발 전략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경험한 이후에는 학생이 능동적인 참여

를 선호할 것으로 인식하여 변화가 나타났다. 즉 교수가 CoRe를 통해 수업을 구체

화하는 과정은 공동체 요소로서 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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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통해 교수들은 학습목표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 오개념, 사전 지식, 흥미와 동기 등 학생의 특성을 명료화하

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의 특성에 따

른 교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함

에 따라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

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CoRe는 교수가 수업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교수

학습 맥락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와 같이 CoRe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인식 개선이 수업 전문성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항상 이어

지지는 않아 CoRe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점도 있었다. 교수들은 학습할 주

제를 간략하게 소개할 뿐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였고, 교수

가 학생의 오개념을 교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쳐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며, 교수가 선정한 평가 방

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한다면 고등 교육에서의 CoRe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수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명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설

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수업 참여 촉진 전략이 부족하고 평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는 교수전략과 평가 측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수가 수업의 전반에 걸친 계획을 CoRe에 함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아이디어별 구체적인 계획을 명료화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생 참여 촉진 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등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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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보완한다면 교수가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CoRe를 작성하기 전 동료 교수 간 공동 논의의 장을 함께 마

련하거나 멘토링을 제공하여 교수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수에게 나타난 실행 수준의 한계는 수업

에 대한 교수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수의 실행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루어진 PCK의 구성 요소와 CoRe에 대한 설명이 수업 실행의 관점에서 보다 명

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방향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지닌 오개념

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할 수 있

다.

CoRe를 고등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교수는 PCK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

로써 CoRe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의 긍정적인 특징을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에서 소개한다면, 교수에게 CoRe의 유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수전략이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소개와 이러한 지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진다

면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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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이공계 대학은 과학기술의 개발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중 하나이며, 학

생이 해당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

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 함양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을 점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기초 연구로, 교수의 수업 실행을 CHAT 측면

에서 탐색하고,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PCK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CoRe를 적용

한 후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연구 Ⅰ은 사례연구를 통해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실행을 CHAT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2명을 선정한 

후, 교수의 수업을 관찰하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수는 

주체 요소와 자신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다양한 모순이 나타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A의 경우, 자

신의 교육관과 교육보다 연구를 강조하는 교수 평가 정책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교수 A는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설

계하고자 하였고, 수업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해 나갔으며, 교수 사이의 공동체를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 A는 자신의 교육관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수준, 그리고 

학생의 실제 능력 수준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교수 A

는 학생의 부족한 역량을 교수가 채워줄 수 있도록 강의식과 세미나식이 혼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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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을 적용하였고, 수업 발표 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교수 B는 자신의 교

육관과 학생의 능력 부족이 충돌하여 모순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이나 문제 풀이 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학생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 B는 세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수업을 담당하여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부교

재나 인터넷을 활용한 추가적인 학습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교수 A와 B는 공통적

으로 학생의 능력과 관련된 모순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때 교수 A와 B가 학생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 원인으로는 교직 경력이나 수업 컨설팅 경험 등의 개인적

인 경험, 세부 전공과의 관련성 등이 있었다. 한편 두 교수는 모두 현재의 수업 방

식을 지속하고자 하였는데, 학생으로부터 변화를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즉 두 교수

의 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교수의 전문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교수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수의 수업 전문성

은 다양한 교수 공동체 속에서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

기 위해서는 교수가 속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수업 전문

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Ⅱ는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사례연구로, 그들의 수업 전문

성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충청도 소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2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수

업 전후에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수는 고등 교육의 목표

가 전공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과 진로 측면에서 필요한 능

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각 교수의 교수 지향은 학과의 특성이

나 학생의 진로 등 교육적 상황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였다. 두 교수는 강좌의 특성

과 이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한 후 학습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별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학생이 어려

움을 겪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거나 학생이 해당 주제의 어떤 측면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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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부족하였다. 또한 두 교수는 예시, 질의응답, 문

제풀이 등의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했으나 교수 실행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유

의미하게 발현되는 정도는 부족하였다. 평가 측면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피드백이 미비한 모습을 보였다. 즉 교수의 수업 반성을 통해 교수의 수

업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

으로 PCK를 포착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도구인 CoRe를 교수에게 적용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Ⅲ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PCK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

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교

수의 수업을 관찰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교수가 

작성한 CoRe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가 실행한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반구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들은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목표를 명료화하였고, 교수가 학습목표를 명료화하는 과정은 자신이 설정한 학

습목표에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생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보다 정교해졌으며, 이를 수업에 반영하였다. 교수들은 CoRe

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CoRe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자신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단원 내용

의 특성에 따른 교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

성을 인식함에 따라 자신의 수업을 평가 방법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교수가 계획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CoRe를 통해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수들은 학습 후 달성할 것으

로 기대되는 학습목표를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였고, 학생의 

오개념을 교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쳐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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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 중에는 학생이 가지는 오개념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

거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선정하거나 자신이 계획한 평가 방법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

식하지 못하여 교수가 선정한 평가 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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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PCK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

구는 부족하였으며, 특히 이공계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경우는 

드물었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의 수업을 촬영한 뒤 교육 전문가가 분석하고 피드

백하는 등의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교수의 

수업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의 수업을 

단순히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것만으로는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가 교수학습 맥락을 고려하여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도록 CoRe 

활용 전략을 적용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교수는 CoRe를 통해 학습목표

와 공동체 요소로서 학생의 특성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또한 객체 요소로서 내용 

특성에 따른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분업 요소로서 학생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학생 

참여 전략을 추가하였다.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

라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즉 CoRe는 교수가 수업

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교수학습 맥락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CoRe를 활용한 전략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Ⅲ에서 CoRe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측면을 보

완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대학 수업의 질을 개선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

한 CoRe 전략의 보완 및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수가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통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명

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설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Re를 활

용한 수업 설계 후에도 교수전략 측면에서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또한 교수가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평가 방법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적절한 평가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절하

지 않은 평가 방법을 선정하거나 자신이 계획한 평가 방법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수전략과 평가 측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두 측면 모두 공통적으로 교수가 주요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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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므로 주요 아이디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한계

가 있었다. 이는 객체 요소 측면의 개선을 위해 CoRe를 보완하여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수업의 전반에 걸친 계획을 CoRe

에 함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아이디어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 PCK가 낮은 교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전략과 

평가 방법에 대한 소개와 이러한 지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개가 함

께 이루어진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CoRe의 활용은 교수로 하여금 수업 설계할 때 PCK 측면을 고려하도록 안

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참여 촉진 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

하는 등 CoRe 질문을 보완하여 교수가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분업 요소 측면에서 학생의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때 학생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제

공한다면, 교수가 학생 참여 촉진 전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참여가 활발한 수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수가 자신

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

르게 인식하더라도 수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한 수업

을 현장에 적용하여 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수에게 나타난 실행 수준의 한계는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에서 이루어진 PCK의 구성 요소와 CoRe에 대한 설명이 수업 실행의 관점에서 보

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방향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지닌 

오개념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이때 오개념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도구 요소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면 교수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동체 요소 측면에서 교수들 사이의 공동체 형성은 교수가 현장 경험과 

수업 분위기를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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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교수가 수업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수업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는 활동을 수행한다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함으

로써 수업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적 능력 함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 관련 지식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교수가 느끼는 주체와 

객체 요소 사이의 모순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수가 보다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

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수가 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도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조교를 지원하여 교수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칙과 분업 요소 측면의 개선

은 교수의 수업 설계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수의 수업 전문

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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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연구 과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에 따라 CoRe를 활용하는 방식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등 교육에서 CoRe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수업 전문성 수준을 지닌 교수의 수업 실행 사례를 조

사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에 대해 CoRe를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화학과 같은 입문 강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연구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대학에서는 수업 규모

나 수업 형태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수가 처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CoRe 전략이 두 차례에 걸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다. PCK

는 실제 교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되는 실천적 지식이므로, 

몇 차례의 CoRe을 활용한 수업 설계 활동만으로는 교수의 수업 전문성을 충분히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PCK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CoRe 전략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이때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CoRe 전략을 활용한 직후

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교수의 수업 전문성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교수의 PCK를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지만, PCK의 통합적 

성격에 따라 일부 구성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PCK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향상하는 것과 더불어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 따라서 PCK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수업 전문성을 심층적이고 체

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수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이에 대한 교수의 반성은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교수는 강의 평가로부터 자신의 수업

을 점검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파악하여 수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이 교수의 수업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 탐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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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재 수업 컨설팅은 교수의 수업에 대해 전문가가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보완해야 하는 측

면을 명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CoRe 전략의 효과가 보다 극대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에서 교수와 전문

가의 상호 교류가 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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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1> 교수 A가 작성한 첫 번째 CoRe

17장 수용액 
평형의 다른 관점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주요 아이디어 D

- 공통이온효과 - 완충용액 - 산-염기 적정
- 용해도 평형
-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이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
기를 바라는가

- 공통이온의 추가
에 따른 평형의 
이동을 이해한다.

- 완충용액의 의미
에 대해 이해한
다.

- 완충용액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
한다.

- 완충 용액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
한다.

- Henderson-Hassel
balch 식을 통해 
pH를 계산할 수 
있다.

- 산-염기 중화반응
에서 반응물과 생
성물의 관계에 대
해 이해한다.

- 산-염기 반응에 
쓰이는 산, 염기
의 세기에 따라 
생성물의 세기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짝산-짝
염기).

- 적정에 대해 이해
한다.

- 산-염기 중화 반
응을 이용한 적정
에 대해 이해한
다.

- 적정 곡선을 이해
한다.

- 용해도곱 상수에 
대해 이해한다.

- 용해도곱 상수를 
이용하여 난용성
염이 물에 어느 
정도 녹을 수 있
는지 계산한다.

- 산, 염기 첨가, 착
이온 형성 여부, 
공통 이온 효과가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2. 학생이 이 아
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
한가

- 산-염기 반응, 이
온의 침전반응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에 도움이 된다.

- 생물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요인
으로써 완충용액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산-염기 반응이 
완결되어도 pH가 
7이 아닐 수 있음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산-염기 적정 반
응에 필요한 지시
약을 알맞게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 금속이온 혼합물
을 분리, 분석하
기 위한 기초 원
리 이해에 도움이 
된다.

3. 이외에 이 아
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
식은 무엇인가

- 생화학 연구에 있
어서 완충용액의 
중요성

- pH 변화에 따른 
단백질의 기능 저
하. 그리고 이를 
막아주는 완충용
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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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Henderson-Hassel
balch 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복잡해 
보여서 어려운 개
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 산-염기의 종류에 
따라 적정반응의 
단계적 설명이 필
요하다(강산-강염
기, 약산-강염기, 
강산-약염기, 일
양성자산, 이양성
자산 등).

- 금속이온과 착이
온의 반응에 대해 
학습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
다.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산-염기 반응에 
국한해서만 공통
이온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 완충 용액을 사용
하면 상황에 상관
없이 pH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 완충 용액은 실생
활과 동떨어진 것
으로 오해할 수 
있다.

- 그래프 분석에 익
숙하지 않은 학생
의 경우 적정곡선
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 난용성 염은 절대 
녹지 않는 물질이
라고 오해할 수 
있다.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은 문제 풀이 등에만 필요할 뿐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 생물 관련 전공 학생에게 중요한 개념임에도 전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이론 설명, 예시 보충 및 문제풀이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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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 교수 A가 작성한 두 번째 CoRe

20장 전기화학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주요 아이디어 D

- 산화-환원반응
- 볼타 전지, 배터

리, 연료전지
- 자유 에너지와 산

화-환원반응
- 부식과 전기분해

1. 이 개념을 통
해 학생이 무
엇을 학습하기
를 바라는가?

- 산화-환원 반응은 
쌍으로 이루어지
며 이를 통해 전
자가 이동함을 이
해한다. 

- 주어진 화학 반응
에서 산화, 환원
되는 화학종을 구
별한다.

- 반쪽 반응으로부
터 산화-환원 반
응식을 완결할 수 
있다.

- 볼타 전지의 개
념, 작동원리, 전
지 전위에 대해 
이해한다(20.3~4).

- 표준 환원 전위를 
이해하고, 이로부
터 산화제, 환원
제의 상대적 세기
를 판단할 수 있
다.

- 배터리 및 수소 
연료 전지에 사용
되는 산화-환원 
반응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발생하
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20.7).

- 전지 전위의 부호
와 산화-환원 반
응의 자발성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한
다.

- 반응의 자발성 여
부를 판단하는 척
도로서 기전력과 
자유 에너지 사이
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이해
한다.

- 비표준 상태에서
의 전지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
(Nernst Eq.).

- 농도 전지에 대해 
이해한다.

- 원하지 않는 자발
적 산화-환원 반
응으로써 부식에 
대해 이해한다(철
의 부식).

-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외부에서 전기에
너지를 공급함으
로써 비자발적 산
화-환원 반응(전
기분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정성
적, 정량적으로 
이해한다.

2. 학생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이를 통해 화학반
응이 전기에너지
로 변환될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실제 사용하고 있
는 배터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동차 산업의 발
전 방향이 왜 그
러한지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된
다. 

- 농도 전지의 원리
가 pH 미터에 적
용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부식 방지 기술이
나 전기도금 기술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아직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이 아이디
어에 대해 이 
외에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
식은 무엇인
가?

- 차세대 자동차로 
관심 받고 있는 
수소차

- 수소차를 상용화
하기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점

- pH 미터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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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바로 앞 장(19장)
에서 배운 내용
(자유 에너지)의 
복습이 제대로 되
어있지 않으면 이
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1학기에 배운 산
화수에 대한 오개
념(다전자 원자나 
다전자 이온에 대
한 산화수 오개
념)

- 양극과 음극에 대
한 오개념

- (전자의 이동 방
향 및 그 이유에 
대한 오개념)

- 전지 전위가 화학
종 농도와 무관하
다는 오개념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생물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집중도가 
낮을 수 있다.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이론 설명, 예시 보충 및 문제풀이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간단한 퀴즈 (O, X)를 통한 학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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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3> 교수 B가 작성한 첫 번째 CoRe

15장 산-염기 
평형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주요 아이디어 D

- 공통이온
- 공통이온효과

- 완충 용액
- 완충 용액의 pH 

변화
- Henderson-Hassel

balch 식

- 완충 용량
- 최적 완충 작용

- 적정 곡선
- 강산-강염기 적정
- 약산-강염기 적정

1. 이 개념을 통
해 학생이 무
엇을 학습하기
를 바라는가?

- 공통이온의 개념
을 이해한다.

- 공통이온 효과의 
특성을 이해한다.

- 공통이온이 들어
있는 용액에서의 
변화를 이해한다.

- 완충 용액의 개념
을 이해한다.

- 완충 용액의 작용 
및 특성을 이해한
다.

- Henderson-Hassel
bach 식 및 그 의
미를 이해한다.

- 완충 용량의 의
미를 이해한다.

- 완충 용량은 어
떻게 결정되는
지 이해한다.

- 최적 완충 용량
의 조건을 이해
한다.

- 적정 곡선의 개념
을 이해한다.

- 다양한 산-염기 적
정에서의 pH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2. 학생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공통이온을 포함
하는 산/염기 용
액의 평형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

- 산/염기 용액을 
가했을 때 완충 
용액에서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되
는 특성을 이해한
다.

- Henderson-Hassel
balch 식의 응용
성을 이해한다.

- 완충용량의 특
성과 실제적으
로 어떤 실험에 
이용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 미지 용액에 대한 
정보(산의 세기, 농
도 등)를 확인할 
수 있다.

- 각 용액의 반응성
을 확인할 수 있
다.

3. 아직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이 아이디
어에 대해 이 
외에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
식은 무엇인
가?

- 물에서 완전히 해
리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공통이
온으로 작용한다.

- 공통이온의 역할
을 하는 것은 강
염기의 양이온/약
산의 음이온이다.

- 완충 용액을 적용
한 다양한 연구 
사례

- 완충 용량을 적
용한 다양한 연
구 사례

- 산-염기 적정 이외
에 다양한 적정 곡
선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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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브뢴스테드 산-염기
의 개념과 화학 평
형에서 Le Chatelier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공통 이온 
효과의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다. 

- Henderson-Hassel
balch 식의 의미
를 완전히 이해하
기가 어려움

- 공통이온과 짝산
의 비가 완충 용
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
려움

- 화학량론점과 당
량점의 차이를 확
실히 이해하기 어
려움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산-염기 평형 단원의 경우, 고등학교 화학 II에 나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자
세히 배우고 다루지 않았다.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화학량론과 이를 적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매우 추상적인 내
용으로 시각화하기 어렵다.

-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실제적인 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확인하기 어렵다.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화학 평형과 연관 지어서 각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킨다.
- 강의 자료에 있는 빈 칸을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 내용 설명 이후에 사례와 예제를 풀어줌으로써 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보여준다.
- 본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예 또는 비유를 들어 어떤 곳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본 단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업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
용의 범위를 확인한다.

- 각 개념 및 내용 설명 후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
인한다.

- 보다 확실한 내용 이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학
생들에게 주기적으로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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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4> 교수 B가 작성한 두 번째 CoRe

18장 전기화학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주요 아이디어 D

- 산화-환원 반응식
의 균형 맞추기

- 반쪽-반응법

- 갈바니 전지
-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 전지 전위

- 표준 수소 전극
- 표준 환원 전위
- 선 표시법

- 전기적 일 및 자유 
에너지

- 전지 전위의 농도 
의존도

- Nernst 식

1. 이 개념을 통
해 학생이 무
엇을 학습하기
를 바라는가?

- 산화-환원 반응식
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하여 이
해한다.

- 반쪽-반응법에 대
하여 이해한다.

- 산성 용액과 염기
성 용액에서의 균
형 맞추는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한
다.

- 갈바니 전지에 대
하여 이해한다.

- 갈바니 전지를 구
성하는 요소에 대
하여 이해한다.

- 전지 전위 개념 
및 측정 방법 등
에 대하여 이해한
다.

- 표준 수소 전극
의 개념을 이해
한다.

- 표준 환원 전위
에 대하여 이해
한다.

- 특정 갈바니 전
지의 전위값 계
산 방법을 이해
한다.

- 전위는 일과 전하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한
다.

- 전지 전위와 자유 
에너지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한다.

- 갈바니 전지의 농
도가 전지의 전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Nernst 식을 유도
하고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2. 학생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수용액에서 일어
나는 산화-환원 
반응 중에는 그 
식이 복잡하여 반
응식의 균형을 맞
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반쪽-반응
법을 통하여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갈바니 전지의 구
성 형태 및 특성
을 이해한다.

- 산화 전극 및 환
원 전극을 구별하
고 전위를 측정하
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표준 환원 전위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어떤 갈
바니 전지의 전
위를 예상할 수 
있다.

- 갈바니 전지를 구
성하고자 할 때 농
도가 전지의 전위
를 크게 변화시킨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전지와 자유 에너
지와의 관계를 통
하여 어떤 특정한 
갈바니 전지의 자
발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 Nernst 식을 유도
하고 다양한 농도
에서의 전위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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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직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이 아이디
어에 대해 이 
외에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
식은 무엇인
가?

- 산화 상태법을 이
용한 산화-환원 
반응식의 균형 맞
추는 방법

- 산화-환원 반응의 
실제적 적용 사례
와 관련된 내용

- 갈바니 전지의 전위를 크게 하기 위
한 전극 구성 방법

- 다양한 갈바니 전지의 이용 사례
- 전지 반응과 전기 분해의 차이점

- 갈바니 전지의 재
사용 가능 여부

- 다양한 농도차 전
지의 예

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수많은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학생
들이 그나마 이해
하기 쉬운 한정된 
사례를 통해서 내
용을 전달해야 한
다는 어려움

- 이론 위주의 강의
여서 실제적인 갈
바니 전지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없다는 점

- 표준 수소 전극
의 실제적인 모
델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

- 전기적 일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라
서 시각화하기 어
렵다는 점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전기화학 단원의 경우, 고등학교 화학 II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학생들
이 자세히 배우거나 거의 다루지 않았다.

- 산화와 환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화학량론과 이를 적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매우 추상적인 내
용으로 시각화하기 어렵다.

-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실제적인 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확인하기 어렵다.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산화-환원과 연관 지어서 각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킨다.
- 강의 자료에 있는 빈 칸을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 내용 설명 이후에 사례와 예제를 풀어줌으로써 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보여준다.
- 본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예 또는 비유를 들어 어떤 곳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 본 단원의 연습문제 일부를 리포트로 부과
- 1주일 후 퀴즈 진행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본 단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업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
용의 범위를 확인한다.

- 각 개념 및 내용 설명 후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
인한다.

- 보다 확실한 내용 이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학
생들에게 주기적으로 물어본다.

- 퀴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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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5> 교수 C가 작성한 첫 번째 CoRe

17장 수용액 
평형의 다른 관점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 공통이온효과 - 완충 용액과 적정 - 용해도곱 상수와 용해도

1. 이 개념을 통
해 학생이 무
엇을 학습하기
를 바라는가?

- 공통이온효과를 이해한
다.

- 완충 용액이 작용하는 
이유와 완충 용액에서의 
수소 이온 농도 계산법
을 익힌다.

- 산염기 적정에서의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를 이
해하고 계산법을 익힌
다.

- 적정시 pH 미터와 지시
약의 사용법을 안다.

- 용해도곱 상수를 이해하
고, Ksp로부터 용해도를 
계산하는 법을 익힌다.

- 난용성 염의 용해도가 
pH와 착이온 형성에 의
해 어떻게 변하는지 이
해하고 계산법을 익힌
다.

2. 학생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Big Idea B, C를 이해하
기 위한 토대가 된다.

- 완충 용액은 화학, 생물
학 실험에서 아주 흔하
게 쓰이는 재료로, 이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갖
는 것이 중요하다.

- 적정은 산염기의 농도를 
알기 위한 고전적인 방
법으로, 기초적인 화학 
정량법을 익힐 수 있다.

- 난용성 염의 침전 생성
을 예측할 줄 앎으로서, 
추후 금속 이온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3. 아직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이 아이디
어에 대해 이 
외에 교수자가 
알고있는 지식
은 무엇인가?

- "titration”이 "적정”이
라고 번역된 이유.



- 190 -

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Le Chatelier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공통
이온효과를 이해하기 
쉽다.

- Henderson-Hassenbalch 
식은 엄밀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 당량점의 pH가 항상 7
이라 생각할 수 있다.

- 종말점과 당량점은 같
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용해도곱 상수와 용해
도를 혼동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평형이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 Henderson-Hassenbalch 
식은 근사된 식이라는 
것을 주지한다.

- 당량점의 pH는 어떤 적
정인가에 따라 다름을 
안다.

- 종말점은 당량점과 
“거의 반드시” 다르
다는 것을 안다.

- 용해도곱 상수에 왜 이
온들만 나타나는지 헷
갈려할 수 있다. 화학 
평형에서 배운 ‘순수
한 고체와 액체는 평형
상수에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15~16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연습 문제와 예제를 풀면서 가능한 오개념을 바로잡고 계산 테크닉을 익히
도록 한다(예제 17.4, 17.9, 17.12, 연습문제 17.109 등). 

- 교과서의 그래프들(그림 17.7-17.11)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적정시의 pH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을 통해 어려움을 확인함
-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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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6> 교수 C가 작성한 두 번째 CoRe

20장 전기화학 주요 아이디어 A 주요 아이디어 B 주요 아이디어 C 주요 아이디어 D

- 산화-환원 반응
- 볼타 전지와 표준

환원전위
- 자유 에너지와 산

화-환원 반응
- 산화-환원 개념의 

응용

1. 이 개념을 통
해 학생이 무
엇을 학습하기
를 바라는가?

- 산화(제)와 환원
(제)의 개념을 안
다.

- 산화 환원 반응식
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볼타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안
다.

- (표준) 전지 전위/
기전력, 표준 환
원 전위의 개념을 
이해한다.

- 표준 환원 전위를 
통해서 환원에 대
한 경향성을 안
다.

- 자유 에너지와 기
전력의 관계를 이
해하고, 식을 세
울 수 있다.

- Nernst 식을 이용
할 수 있다.

- 여러 전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 금속 부식에 대해
서 이해한다.

- 전기 분해에 대해
서 이해한다.

2. 학생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Big Idea B~D의 
기초가 된다.

-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해한
다.

- Big Idea A~C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
생활에 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직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이 아이디
어에 대해 이 
외에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
식은 무엇인
가?

- “산화-환원 적
정”(Fig. 20.2)

- “pH meter”(예
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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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어
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무엇
인가

- 산화수와 이온의 
전하가 항상 같다
고 생각할 수 있
다.

- 전자가 염다리와 
용액을 타고 다닌
다고 헷갈릴 수 
있다.

- 음극과 양극, 혹
은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정말 
헷갈린다!!

- 전지 전위가 농도
와 관계없다고 생
각할 수 있다.

5.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생각은 
무엇인가

- 산화라는 말은 산
소를 더한다는 말
이라 생각할 수 
있다.

- 물이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반쪽 전위를 잴 
수 없으므로 금속
이 전해질에 잠겨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다.

- “칼카나마알아철
니…”

- 수소의 표준 환원 
전위가 0인 것이 
수소 전극의 화학
적 성질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6. 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19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7. 교수 절차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그 전략
을 사용한 이
유

- 화학 전지가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도입하여 학
생들의 흥미를 끈다.

- 산화-환원 반응식을 여럿 맞춰보며, 산화 환원 반응에 물이 참여함을 확인한
다.

8. 이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
을 확인하는 
방법

-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을 통해 어려움을 확인함
-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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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should support instruction 

to satisfy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and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solving new problems by creatively using acquired 

knowledge. For this, the professors are required not only to develop the content 

of major, but also to develop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including the 

knowledge of curriculum, students, instructional strategies, assessment, and 

orientation to teaching. Currently, the university is conducting instructional 

consulting to develop the professors' teaching expertise, and through this, the 

professors are being checked the problems represented in class. Nevertheless, the 

teaching expertise of professors is still not that much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nd provide a method for improving the professors' teaching 

expertise.

However, studies that have analyzed teaching practice of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are very insufficient. Therefore, as a basic study, 

Study Ⅰ analyzed the professors' teaching practice based on CHAT, and Study Ⅱ 

analyzed the professors' level of teaching expertise based on PCK. PC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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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pecific and may appear differently based on the professors' context or 

experience of teaching and learning, but it is likely to be implicitly revea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rumental framework for professors to 

capture and document their PCK. Content Representation(CoRe) could help 

professors to clarify their PCK because it provides an overview of a particular 

topic and how its content is conceptualized. Therefore, after using CoRe as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professors' teaching expertise, Study Ⅲ analyzed the 

influences of the CoRe upon the teaching expertise of the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based on PCK.

Study Ⅰ is a case study on teaching practice of the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based on CHAT. Two professors from the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located in Chungcheong-do participated. After collecting 

their syllabi, their teaching practice were observ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analyse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professors had 

difficulties due to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other components in 

their activity system, and they solved these contradictions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Professor A, his orientation to teaching and the assessment system that 

emphasized research rather than teaching contradicted with each other. He searched 

alternatives to improve his instruction through participating in programs such as 

instructional consulting or a community between professors. In addition, his 

orientation to teaching, the level of students required by society, and the level of 

actual ability of the students contradicted with each other. He applied instructional 

strategy in which lecture and seminar style were combined, and provided feedback. 

Professor B had a contradiction between his orientation to teaching and the lack of 

ability of the students. In order to resolve this, he taught a class in which 

questioning and problem solving activities were included. As he taught a class not 

directly related to his discipline, he had a challenge of understanding content. He 

complemented this challenge with learning through another textbooks or internet. 

Both professors commonly encountered contradiction related to students'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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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sed strategies to resolve it. At this time, the extent of providing opportunities 

to students' participation was different between two professors. Meanwhile, both 

professors preferred to continue their own strategies, because they observed 

positive changes in students' learning. In other words, the success experiences of 

two professors influenced to their teaching practice.

Study Ⅱ is a case study on the level of teaching expertise of the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heir teaching expertise were analyzed 

based on PCK. Two professors from the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located in Chungcheong-do participated. After collecting their syllabi, their classes 

were observ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classes. As a result, both professors' orientation to teaching was not only 

related to learning content knowledge, but also developing job competencies or 

communication skills. Their orientations wer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ituation. After establishing the final learning goals, the professors 

organized weekly plan by listing the topics. However, they were unaware that the 

goals of each topic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in the class. Also, one of them 

presented a lack of directly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showed low specific understanding of what aspects of the topics make students 

difficult to learn. In addition, both professors applied various teaching strategies 

such as giving examples, questioning, and problem solving, but the extent of 

students' participation was not enough in the process of teaching. In the aspect 

of assessment, the professors had low understanding in students' achievement or 

feedback.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find and provide strategies 

that can help the professors' teaching practice. Accordingly, a study was conducted 

that using CoRe to the professors, an instrumental framework for capturing and 

documenting PCK.

Study Ⅲ analyzed the influence of instructional design using CoRe on teaching 

expertise of professors in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based on PCK. Three 

professors from the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located in Chungche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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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d. After collecting their syllabi and observing teaching practice, an 

orientation was conducted. Thereafter, CoRes written by the professor were collected 

twice, and based on this, the professors' teaching practice were observ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rough instructional design 

using CoRe, the professors tried to not only clarify the learning object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but also reflect them in their teaching practice. In 

addition, they established the teach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s in the unit. As the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students' 

achievement, they selected the assessment methods and applied them in the teaching 

practice. In some cases, they have more concretely considered the role of the 

professors to motivate students through CoR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structional design using CoRe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professors' teaching expertise.

However, there was a point in which the influence of using CoRe was limited, as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ors' perception did not always lead to a improvement 

of the teaching expertise. The professors lacked presenting learning objectives 

specifically and explained students' misconceptions without inducing new concepts. 

They also presented a shortage of considering students' prior knowledge. They 

lacked providing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lass, and in some 

cases, their assessment methods were not effective. Therefore, if a way to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is sought and utilized, the effect of using CoRe in 

higher education could be enhan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we 

discussed the way of complementing and utilizing CoRe to develop the professors' 

teaching expertise.

Key words: professor, teaching expertise, college of science-engineering, CHAT, 

PCK, CoRe 

student number: 2017-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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