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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식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통합적,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로서 학자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되고는 있으나 교실 수업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교사의
지식은 가르치는 방법, 수업의 내용과 과정, 학생의 학업성취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과제를 선택하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과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교수학적 지식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여 지식이 표면화되는 교실
에서 수업과 교사의 지식과의 명료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재재구성, 교수법적용, 개
념재해석, 피드백제공으로 선정하고, 두 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10차시의 수
업을 관찰하여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수업 관찰 자료
는 수업에서 수행된 활동 및 과제들로서, 이를 TIMSS 비디오 연구의 수업 분석 준거를 바탕으
로 본 논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별로
나타나는 수업 양상을 활동 및 과제들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에 비추어 분석한 결과, 교재재구
성, 개념재해석 요소와 관련된 교수학적 지식은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에서 개념유도의 성
격과 유형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고, 교수법 적용, 피드백 제공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다양
한 과제/한 가지 상황에서 보충/반복의 성격과 유형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또한 각각
의 활동과 과제는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풀이법이나 증명,
절차를 창안하는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과제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예비 교사교육, 교사 재교육, 교사연구 등에서 학
교교육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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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재구성, 실행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각
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에
서 교육과정의 변화 못지않게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는 교육과정 실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Hord, Rutherford, Austin & Hall, 1987). 이론과 실제의 능동적 매개체
로서, 능동적 자아 개발자로서, 교수 활동의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사결정의
참여자로서(Klein, 1992), 교사는 개발자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는 ‘우편배달부(curriculum
deliverer)’가 아닌 학교수준에서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박윤경, 2003)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 그것을 배우는 방법, 교사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고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는 교육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
었다.
또한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전통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
하는 존재라기보다, 학생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러한 의미가 진화되고 구성될 수 있
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박현주, 2005),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으로서 교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수학 학습지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교사의 교과에 대한 지식이 꼽혀지기도 하는데(Ernest, 1989), 이는 교사가 학습 지
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도 방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에 대한 지식과 관련
된 문제(Dossey, 1992)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교사의 수학 학습지도 활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수학 지식이 꼽혀지기도 하고(Raymond, 1997), 수학교사들
이 학교 수학에 대한 개념을 심화하고 통합하고 확장시켜야 비로소 수학교육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teffe, 1990). 따라서 변화된 교육과정이 효과
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지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지식은 하나의 연속체(Marks, 1990) 혹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합적으
로 기능하는 하나의 체계(Fennema & Franke, 1992)로 간주되기도 하며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
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 지식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통합적,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이종욱, 2005)로서 신념(belief), 관념(conception) 등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다양하고,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Coc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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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uiter & King, 1993; Fennema & Franke, 1992; Shulman, 1987)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식은 가르치는 방법, 수업의 내용과 과정, 학생의 학업성취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박임숙, 2000; Brophy & Good, 1986; Fennema & Franke, 1992; Lehrer & Franke, 1992;
Leinhardt & Smith, 1985; Manouchehri, 1998), 수업을 계획하고 과제를 선택하고 학생을 평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다. 또한 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표면
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지식과 수업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
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교사 지식과 관련된 연구는 현직교사(김미월, 2001; 김원경, 김용대, 2002; 박임
숙, 2000; 변지영, 2005; 이경은, 2007; 이종욱, 2005) 혹은 예비교사(박경민, 2001; 박수정,
2002; 서관석, 전경순, 2000; 한운성, 2004; Ball, 1990; Buckreis, 2000; Cha, 1999; Ebert, 1994;
Even, 1989; Howald, 1998; Khoury & Zazkis, 1994; McGehee, 1990; Simon, 1993; Tirosh &
Graeber, 1989)를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와 관련된 교사의 지식 상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
분으로서, 실제 교사 지식과 교수 상황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앞서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지식, 특히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인 교수학적 지식이 수업에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 지식과 수업과
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교사 지식에 관한 문헌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두 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10차시의 수업을 관찰하
여 수업에서 수행된 활동 및 과제들의 수, 성격, 유형, 수행기대 등을 분석하였다. 즉, 교사
지식은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수업 중 표면화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TIMSS 비디

․

오 연구의 수업 분석 준거 틀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 중 활용된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를 분석하였다.

Ⅱ. 교사 지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동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던 시기에 교사에 대한 연구는 관찰 가능한 교사의 행동과 교수
(teaching) 기술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교사의 지식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면서
교사들의 행동과 교사들이 해야 할 것을 중시하던 연구에서는 교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러한 지식이 형식적인 교사 교육과 교실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습득되었는지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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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모아졌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질적 연구와 해석학적 연구 방법이 강조됨에 따
라 교수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다면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상호
작용적 요소를 갖는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교사 지식은 측
정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Lehrer & Franke, 1992), 교사의 지식을 규명하고
세분화하려는 노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진행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교사 지식의 의미와 교수학적 지식의 의미, 그리고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에의 시사점을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문제 형성의 토대로 삼는다.

1. 교사 지식의 의미와 분류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교사 지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이 중요한 논제로 제기되었다. Leinhardt & Smith(1985)는 교사 지식의 두 가지 핵심적인 영역
을 수업 구조 지식(lesson structure knowledge)과 교과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으로 구분하
였다. 지식에 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여 ‘가르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한 Shulman(1987)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으로 일
곱 가지-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일반 교수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교육과
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학습자에 대한 지

․ ․

식, 교육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 목적 목표 가치에 대한 지식-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원천(sources)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학문적 지식, 교육제도 상에서 나타나는 교재 및

․

상황,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 실제로부터 얻어진 안목(wisdom)을 꼽았다. Shulman은
교사의 지식에 대한 연구에서 독특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로서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transmission)’을 강조한 응용과학적 교수관과는 달리 교육내용의 ‘질적 전환’ 혹은 ‘변환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대안적인 교수관을 제시하며, 교사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민윤, 2003).
Gudmundsdóttir(1988)는 Shulman의 연구를 재해석하여 교사의 지식을 내용지식, 교수학적
지식, 일반 교수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학습자 지식(knowledge of learner)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지식과 교수학적 지식은 Shulman이 제시한 것과 유사한 반면, 일반 교수학
적 지식과 학습자 지식은 보다 심화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일반 교수학적 지식’은 교과
내용과는 구별되는 교수학적 지식으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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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비논리적인 교수 지식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교수 지식으로 교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교실을 통제하
는 것과 같은 교사들의 학급경영 기술이 포함된다. 논리적인 교수 지식은 이론을 근거로 하

․ ․

는 수업방법에 대한 지식들로서, 시간 배분 강의 집단 토론 등에 대한 방법들이 포함된다.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이나 Bruner의 지식의 표상방식 등과 같은 학습이론도 여기에 해당
한다. ‘학습자 지식’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서, 일반적인 학습자 지식과 교실에서 나타나
는 학습자 지식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학습자 지식은 일반적인 10대들의 특성과 같은 것
을 의미하고,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지식은 특정 학생의 사전 지식이나 선개념, 오개념
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Grossman(1990)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지식의 영역을 ‘일반 교수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교과 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맥락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xt)’으로 구분하였다. Grossman는 교과
내용지식을 구문론적 구조와 실재적 구조 및 내용으로 구분하는 한편, 일반 교수학적 지식에
는 교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과 신념, 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Shulman(1986, 1987)의 연구
를 확대시켜 교수학적 지식을 정의한 Grossman은 교수학적 지식의 네 가지 주요 요소-교수
목표에 대한 지식과 신념, 학습자의 이해 및 오개념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
수전략 및 표상에 대한 지식-를 설정하였다.
Marks(1990)는 ‘교과 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과 ‘일반 교수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을 교수(teaching)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식으로 간주해 온 전통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세 번째 지식으로 선정하
였다. Marks에 따르면 교과 내용지식이란 특별히 교수-학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
반적인 교과에 관한 지식이며, 일반 교수학적 지식 또한 마찬가지로 교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교수학적 지식이란 교과의 교
수-학습에 관한 지식으로, 교과 내용지식과 일반 교수학적 지식 중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이 두 지식이 함께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Marks는 교사의 지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연속체로 규정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교과 내용
지식, 교수에 적합한 교과 내용지식, 미결정된 교과 내용지식과 교수학적 지식,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적 지식, 통합된 교수학적 지식-로 구분하였다.
한편, Fennema & Franke(1992)는 교사가 아는 것이야말로 교실에서 행하는 것,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교사 지식의 구성요소와 교실 수업 및 학습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Fennema
- 389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 Franke는 교사 지식을 수학에 대한 지식, 수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
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의사결정으로 구분 짓고,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
써 교사 지식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신념은 교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
나, 이는 하나의 연구 주제이므로 교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즉, 주어진 맥락 속에서 상황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지식을 모델의 중심에 놓고, 이러한 상황
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사 지식이 교사의 신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사 지식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통합적,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이종욱, 2005)로
서, 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사 지식을 분류하여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는 어려운 일
이다(Lehrer & Franke, 1992). 즉, 많은 연구들은 수학교사 지식의 요소로서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학습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earning)’, ‘수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을 꼽으면서도 교사 지식은
한두 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는 획일적인 대상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

․

합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체계(system)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의 구성 교수 방

․

법 학생의 학업성취 등은 교사의 지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Brophy & Good, 1986;
Fennema & Franke, 1992; Lehrer & Franke, 1992; Leinhardt & Smith, 1985; Ma, 1999;
Manouchehri, 1998),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계속적인 변화를 겪는 것(Fennema & Franke,
1992; Fernández-Balboa & Stiehl, 1995)으로 교사 지식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성요
소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수(teaching)’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수학적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중심으로 교사 지식의 의미를 다룸으로써 교사 지식과 수업
실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교수학적 지식의 의미와 구분
교수학적 지식은 교과 내용지식을 가르치는 방법(Shulman, 1987), 교과 내용지식과 일반적
인 교수학적 지식의 통합(Marks, 1990), 일반적인 교수학적 지식을 교과 내용지식과 관련시킨
것(Lehrer & Franke, 1992), 교과 내용지식을 교수학적 추론의 한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
는 것(Cochran, DeRuiter & King, 1993)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Shulman이 교수학적 지식에 주
목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순수 학문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문제는 교사 지식의 탐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교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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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ulman(1986)은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의 유형 중 하나로서 교수학적 지식에 주목
하였다. 교수학적 지식이란 내용지식과 교수법을 혼합한 것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식을
그 내용을 가르치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교사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단순한 내용지식 이상의 것으로,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형
태로 변환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한 지식을 지칭한다.
자신의 교과에서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그 개념을 가장 유용하게 표현하는 형태, 가장 훌
륭한 유추 방법, 설명, 예증, 증명에 대해 아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그 주제를 이해하도록
표현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그것은) 쉽거나 어려운 내용이 어떤 것
인가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나이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가지게 되는 학습에 대한 개념과 사전 학습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Shulman, 1986).

Shulman은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지식을 재조직할 수 있는 전략을 교수학적 지식에 포함시
키면서, 학생들이 형성하는 오개념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특별한 개념
을 가르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교수학적 지식의 예로 제시하였다.
한편 Shulman의 연구(1986, 1987)를 확대시켜 교수학적 지식을 정의한 Grossman은 교수학적
지식의 네 가지 주요 요소-학년별 교수 목표에 대한 지식과 신념, 학습자의 이해 및 오개념
에 대한 지식, 교수자료에 대한 지식, 교수전략 및 표상에 대한 지식-를 설정하였으며,
Ernest(1989)는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실제적인 교수경험을 통해 학습된
다고 주장하였다.
일반 교수학적 지식과 내용 중심의 교수학적 지식을 구별한 Marks(1990)는 교과 내용지식
(subject matter knowledge)과 일반 교수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을 통합한 교수학
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세 번째 지식으로 선정하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
음 [그림 1]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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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수학적 지식

교과 내용지식

교수학적 지식

교

수(teaching)

[그림 1]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식(Marks, 1990)
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교수학적 지식을 재해석하고 앎과 이해의 능동적 측면과 환경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교수학적 내용의 앎(Pedagogical Content Knowing)을 제기한 Cochran,
DeRuiter & King(1993)은 교수학적 지식을 교과 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학습자 지식, 환경맥
락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Cochran, DeRuiter & King에 따르면, 교수학적 지식은 내용
전문가와 교사를 구분 짓는 것으로서 교사가 자신의 교과 내용지식(가르칠 내용에 대하여
아는 것)을 교수학적 지식(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 것)에 관련지음으로써, 교과 내용지
식이 교수학적 추론의 일부분이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교사가 교과 내용
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이해하며 교과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 은
유, 사례, 문제, 설명, 교실 활동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교
재를 조정하여 맞추어 감으로써 진행된다.
Fernández-Balboa & Stiehl(1995)는 Grossman의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분류를 바탕으로 15

～

년 31년간 재직한 10명의 대학교수와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와 상관없이 유능한
교사가 지녀야 할 교수학적 지식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교수학적 지식의
요소로 교과 내용, 학습자, 교수 전략, 교수 맥락, 교수 목적이 꼽혔으며 각각의 요소들의 통
합적인 적용이 강조되었다. 즉, 효율적인 교수를 위해서 교사는 교수 맥락에 대한 정확한 분
석과 전략으로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학생들
에게 적합한 교수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선형적으로 일어난다
기보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5명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제시한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범주화한 van Driel, Verloop & de Vos(1998)에 따
르면 교수학적 지식의 개념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교과 내용에 관한 표현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교수학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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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식의 주요 요소로 꼽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는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첫째, 교수학적 지식은 특정한 주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육학이나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 둘째, 교수학적 지식은 특정 주제를 가르치
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교과 내용지식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셋째, 교수학적 지식은 교실
에서의 실제 수업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계발된다.
교사가 교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되는가에 주목
한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
록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
은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떤 한 가지 관점만
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수학적 지식은 교사에 의한 지식의 변환 과정
을 건전하게 통제함으로써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파손되는 것을 감소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학적 추론
교수학적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미 알고 있는 교과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가르치는데 유용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용한
표상, 발상의 통합, 예와 반례의 명료화, 유익한 유추, 중요한 관련성, 발달의 연계뿐만 아니
라, 특정 주제의 학습을 어렵거나 쉽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선개념(preconception) 혹은 오개념(misconception)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Shulman, 1986).
교수학적 지식은 일련의 주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 변화되는데 Shulman(1987)은 이 과정
을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모델(A model of pedagogical reasoning and action)’로 설명하였다.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은 교사의 지식이 실제 수업에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교사의 지식과 수업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로서 작용한
다. 이 모델은 이해(comprehension), 변환(transformation), 수업(instruction), 평가(evaluation), 반성
(reflection), 새로운 이해(new comprehension)라는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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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 1>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모델 (Shulman, 1987)
행 동

이해
(Comprehension)

교육목적, 교과 내용 구조, 교과 안팎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
준비: 교재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 구조화 및 배열, 교육과정 레퍼토리
에 대한 개발, 목적의 명료화

변환
(Transformation)

표현: 유추, 은유, 사례, 예증, 설명 등의 표현 방법 결정
선택: 교수 유형 및 방법 선택
적용: 학생들의 개념, 선개념, 오개념, 언어, 문화, 동기, 성별, 나이, 학습능
력, 태도, 흥미, 자아개념, 주의력 등을 고려

수업
(Instruction)
평가
(Evaluation)
반성
(Reflection)
새로운 이해
(New Comprehensions)

맞춤: 특수한 학생들을 위한 변환
학급운영, 내용제시, 상호작용, 집단 활동, 교과, 유머, 발문, 발견학습, 탐구
학습, 관찰 가능한 형태의 교실 수업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확인
수업 혹은 단원의 끝부분에서 시행되는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평가
교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 및 경험에 대한 조정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복습, 재구성 및 비판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한 설명
목적, 교과 내용, 학생, 교수, 교사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통합

Schulman의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 모델의 여섯 단계 중 첫 번째 ‘이해’ 단계는 가르칠 내
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다른 내용들과 관련시키면서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사가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내용지식을 교수학적으로 강력하면서도 적절하도록 변환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변환’ 단계는 교수 추론의 핵심과정으로 네 가지 세부 단계-준비(preparation), 표현
(representation), 선택(selection), 적용(adaption), 맞춤(tailoring)-로 나누어진다. 교사는 수업에 앞서
교과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교재를 구조화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할 레퍼
토리를 개발하고(준비), 유추, 은유, 사례, 예증, 설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과 내용을 바꾸며(표현),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교수유형과 방법을 선택한
다(선택). 이때 학습자의 선개념, 오개념, 성별, 동기, 문화, 능력 등을 고려하면서(적용), 학습
자의 상황에 적합한 변환을 준비한다(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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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업’ 단계는 다양한 교수 행위들이 나타나는 단계로,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을 고

․

․

․

려하여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발견학습 탐구학습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절한다.
넷째, ‘평가’는 교재 및 학습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해정도에 대하여 교
사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의 이해는 교과 및 학습내
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야말로 교수학적 내용지식이 발휘될 수 있
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다섯째, 개발된 자료 및 전반적인 수업 활동 과정에 대하여 교사가 자신의 교수를 평가하
는 과정은 곧 ‘반성’으로 이어진다. 교수-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며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자
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반성’ 단계에서는 분석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목적에 견주어 실
제 수업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섯째, 교사는 반성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목적, 교과 내용, 학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Schulman의 교수학적 추론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해

변환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

교과내용의 재구성

교수

새로운 이해

가르침에 대한 탐구

교과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반성

평가
학생의 이해 및

교수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

[그림 2] Shulman의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과내용에 따라 학
교급별로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순서 또한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반성’을 통한 ‘새로운 이해’의 형성은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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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수학적 추론을 통하여 교사는 새로운
교수학적 지식을 형성하고 보다 발전된 이해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반성’이 항상 ‘새로운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성과 적용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Fernández-Balboa & Stiehl, 1995).
Gudmundsdóttir(1988)는 Shulman의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수정하여 의도된 교육과정, 준
비, 변환, 적용, 맞춤, 교수라는 여섯 가지 과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교수학적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의도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지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 목표, 교수를 위한
자료들을 의미한다. 둘째,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첫 번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준비’는
Shulman의 ‘이해’와 ‘변환’ 단계의 일부를 합친 것으로 가르치기 이전단계이다. 교사들이 실
제 수업에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수업 이전, 즉 준비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과 내용지식과 교수학적 지식이 상호작용 하면서 교재의
아이디어를 다루고 교수 레퍼토리를 준비하게 된다. 셋째, 교사가 교육과정을 다루면서 가지
게 되는 이야기(story)와 아이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변환’ 단계에서는 선택한 이
야기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진행된다. 넷째, ‘적용’ 단계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삶을 관련짓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의 현실 세
계와 교육과정을 연결시키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Gudmundsdóttir는 ‘준비’ 과정을 통한 계획을 교수 활동의 근
간으로 간주하면서도 학생들이 존재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변환’과 ‘적용’이야말로 ‘교수’의 주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섯째,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모델을 도식화 한 것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재단사가 고객의 체격조건에 따라
옷을 맞추듯이 교사가 교육과정을 학생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한 ‘맞춤’ 단계를 ‘적용’
단계가 확장되어 개별화된 것으로, 여섯째, 이러한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교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Gudmundsdóttir, 1988).
Gudmundsdóttir(1988)의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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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과정
교 수
의도된
교육과정

준비

변환

내용

교수학적

지식

지식

적용

일반

학습자에

교수학적

대한

지식

지식

[그림 3]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모델(Gudmundsdóttir, 1988)
교사의 교과 내용지식은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복잡한 학습 과
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여 개념이나 다양한 대안적인 방
법들을 강조하기 보다는 단순한 사실과 알고리즘에 치중하게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활
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박임
숙, 2000; Ball & McDiarmid, 1990). 따라서 교사는 가르칠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아이디
어, 즉 발생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그 지식이 학생의 수준으로 초등화되
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박수정, 2002). 그러나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한 일
반적인 지식의 양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덧셈과 뺄셈에 관한 문제 풀이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교사 40명
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Carpenter, Fennema, Peterson & Carey(1988)에 따르면,
교사들이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교수학적 추론의 성공적인 수행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교사
개인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어떻게 변환하느냐의 문제, 즉 교사의 교
수학적 추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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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교사 지식, 특히 교수학적 지식의 의미와 공통적인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교수학
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선정한다. 둘째, Shulman과 Gudmundsdóttir에 따르면 교사 지식은 ‘교
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표면화된다. 따라서 교수학적 추론을 통해 나타나는 수업 중 활
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를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적 지식이 수업 중 나타나는 양상
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수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의 분석준거를 설정하고, TIMSS 비디오
연구를 참조하여 고등학교 함수단원 수업에서 활용되는 활동 및 과제에 나타나는 수업 분석
준거를 설정한다. 비참여적 관찰을 통해 2인의 수학교사의 함수단원 수업을 관찰하고, 설정
된 교수학적 지식의 분석준거와 활동 및 과제를 통해 본 수업 분석준거를 양축으로 하여 수
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과 실제 수업의 양상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교수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교사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교사가 교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되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맥락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장의 상황
파악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양적인 파악만이 아니라
질적 방법에 의한 파악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명희, 1998). 본 논
문에서는 교사의 지식에 대한 사례연구의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민윤, 2003;
한운성, 2004; Cavey, Whitenack, & Lovin, 2006; Geddis & Wood, 1997; Marks, 1990; Tirosh,
2000)를 고려하여 수업 중 나타나는 수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의 양상을 양적 뿐 아니라 질
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수업관찰은, 교사의 행위에 대한 일체의 간섭 없이 ‘비참여적 관찰’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D여고 두 교사 A, B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함수’ 단원 수업에
서 각각 10차시씩을 녹화하였다. D여고는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하고 중이었으며, A교사는 ‘중’ 수준의 학급에
서, B교사는 ‘상’ 수준의 학급을 가르치고 있었다. 두 교사 모두 각각 11차시의 수업을 실시
하였으며 그 중 10차시씩을 녹화한 후 수업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업을 진행한 두 수학교사는 교직경력은 동일하였으나 학문적 배경 면에서는 다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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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사 A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교과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학생들의 오개
념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이었던 반면, 교사 B는 화학과를 졸업한 후 수학과로 편
입하고 졸업 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함으로써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수학 내용학에 대한 수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도 대수학에 관한 것이었
다. 관찰된 수업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함수단원으로서 함수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
워하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이종희, 1999), 학교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함수 개념에 대한 이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
과(Fennema & Franke, 1992; Wilson, 1994)가 제시되기도 한 수학 영역이다.

1. 교수학적 지식의 분석준거 설정
교수학적 지식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구성요소는 달라진다. 개념의 도입, 설
명, 주제의 표현 혹은, 대안적 정의나 유추의 제시와 활용 등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나,
‘주어진 교과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
다.
또한 Dewey이래로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교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
된다. 학습자가 다르면 비슷한 학습목표라 할지라도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McEwan & Bull, 1991). 교사는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단기간의 수학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이해 면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Carpenter, Fennema, Peterson, Chiang
& Loef, 1989).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도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김두정, 2006)도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습내
용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사전개념, 오개념 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
한 교사의 지식은 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
번 형성된 오개념은 교사가 학생들의 사전개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욱 강화된다

․

․

(Grossman, 1990)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행지식 사전개념 오개념 등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이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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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표 2>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 요소

Shulman(1986)

교과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방법, 학생들의 오개념을 고려한 교수전략

Grossman(1990)

교과 내용, 학습자에 대한 이해, 수업 전략, 교수 상황, 교수 목적

Marks(1990)
Cochran, DeRuiter &
King(1993)
Bolte(1993)
Fernández-Balboa &
Stiehl(1995)
Geddis & Wood(1997)
Howald(1998)
Cha(1999)

이상의 연구결과들과

교과 내용, 수업 과정, 학습자에 대한 이해, 수업 매체
교과 내용, 교수법, 학습자에 대한 지식, 환경
개념의 도입, 설명, 지식의 구성, 표현, 주제의 배열, 평가
교과 내용,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수 맥락, 교수 목적
학습자의 선개념, 교과내용의 표상, 수업전략, 교육과정 자료, 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한 지식
대안적 정의의 제시와 활용, 유추의 제시와 활용, 표현 양식
교과 내용, 사전 학습 경험, 수학의 본질에 대한 개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오개념, 교수 목적, 학습형태

Ⅱ장에서의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적 지식

의 구성요소를 크게는 ‘적절한 교수 방법의 구안’과 ‘학습자에 대한 인식’으로 보았으며, 이
에 대한 하위 요소로 교재의 재구성과 교수법의 적용, 개념의 재해석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
한 교사의 피드백 제시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의미와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교수 방법의 구안’과 관련한 교수학적 지식에는 학생 지도를 위하여 교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와 관련된 지식이 포함된다. 즉, 교

․

사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자, 교수-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교과서 등
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교재에 가장 적절한 수업조직, 수업형태 등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둘째, ‘학습자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개념 재해석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제시로
구분하였다. 교사가 학습자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교사의 수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함수 개념 지도 시 일반적으로 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함수의
정의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Even, 1989) 학생들의 지도를 위

․

하여 함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은유 유추 등을 활용하는가는 교수학적
지식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사전개념, 선행개념, 오개념, 오
류, 수준 등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지식을 학습자에 대한 인식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 400 -

활동 및 과제의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수학을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다. 이러한 교사의 지식은 교수학적 추론과 행동의 과정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다.
종합하면, 교수학적 지식(PCK)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내용은 네 가지로서 PCK I, PCK II,
PCK III, PCK IV이라 분류하였다. 각 요소별 설명과 코딩 기호는 다음 <표 3>에 요약하였
다.

교사
지식

<표 3>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PCK)의 분석준거
구성요소
설명
적절한
교수방법
의 구안

교수
학적
지식

교재 재구성

․

학습자 사전경험 수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적절히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재구성된 교재를 지도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업방법
교수법 적용 에 대한 지식으로 수업조직, 수업형태 등에 관련된
지식

교육과정의 선수학습요소, 학습자의 사전개념, 수준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지도를 위하여 수학적 개념을
학습자에 개념 재해석
재해석한 것으로, 함수 개념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
대한
는 것에 관한 지식
인식
교사의 수업진행 과정 중 제기되는 돌발적인 상황에
피드백 제공
대한 교사의 대처방식에 대한 지식

PCK 코딩
분류 기호*
PCK

Ⅰ

PCK

Ⅱ

PCK

Ⅲ

PCK

Ⅳ

PCKCR

PCKCI

PCKRF

PCKTR

*PCKC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bout Curriculum Reconstruction
(교재 재구성에 대한 지식)
PCKCI: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bout Classroom Instruction
(교수법 적용에 대한 지식)
PCKR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bout Reinterpretation of (function) concept
(개념 재해석에 대한 지식)
PCKT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bout Teacher's Respond to Unexpected questions
(학습자의 돌발적인 질문에 대하여 교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

2. 활동 및 과제 분석 준거
일반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교사가 보다 훌륭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Marsh & Willis,
2003). Ma(1999)는 기초 수학 지식에 대한 심오한 이해(profound understanding fundamenta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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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유능한 수학교사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
사의 지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교
사의 지식과 수업 사이에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사의 지식과

․

수업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 발전하게 되므로 교사의 지식에 대한 논의
는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의 지식은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통
하여 표면화된다는 Shulman 등의 제안과 학생들은 수업 중 제공되는 과제에 더 의존한다는
연구결과(김두정, 2006)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사의 지식 탐색을 위하여 수업 중 진행되는
활동 및 과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사의 지식은 수업자료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의 간섭을
최소로 한 채, 교사의 지식이 잘 표현되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교수(teaching)는 신념, 지식, 관념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한 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 전개되는 것으로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명료하게 설명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교사 지식이 수업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국제 교육성취도

․

평가 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제3차 수학 과
학 교육성취도 국제비교연구(The 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의 비

․

디오연구에서 활용한 수업 분석준거를 본 논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TIMSS의 비디오연구는 독일, 일본, 미국 8학년 수학 수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양적 지표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의 관찰척도를 개발하고,
국가 간 실제 교실 수업을 비교한 것이다(Stigler et al., 1999). 이는 교사의 지식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본 논문의 의도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 생각되어,
TIMSS 비디오연구의 분석준거 중에서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라는 세 가지 요
소를 교사 지식이 수업에 나타나는 양상의 분석준거로 설정하였으며, 의미하는 바와 설정근
거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활동 및 과제의 ‘성격’은 개념제시, 개념유도, 심화, 보충/반복으로 상세화된다. 이때
개념이란 일반적인 수학적 원리(principles), 성질(properties), 정의(definition)와, 공식(formula)이나
정리(theorem)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제시(Concept Stated: CS)는 어떤 설명이나 유도 없이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경우로 일대일 대응이 무엇인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상
수함수가 무엇인지가 수학적 정보 그 자체로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경우이고, 개념유도
(Concept Developed: CD)는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나 학생이
증명이나 실험 등을 통하여 개념을 유도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이다. 또한 심화(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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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Increase: AI)는 수학적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연산이 추가된 경우를, 보충/반복
(Application Complexity Decrease: AD)은 난이도가 감소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활동 및 과제의 ‘유형’이라는 분석준거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과제/하나의 상황(One Task/One Situation: T1S1)-하나의 과제가 한 가지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경우, 다양한 과제/하나의 상황(Multiple Tasks/One Situation: TMS1)-한 가지 수학적 상황이 제
시되고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과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과제/다양한 상황
(One Task/Multiple Situation: T1SM)-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습문제를 푸는 경
우, 다양한 과제/다양한 상황(Multiple Tasks/Multiple Situation: TMSM)-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연
습문제가 소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그래프 등을 이용한다면 이는 다양한 과제를 이용하여 이차함
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한 가지 상황을 학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활동 및 과제의 ‘수행기대(performance expectation)’는 과제를 통하여 교사가 학습자에
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새로운 상황에의 적
용,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으로 구분하였다.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Practice Routine
Procedures: PRP)이란 이미 학습한 풀이 방법과 절차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문제를 푸는 경우
에 해당한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연습을 목적으로 활동 및 과제가 진행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함수의 정의를 학습하고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정의를 바탕으로 배운 후, 여러
가지 식이나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새로운 상황에
의 적용(Apply Concepts in New Situation: ACNS)은 이미 학습한 개념이나 절차를 새로운 상황
에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학습한 후, 실생활 맥락
에서 제시된 문제를 푸는 경우이다.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Invent New Solution/Think:
INST)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풀이법, 증명, 절차 등을 창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 후,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스
스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교수학적 지식이 수업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 설정한 활동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 분석 준거는 <표 4>에 정리되었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과 코
딩기호는 <표 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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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소

<표 4> 활동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 분석 준거
구분
수업 중 나타나는 형식
개념제시
(Concept Stated)

활동
및
과제의
성격

개념유도
(Concept Developed)
심화
(Application Complexity Increase)
보충/반복
(Application Complexity Decrease)

활동
및
과제의
유형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
(One Task/One Situation)
한 가지 과제/다양한 상황
(One Task
/Multiple Situation)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
(Multiple Tasks
/One Situation)
다양한 과제/다양한 상황
(Multiple Tasks
/Multiple Situation)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Practice Routine Procedures)

수행
기대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Apply Concepts in New Situation)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
(Invent New Solution/Think)

기호 분석단위

어떤 설명이나 유도 없이 교사나 학생
들에 의해서 개념이 제시되는 경우로 CS
서 수학적 정보 그 자체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기 위하여 교사 혹은 학생이 개념을 유 CD
도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개념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난이도가
증가한 경우
개념이나
소하거나
는 경우
한 가지
주어지는

AI

절차적인 면에서 난이도가 감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 AD

교사의
수업진행
방식
&
교사발언

과제가 한 가지 상황에서만
T1S1
경우

여러 가지 상황(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T1SM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하여 한 가지
TMS1
수학적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

수업내용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
TMSM
결하는 경우
이미 학습한 풀이 방법과 절차를 이용
PRP
하여 정형화된 문제를 푸는 경우

교사의
수업진행
이미 학습한 개념이나 절차를 새로운
APNS
방식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
학생들이 자신만의 풀이법, 증명, 절차
교사발언
INST
등을 창안하는 경우

이와 같은 수업 분석준거 틀을 활용하여, 성격, 유형, 수행기대라는 세 가지 요소별로 각
각의 활동 및 과제를 재분류할 때 사용된 분석단위는 활동 및 과제에 담긴 ‘주제(수업 내용)’
와 ‘교사 발언(질문, 설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표 4> 참조). 특히, 수업 내용은 활동
및 과제의 유형요소 분석을 위한 정보로 사용되었고,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과 교사 발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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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설명)은 활동 및 과제의 성격요소와 수행기대요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로 사용
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적 지식 분석준거와 활동 및 과제 분석준거를 활용하여, 두 교사가 갖고 있
는 교수학적 지식을 조사하였고, 활동 및 과제의 유형, 성격, 수행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및 두 가지 분석의 연관성은 다음 장에서 기술하고 논의한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전 장에서 설정된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의 네 가지 구성요소(PCK I IV)와 TIMSS 비디오
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수업 분석준거-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를 활용하여,
본 장에서는 교사 지식을 열(column)로 하고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를 행(row)
으로 한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과 실제 수업에 나타나는 양상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4주간 2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수업을 10차시씩 녹화한 후, 수업 전사 자
료를 바탕으로 수업 중 전개되는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 중 ‘교재재구성(PCKCR)’의 경우, 활동 및 과제의 성격적인
면에서 볼 때 개념제시(CS)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몇 번이고, 개념유도(CD)로 나타내어지는
경우는 몇 번인지, 또한 심화(AI)의 형태인지, 보충/반복(AD)의 형태인지 등의 빈도수를 조사
하였다.

1. 교수학적 지식의 특징
수업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coding unit)를 추출하는 것이다.
교사의 지식은 수업 중 전개되는 활동 및 과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각 교사별로
교수학적 지식의 특징(구성요소)이 나타나는 활동 및 과제의 수를 차시별로 조사하였다.
수업 전사 기록을 보면서 각 수업에 담겨진 활동과 과제를 교수학적 지식의 네 가지 구성

․

요소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즉, 학습자의 사전 경험 수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교과서 외의 내용을 추가로 사용한 활동 및 과제는 교재 재구성에
관한 지식(PCKCR: PCK

Ⅰ)이 나타난 것으로, 재구성된 교재를 지도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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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택하여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PCKCI: PCK

Ⅱ)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질의-응

답식 강의 외에 추가로 다른 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교육과정의 선수학
습요소, 학습자의 사전개념, 수준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지도를 위하여 수학적 개념을 재해석
한, 수학적 개념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은 개념 재해석에 관한 지식

Ⅲ)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과서 혹은 학습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도록,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한 빈도수를 계산하여 피드백 제공(PCKTR: PCK Ⅳ)으로 분류하였다. 마
(PCKRF: PCK

지막으로 교사의 수업진행 과정 중 제기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식은 학생
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PCKTR)으로 분류하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
서 의도한 질의-응답 외에 학생들과 추가로 질의-응답을 실시한 횟수를 조사하였다. 총 10차
시 동안 각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가 나타난 활동 및
과제 수는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 교수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분한 활동 및 과제 수
재구성 교수법 적용 개념 재해석 피드백 제공
교수학적 지식 교재
(PCKCR) (PCKCI) (PCKRF) (PCKTR) 교사별 합계
교사 A

16

14

25

6

61

교사 B

29

6

44

9

88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이 수업 중에 나타난 활동 및 과제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교사 B의
활동 및 과제의 수가 88건으로 교사 A의 61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활동 및 과제의 비율
60
50
50
41
40
33
30

A
B

26
23

20
10

10

10

7

0
P CKCR

P CKCI

P CKRF

P CKTR
교수학적 지식

[그림 4] 교사 A, B의 교수학적 지식별 활동 및 과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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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한 반면, 교사 B는 일방적
인 강의식 수업을 전개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활동 및 과제를 제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는 각 교수학적 지식 구성요소별로 나타난 활동 및 과제의 비율을 나타낸다.
교사 A, B의 수업은 공통적으로 개념을 재해석(PCKRF)하고 내용을 재구성(PCKCR)한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실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학습 내용과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나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 저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순서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 재구성을 시도하게 만든다(김평국, 2005). 교사 A, B는 모두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과 용어들은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함수의 생성(합성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역
함수) 등과 같이 학습 개념을 재해석하거나 예제와 문제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실생활과 관
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을 시도하기도 하였
다.
교사 A가 모눈종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기회를 제공하거나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념 도입 시 진행된 제한적인 활동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활용한 주된 흐름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교수법 적용(PCKCI)과 관련된 활동 및 과제 수는 교사 A 수업의 경우 61건 중 14건으로
약 23%였으나, 교사 B의 수업에서는 88건 중 6건인 7%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설명 중심의 강의식으로 전개된 교사 B 수업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교수학적 지식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 이는 교사가 학습자
의 경험과 가르쳐야 할 교과의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김경자 외, 2004). 교사 A, B는 학습자의 사전 개념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념을 재
해석(PCKRF)하였으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고려한(PCKTR)
활동 및 과제는 6/61건, 9/88건으로 두 교사 모두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다.

2.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
앞서 III 장에서 밝혔듯이 수업 내용은 활동 및 과제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
사의 수업 진행 방식과 질문, 설명 등과 같은 교사의 발언은 각 활동 및 과제의 성격 및 수
행기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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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의하면 활동 및 과제에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 PCK I부터 PCK IV가 나타난 회
수는 교사 A가 16, 14, 25, 6건으로 총 61건이었고, 교사 B의 경우 29, 6, 44, 9건으로 총 88
건이었다.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에 따라 교사 A, B의 수업에 나타난 교수학
적 지식 61건과 88건을 상세 분류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수업 중 나타나는 활동 및 과제 분석
활동 및 과제
성격
유형
수행기대
교사지식 합계 CS CD AI AD T1S1 T1SM TMS1 TMSM PRP APNS INST
PCKCR

16

0

14

2

0

8

4

4

0

10

6

0

교사

PCKCI

14

0

6

1

7

3

1

10

0

11

3

0

A

PCKRF

25

2

17

1

5

19

0

6

0

22

3

0

PCKTR

6

0

2

0

4

2

0

4

0

6

0

0

61

2

39

4

16

32

5

24

0

49

12

0

PCKCR

29

0

15

8

6

17

4

8

0

26

3

0

교사

PCKCI

6

0

0

1

5

1

0

5

0

6

0

0

B

PCKRF

44

2

19

8

15

28

7

9

0

37

7

0

PCKTR

9

0

1

3

5

3

0

6

0

9

0

0

88

2

35

20

31

49

11

28

0

78

10

0

소계

소계

(단위: 개)

3.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과 수업
가. 활동 및 과제의 성격과 교수학적 지식
교사 A, B 모두 개념유도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비교적 많았다. 특히 교사 A는
전체 활동 및 과제 중 64%(39/61건)가 개념유도의 성격을 띠는 반면에, 교사 B는 활동 및 과
제 중 개념유도의 성격을 띠는 것이 39.77%(35/88건)이고 보충/반복의 성격을 갖는 것이
35%(31/88건)으로 비율이 비슷하였다.
위의 <표 6>에 나타난 각 교사 지식을 X-축으로 하고 해당 활동 및 과제의 성격을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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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활동 및 과제 수

활동 및 과제 수

20

18

18

16

16

14

CS
CD
AI
AD

12
10
8

14

CS
CD
AI
AD

12
10
8
6

6

4

4

2

2

0

0

PCKCR
PCKCR

PCKCI

PCKRF

PCKCI

PCKRF

PCKTR

PCKTR 교수학적 지식

[그림 5] 교사 A의 활동 및 과제의 성격

교수학적 지식

[그림 6] 교사 B의 활동 및 과제의 성격

교사 A의 경우, 교재 재구성, 개념 재해석은 개념유도(CD)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교수법 적용과 피드백 제공에서는 보충/반복(AD)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교
사 B의 경우도 교재 재구성, 개념 재해석은 개념유도(CD)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교
수법 적용과 피드백 제공에서는 보충/반복(AD)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즉,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설명할 때 교수법의 다양화를 통해서라기보다 교재를 재구
성하고 개념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적지식

교사

<표 7> 수업 중 제공된 활동 및 과제의 성격
교사 A
교사 B

교재 재구성

개념유도-심화

개념유도-심화-보충/반복

교수법 적용

보충/반복-개념유도-심화

보충/반복-심화

개념 재해석

개념유도-보충/반복-개념제시-심화

개념유도-보충/반복-심화-개념제시

피드백 제공

보충/반복-개념유도

보충/반복-심화-개념유도

교사 B의 경우 심화(AI)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의 수가 교사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교사 B가 담당한 학급이 ‘상’ 수준의 학급임을 감안할 때 학습자의 수준 차
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학적 지식별로 많이 제시되었던 교사 A, B의 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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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성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위의 <표 7>과 같다.
나. 활동 및 과제의 유형과 교수학적 지식
활동 및 과제의 유형 면에서는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T1S1)의 활동 및 과제(교사 A:
52%, 교사 B: 55%)와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TMS1)의 활동 및 과제(교사 A: 39%, 교사 B:
31%)가 많았다.
교사 A의 경우, 교재 재구성, 개념 재해석은 한 가지 과제가 한 가지 상황(T1S1)으로 주어
지는 유형의 활동 및 과제가, 교수법 적용과 피드백 제공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통하여 한
가지 수학적 상황(TMS1)을 해결하는 유형의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교사 B의 경우도 교재 재구성, 개념 재해석은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T1S1) 유형의 활
동 및 과제가, 교수법 적용과 피드백 제공에서는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TMS1) 유형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다음 [그림 7]과 [그림 8]은 교사마다 <표 6>의 가운데 컬럼 내용을, 교수학적 지식을 X축으로, 나타난 활동 및 과제의 유형의 빈도수를 Y-축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활동 및 과제 수

활동 및 과제 수

20

30

18
25

16
T1S1
T1SM
TMS1
TMSM

14
12
10
8

T1S1
T1SM
TMS1
TMSM

20
15
10

6
4

5

2
0

0
PCKCR

PCKCI

PCKRF

PCKTR

PCKCR
교수학적 지식

[그림 7] 교사 A의 활동 및 과제의 유형

PCKCI

PCKRF

PCKTR
교수학적 지식

[그림 8] 교사 B의 활동 및 과제의 유형

두 교사의 수업에서 모두 다양한 과제를 여러 가지 상황(TMSM)에서 해결하는 활동은 전
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 수학적 상황(혹은 문제)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결하는 활동 및 과제보다 여러 가지 (연습)문제를 통하여 한 가지 수학적 개념의 습득이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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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 및 과제의 수행기대와 교수학적 지식
세 번째 수업분석 요소인 수행기대 면에서는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을 기대(PRP)하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다. 교사 A의 활동 및 과제는 80%가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을 기대하는 것이
었고, 교사 B는 88%의 활동 및 과제가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이었다. 즉, 학생들이 자신만의
풀이법이나 증명, 절차를 창안(APNS)하거나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INST)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과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연습)문
제를 통하여 한 가지 수학적 개념의 습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활동 및 과제의 유형에 대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활동 및 과제 수

활동 및 과제 수

25

40
35

20

30

PRP
APNS
INST

15
10

PRP
APNS
INST

25
20
15
10

5

5
0

0
PCKCR

PCKCI

PCKRF

PCKCR

PCKTR

PCKCI

PCKRF

교수학적 지식

[그림 9] 교사 A의 활동 및 과제에 대한
수행기대

PCKTR
교수학적 지식

[그림 10] 교사 B의 활동 및 과제에 대한
수행기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이 나타나는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
형, 수행기대의 특징을 교수학적 지식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교수학적 지식별로 나타난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 특징
교수학적 지식 활동 및 과제의 성격
활동 및 과제의 유형
활동 및 과제의 수행기대
교재 재구성

개념유도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교수법 적용

보충/반복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개념 재해석

개념유도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피드백 제공

보충/반복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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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Shulman에 의해 개념화 되어 교사 지식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적
지식은 수학자와 수학교사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한 가지이다. 수학교사와 영어
교사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학문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두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은 같을
수 없으며 교수학적 지식과 교과 내용지식과의 관련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교과
내용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문적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칠 지식’으로의 변화하는 과정을 건전하게 통제함으로써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 의미가 파손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식은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도
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본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이들이 수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
떻게 표면화되는가를, 수업 중 전개되는 활동 및 과제의 성격, 유형, 수행기대를 통하여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재 재구성과 개념 재해석이 나타나는 활동 및 과제가 많았고, 강의식
이 아닌 새로운 교수법이 적용되거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는 상대적
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교재 재구성, 개념 재해석은 한 가지 과제/한 가지 상황에서 개념
유도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에서 많이 나타났고, 교수법 적용과 피드백 제공은 다양한
과제/한 가지 상황에서 보충/반복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
러한 활동 및 과제는 대부분 정형화된 절차의 연습을 기대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풀이법이나 증명, 절차를 창안하는 새로운 풀이법 및 생각의 발견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과제
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은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자와 배워야 하는 자 사이에 만들어진 특수한 관계(엄태동,
1998)라는 점에서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통하여 표면화되는 교수학적 지식은 ‘아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한다(Shulman, 1987). 따라서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에 대
한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교육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비
교사교육, 교사 재교육, 교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교사들이 수업 중 제공하는 활동 및 과제는 교재 재구성과 개념 재해석의 성격
을 갖는 것들이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에서 활용한다는 연구(김평국, 2005)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새로
운 개념을 소개할 때, 학습내용을 전개할 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교수학
적 변환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
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종류의 지식들이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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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잘 구조화된 교과 내용지식을 가진 교사는 개념적으로 연결된 활동을 전개하는 반
면, 제한된 지식을 가진 교사는 부적절한 예와 유추, 표상이 포함된 수업을 제공하게 된
다(Putnam & Borko, 1998; Stein, Baxter & Leinhardt, 1990). 따라서 예비교사교육과 교사
재교육은 교과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재를 재구성하고 개념을 재해석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수학교사들은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강의형태의 설명식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
재 재구성과 개념 재해석이 중심적인 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교사 A의 경우 강의식이 아닌
다른 교수법을 활용한 활동 및 과제의 비율이 23%에 이르는 등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에서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내용의 선정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전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움
직임이 쉽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와 내용은 용어와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예제, 문제들이 다루어짐으로써 수학적 개념별로 각기 다른 과제들이 단편적
으로 제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의 내용 배열 역시 학습의 순서가 아닌 예시로,
학생의 상황,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반응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갖기보다
보충/반복의 성격을 갖는 활동 및 과제의 제공정도에 그쳐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수업에 반영되었을지라도 교실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요구는 충실히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을 추구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교
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합적 실체로 이해하고 내용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교사들에게 충
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다시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의 발전을 돕게 되어
교수-학습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교수학적 지식, 교수학적 추론의 과정은 이해(comprehension)와 함께 시작되어 변환과
적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발되어짐을(Fernàndez-Balboa & Stiehl, 1995)알 수 있다. 따라서 학
교 교육,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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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High School Mathematics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ho, Seong-Min (Dongil Girs' High School, Teacher)
Noh, Sun-Sook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The knowledge of a teacher which can be defined in many ways has a practical influence on class
activity and teaching. It can have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eaching method, content, and
student learning.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planning, selecting
tasks and evaluating students. Recently, the importanc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knowledge which is needed to effectively teach a subject.
The knowledge of a teacher in the classroom setting is difficult to analyze because the expression
of the teacher's knowledge is dependent on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specific situation. In
this study, an evaluation standard for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was established as
curriculum reconstruction, classroom instruction, interpretation of concept and response to unexpected
questions. The standards were developed by studying two math teachers in the 1st year high school
using the video analyzing system used for TIMSS. The study showed that most of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s expressed during routine procedures. There was little evidence for expression of
knowledge for inventing new ideas that could help students create their own operation method,
certification and procedures. We make a few recommendations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Key Words : teacher's knowledg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edagogic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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