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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동료 피드백
의 기능적 특성(피드백 유용성과 신뢰도)이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과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총 102명의 예비 교사 학부생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본인 지도안에 대해 세 명의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세 명의 동료의 지도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 유용성
을 평가 받았다. 수업 관찰은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와 동료 평가 활동이 시작되기
전과 종료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로 두 번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예비 교
사들은 수업 관찰시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빈도가 사후 관찰에서 사전 검
사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피드백 유용성과 수업 관찰의 변화가 유의한 상관이 있
었고, 피드백 유용성은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관찰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용한 피드백을 주는 교사일수록, 수업 설계 능력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동료 평가, 동료 피드백, 교사 교육, 수업 관찰, 수업설계

Ⅰ

. 서 론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의 개선을 위한 유용
한 정보 제공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대부
분의 경우, 피드백의 주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자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학습
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요자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동반한
동료 피드백을 학습자중심 수업 전략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민정,
2005). 동료 평가란 형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동료의 수행을 양적으로 그리
고 질적으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성찰, 토론, 협력을 장려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Strijbos & Sluijsmas, 2010). 동료 평가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을 의식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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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Topping, Smith, Swanson, & Elliot,
2000). 특히,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는 평가자의 역할을 할 때, 학습자들은 독자의 입
장에 글을 이해하게 되고(Holliway, 2004),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한다(Cho, Cho, & Hacker, 2010).
그러나 동료 피드백이 저절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동
료 피드백은 교사 피드백과 달리 전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드백의 질
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동료의 판단이나 제안이 부분적으로 옳거나, 혹은
오류를 포함 할 수 있다(Gielen, Peeters, Dochy, Onghena, & Struyven, 2010). 따라
서 동료 평가자의 능력과 피드백의 질에 따라 동료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는 활동에 충실하지 않
을 경우, 동료 피드백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낮아지기도 하며(Connor & Asenavage,
1994), 동료 피드백이 표면적 오류만 지적하고, 동료의 글을 향상,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다(Leki, 1991). 동료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피드백이 유용하고
신뢰롭다고 여겨질 때, 피드백을 수용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비로서 학습의 향상이
동반될 수 있다(Li, Liu, & Zhou, 2012; Nelson & Schunn, 2009). 즉, 동료 피드백의
기능적 특성으로 피드백의 유용성과 신뢰도는 동료 피드백의 질적 수준과 충실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피드백을 받는 학생의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동료 평가, 동료 피드백 활동을 교사 교육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강숙희(2010)는 예비 교사들의 모의 수업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이 교사 효
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교육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이영주(2012)는 예비 교사의
수업 지도안 작성과정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한 집단이 교수자 피드백을 받은 집
단보다 수업 설계능력이 더 크게 향상되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학자들은 동
료 평가 활동이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성찰의 수준을 높이고, 수업에 대해 비판적
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Lynch, McNamara,
& Seery, 2012; Sluijsmans, Brand-Gruwel, van Merrienboer, & Martens, 2004).
한편, 교사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은 다른 동료 교사의 수업 계획과 활동을
관찰, 분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다른 동료교사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수업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
면서, 수업의 구조, 교수 전략, 학습자 활동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
며,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할 수 있다.
교사 교육 전문가들은 수업 관찰 및 수업 분석의 기회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신지혜, 이혁규, 엄훈, 정정인, 2011; 임진호, 방선희, 이준,
2011). 교사가 다양한 수업 활동에서 중요한 특징에 주목하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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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n(2001)은 전문적 비전(professional vision)이라 정의하고, 비디오 기반 수업 관
찰과 토론 활동을 통한 교사 교육이 교사들의 수업을 바라보는 안목과 해석을 발전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Sherin & Han, 2004; Sherin & van Es, 2009; van Es &
Sherin, 2008). 비디오 클럽에 참가한 교사들은 수업 관찰시 점차 교사의 행동에서 학
생의 생각과 이해에 주목하였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해석이 증가하게 되었다
(Borko, Jacobs, Eiteljorg, & Pittman, 2008, Sherin & Han, 2004). 또한 수업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발전하고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제안이 증가하였다(Santagata,
Galimore, & Stigler, 2007).
본 연구는 예비 교사들의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동료 평가 활동에서 동료 피드백
의 기능적 특징(피드백 유용성, 피드백 신뢰도)이 교사들의 수업 관찰과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의
수업 설계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실시 전과 후에 수업 관찰의 변화가 있는가? 둘째,
동료 평가에서 피드백 유용성과 피드백 신뢰도는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가? 셋째, 동료 평가에서 피드백 유용성과 피드백 신뢰도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에 영향을 주는가?

Ⅱ

. 선행 연구 고찰

1. 교사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

활용

동료 피드백의 교육적 효과에 관해 학자들은 독자적 관점의 효과(audience effect)
와 관찰 학습(observation learning)으로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는 행동
은 독자적 관점의 역할을 부여하고, 글을 읽으면서 독자가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
석할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Cho &
MacArthur, 2011, Holliway, 2004; Holliway & McCutchen, 2004).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Braaksma, Rijlaarsdam, van den Bergh, & van
Hout-Wolters, 2004; Zimmerman & Kitsantas, 2002). 그리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글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글의 문제점을 반성하게 된다(Cho,
Cho, & Hacker, 2010),
교사 교육자들은 동료의 수행에 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동료 피드백은 교사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필
수적 요소임을 주장하였다(Buchanan & Stern, 2012; Lynch et al., 2012; Sluijmans
et al., 2004). 동료 피드백은 관찰을 통해 교사간 대화를 유도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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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숙고하며 이는 교사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을 촉진
한다(Harlin, 2000; Shin, Wilkins & Ainsworth, 2006). 교사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
은 주로 예비 교사의 교생 실습 임상기간 중 동료 코칭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Goker, 2006; Shin et al., 2006; Wilkins, Shin, & Ainsworth, 2009; 박계신, 2008).
동료 코칭(peer coaching)은 두 명 이상의 교사들이 수업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정기
적인 모임을 통해 동료간 수업 관찰과 피드백을 교환하는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임상 장학의 한 형태이다(Neubert & Stover, 1994). Shin과 동료들(2006)은 초등 교
육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생 실습 기간 중에 동료 피드백 활동을 실시하였다. 예
비 교사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동료에게 본인의 수업 계획 및 평가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동료는 수업 실행을 관찰하였다. 수업 관찰이 끝난후, 수업의 장점과 단점,
향상할 점에 관해 동료 평가자의 피드백이 주어졌다. 예비 교사들은 동료 피드백 활
동을 통해 수업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
다.
최근에는 예비교사의 수업 설계 활동에서 동료 피드백 전략이 적용되어 교사 교육
을 위한 동료 피드백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김민정, 2011; 성지훈,
정영숙, 2014; 이영주, 2012). 김민정(2011)은 비구조적 과제 수행을 증진시키는 동료
피드백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 교사들에게 교수 설계 과제와 동료 평가 활동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수업 설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료 피드백 유형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이었고, 사회적 담화 유형은 수업 설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의 피드백이 신뢰롭
고 피드백을 받는 교사의 수업 설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 세 가지(Sluijmans
& Prince, 2006)를 정리하면, 첫째, 과제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평가준거에 관해 정의 내린다. 둘째, 동료의 산출물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성찰
한다. 셋째, 동료의 산출물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한다. 교사 교육환경에서 동
료 피드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 준거 및 건설적 피드백주기 활
동에 관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영주, 2012). 또한, 서면 피드백과 함께 면대면
논의활동을 통해 교사간 상호 이해와 배움의 기회를 증대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동료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성지훈, 정영숙, 2014). 동료
피드백 활동이 교사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드백의 유용성과 신
뢰도의 기능적 특성이 교사의 수업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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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기반 수업 관찰 및

분석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복잡하게 발생한
다. 따라서 수업을 관찰할 때, 교사들은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게 되
는데 이러한 교사의 수업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에 관해 Sherin(2001)은 전문적 비
전(professional vision)이라 명명하였다. Goodwin(1994)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문분야
에 속하면서, 점차 그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을 개발하
게 된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는 돌, 모래 등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 있고, 탐
정은 범죄 현장에서 두드러진 것을 잘 주목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Sherin & Han,
2004).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교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서 중요한 특징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이를 전문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Sherin, 2001).
전문적 비전은 두 가지 하위과정으로 이루어진다(Sherin, 2007). 첫째, 교실의 다양
한 현상 중에서 교사가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주의 집중하기
(selective attention)’와 둘째, 교사가 선택적으로 주목한 현상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지식 기반 추론(knowledge-based reasoning)’이다. 두 하
위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교사가 주목한 현상은 현
상에 대한 교사의 추론에 영향을 주고, 교사의 지식과 기대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더 두드러져 보일지에 관해 영향을 준다.
학자들은 수업비디오를 통한 수업 관찰 활동이 교사의 전문적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학교육분야에서 현장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비디오 클럽을
운영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물이 다수 발표되었다(Borko et al., 2008,
Sherin & Han, 2004; Sherin & van Es, 2009; van Es & Sherin, 2008; 2010). 비
디오 클럽을 통한 수업 관찰과 토론의 효과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 수업 관
찰시, 초기에는 교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주목했었으나 나중에는 학생이 어떤 말
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둘째, 점차 수업에 대한 평가적 언급이 줄어들고,
수업 비디오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를 둔 해석적 언급이 증가하였다.
교사의 수업 경력에 따라 수업을 바라보는 안목과 해석이 다르다. 초보 교사들은
교실 상호작용에서 표면적 수준의 특징에 주목하는 반면, 베테랑 교사들은 좀 더 중
요하고 실질적인 면을 간파한다(Berliner, 1994). 초보교사들은 교사와 교사의 수업방
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생의 행동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하며 수업을 시간적 흐
름에 따라 관찰하나 현상을 분절적으로 바라본다(Carter, Cushing, Sabers, Stein, &
Berliner, 1988). 예비 교사들이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들이 관찰의 결과로 무엇을 배우는지 불명확하다(Brophy, 2004). 그 이유는 많은
예비 교사들이 관찰하면서 수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Star & Stricklnad, 2008).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수업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 분석은 어려운 일이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수업 관찰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무엇을 학습하였는
지가 불분명하게 된다(Santagata, Zannoni, & Stigler, 2007). 고창규(2013; 2014)는 초
등 교사들이 비디오 촬영된 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 평가에서 주목하지 못
하는 수업 내용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내용에 대한 학생
들의 사고 및 이해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고창규
(2013; 2014)는 이 현상에 대해 수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교사의 수업
행동으로 수업을 평가하는 과정-산출 모형적 관점의 한계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수업 분석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방법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은 교사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수업 관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잘 파악하지 못한
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Star & Stricklnad, 2008). 따라서 주목하는 능력(ability
to notice)은 교사에게 계발, 향상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가정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비
디오 기반 수업 관찰을 통한 수업 분석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Santagata, Zannoni와 Stigler(2007)의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3개의 수학수
업 비디오를 본 후, 각각, 1)학습 목적과 수업 구조 관계 파악하기, 2)학생들의 행동
과 생각을 알아보기, 3)교수 방법적 대안을 제안하기의 활동을 하였다. 처치 결과, 사
후 검사에서는 관찰이 보다 상세하고, 대안을 제안하며, 학습자의 학습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학생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
고, 교사의 행동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학생의 행동과 학
습에 관한 논의의 비중이 높아졌다. 사전 검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언급만 있었으
나 사후 검사에서는 교사의 행동의 모순된 점을 찾아내고, 가능한 문제와 행동의 대
안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와 동료 피드백
의 결과로 예비 교사들이 수업을 관찰할 때 어떤 현상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지 수업 관찰의 변화를 살펴보며, 관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동료 피드백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충청도 소재의 교원(초,중등교사) 양성대학 학부생 총 102명으로
<교육매체제작> 강좌를 수강하는 예비 교사들이다. 수강생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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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2.9%), 여자가 47명(46.1%), 무응답이 1명(1%)이었다. 전공계열, 학년별, 연령별
학생 분포는 [그림 1] 과 같다. 학기초 학생기초조사를 통해 동료 피드백 경험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동료 피드백 경험이 없는 학생이 61명(59.8%), 경험이 있는 학생
40명(39.2%)과 무응답 학생 1명(1%)으로 나타났다. 수업지도안 작성 경험 유무에 관
한 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이 경험이 없는 것(80명, 78%)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연구 대상 분포
2. 실험 처치: ASSURE 수업 설계 지원을 위한 동료 평가 활동

예비 교사 학생들은 매체활용 수업설계로 ASSURE 모형(Heinich, Molenda,
Russell, & Smaldino, 1999)을 적용하여 본인의 전공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1차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ASSURE모형은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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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설계의 절차를 6단계로 제시하였다. ASSURE모형의 단계별 내용으로 1)학습자
분석(Analyse learners), 2)목표 진술(State objectives), 3)교수방법, 매체, 자료 선정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4)매체와 자료의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s), 5)학습자 참여(Require student participation), 6)평가와 수정(Evaluate and
revise)을 포함한다. 예비 교사 학생들은 작성한 지도안 초안을 웹기반 상호 동료 평
가 시스템 SWoRD(Scaffolded Writing and Rewriting in the Discipline, Cho &
Schunn, 2007)1)에 제출하였다. SWoRD에서는 익명으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하였다. 모든 예비 교사 학생들은 개인별로 총 세 개의 다른 수업지도안을 평가하였
다. 평가자 할당은 SWoRD 시스템의 무선 배치 기능을 활용하였다. 평가자는 배당된
수업지도안을 살펴보고, ASSURE모형의 6단계별로 수업 설계의 적절성과 우수성에
대해 1점에서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동료 평가는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각 단
계별로 수업설계에 대한 칭찬, 장점, 문제점 발견 및 제안 등의 피드백을 글로 작성
하여 제공하였다. 예비 교사 학생들은 세 명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제출하고 받은 피드백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였다[그
림 2] 참조).

[그림 2] 실험 절차 도식화
1) https://sword.pantherlearning.com/wor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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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가.

피드백 유용성

피평가자는 동료 평가자 세 명에게 받은 피드백이 본인의 수업 지도안 수정에 얼
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ASSURE모형의 6단계별에 따라 받은 피드백의 유용성에 관해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6단계× 7점 척도=총 42점 만점). 피드백 유용성은 세 명의 피
평가자가 판단한 유용성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익명을 사용하
여 피평가자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SWoRD 시스템의 무선 배치 기능
으로 평가를 준 동료 세 명과 평가를 받은 동료 세 명이 겹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할당하여 피평가자가 받은 피드백의 유용성을 판단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도
록 하였다.
나.

피드백 신뢰도

SWoRD 시스템은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피드백의 신뢰도를 자동 측정하여 제
시한다(Cho & Schunn, 2007). 첫째, 동료 평가자의 평가점수는 동일한 지도안을 리
뷰한 다른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의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계산한다. 둘째, 세
개의 다른 지도안을 평가한 평가자내 점수들의 일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각 평가자
의 점수가 지나치게 넓게 분포되었는지, 좁게 분포되었는지 범위를 측정한다.
SWoRD 시스템에서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피드백의 신뢰도 정도를 100점 만점

척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다. 수업 설계 평가

준거표(ruburic)

예비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 설계를 평가하기 위해 루브릭(rubric)을 사용하였다.
루브릭의 평가 항목으로는 총 8개로, 1)학습자 분석, 2)목표 설정, 3)교수방법 전략
설계, 4)교수매체, 자료 선정, 5) 수업전 교수자 준비활동, 6)수업중 교수자 활동 설계,
7)학습자 활동 설계, 8)학습자 평가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평가준거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평정척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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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SURE 수업지도안 평가 준거
평가
항목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교수방법
전략 설계
교수매체
자료선정

수업전
교수자
준비활동

수업중
교수자활동
설계
학습자
활동

학습자
성취도
평가

상 (6-7)
평가준거의 6가지 항목
모두 정보를 제시하였고,
제시된 정보가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목표진술의 3가지 항목
(대상자, 행동 동사, 조건)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중 (3-5)

하 (1-2)

평가준거의 3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
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하여 학습자 특성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

평가준거의 항목 중 충분
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1항
목 이하이고, 분석이나 기술
도 피상적이다.

목표진술의 3가지 항목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나 학습
목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
고 추상적 언어를 사용하였
다.
교수전략이 학습 내용 교수방법이 학습목표와 학습
과 학습자대상에게 적합하 대상자를 고려하였지만 논리
고 교수전략에 대한 서술 적 연계나 정확한 서술이 부
이 상세하고 정확하다.
족하고 불충분하다.

목표진술의 3가지 항목중
2가지 이상을 생략하였거나,
학습목표 진술이 애매하고 구
체적이지 않다.

학습자와 학습목표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선택
하였고, 매체/자료선택에
관한 타당한 교육적 근거
가 명료하다.
수업전 교수자 준비활
동으로 1)매체/자료 검토,
2)환경준비, 3)학습자준비
활동에 관한 계획이 모두
적합하게 제시되었다.

매체선택이 학습자와 수업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고, 매
체/자료선택에 관한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
다.
수업전 교수자 준비활동으
로 3가지 항목중 2가지 이상
에 대한 기술이 빠져있거나,
부적절하게 서술되어 있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
상적이다.
수업중 교수자의 역할과
매체사용시 교수자 활동에 관
한 계획이 빠져있거나, 형식
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수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주로 교수자위주의 수업활
동이 대부분이고 학습자 참여
가 거의 없고, 학습자 활동에
관한 설명이 피상적이다.

학습자와 학습목표에 알

맞은 매체/자료선정이 미흡
하고, 선택에 관한 타당한 교
육적 근거가 부족하다.

수업전 교수자 준비활동
으로 3가지 항목중 2가지 이
상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였
으나, 논리적 연계성이나 정
확한 기술에서 부족함이 있
다.
수업중 교수자의 역할과
매체사용시 교수자 활동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

수업중 교수자의 역할
과 매체사용시 교수자 활
동에 관한 계획이 상세하
여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
기 쉽다.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자활동이 포함되어
활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계 않아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
획되어 있어 실천 가능이 한 의문이 들고, 학습자 참여
높다.
가 수동적인 활동위주이다.

교수방법이 학습자 수준과
수업목표에 부적절하며, 교수
전략이 상세하지 않아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평가준거의 5가지 항목
평가준거의 5가지중 3가
평가준거의 5가지중 3가지
(1)평가대상, 2)평가시기, 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시 이상의 내용이 빠져있거나 부
3)평가방법, 4)평가문항, 5) 하였으나 상세한 세부내용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고, 평
평가준거)에 대한 자세한
부족하다.
가내용이 수업목표달성에 적
정보가 제시되었고, 평가내
합하지 않다.
용이 수업목표달성에 적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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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가. 수업 관찰 기록지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업 설계와 동료 피드백 활동을 시
작하기 전과 후에 비디오로 촬영된 수업을 두 번 관찰하게 하였다. 수업 비디오는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의 우수 수업 동영상으로 평가된 수업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의로 두 개의 수업 동영상을 추출하여 사전, 사후 두 검사에서
사용한 수업 동영상의 질이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비디오는 예비
교사의 기억과 연습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교과에서 다른 차시 주제를 선택
하였다. 수업비디오는 초, 중고등학교 1차시분 수업의 전체 과정이 녹화되었고, 대략
적으로 40분에서 50분정도의 길이였다. 예비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교과에 알맞은 수
업 비디오를 시청한 후, 1)수업목표 확인 및 목표 달성도, 2)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3)교육매체활용, 4)수업에서 인상적이었던 점, 5)수업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포함한 5
가지 항목에 관해 자신의 수업 관찰 내용을 기록하였다.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지 내용은 Borko, Jacobs, Eiteljorg와 Pittman(2008)과
Sherin과 Han(2004)에서 사용한 비디오기반 수업 관찰 항목을 참고로 코딩하였다. 수
업 관찰시 누구에게 주목했는가에 따라 1)학생의 행동, 2)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으
로 구분하였고, 수업에 관해 비판적 관점이 포함되었는가에 따라 1)비판적 문제점 지
적과 2)비판에 대한 근거 제시로 나눠 내용 분석하여 각 유목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코딩은 의미 단위로 분석되었고, 채점자간 신뢰도는 87%였고, 불일치에 관해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나. 수업설계 지도안

점수

예비 교사들은 ASSURE 모형을 활용하여 작성한 수업 지도안 초안을 동료 피드백
을 받아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최종 수업지도안은 두 명의 외부 전
문가가 루브릭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외부 전문가는 교사 경력 5년 이상의 경험을
지녔으며, 교육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K = 0.80 (95% CI:
[0.76, 0.85])로 양호하였다.
5. 자료 분석

실험처치 이전과 이후에 예비 교사들의 수업 관찰의 변화에 관해서는 네 가지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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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도수의 평균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피드백 기능적 특성과 수업
관찰의 변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끝으로
피드백 기능적 특성이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 연구 결과

1. 동료

피드백

사전 사후 수업 관찰의 변화

예비 교사의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동료 피드백 활동의 실험처치 이전과 이후
의 수업 관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예비 교사들이 작성한 사전, 사후 수업 관찰
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1)학생의 행동, 2)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3)비판적 관점 제시
4)비판에 대한 근거 제시로 4가지 항목에 관한 관찰 빈도를 측정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측면은 사전 수업 관찰보다 사후 수업 관찰에
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t (97) = -3.77, p < .001. 구체적으로, 사전 수업
관찰에서 예비 교사들이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에 관해 주목한 것이 평균 .72개였으
나, 사후 수업 관찰에서는 평균은 1.34개로 관찰 빈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의 행
동, 비판적 관점으로 문제점 제시, 비판에 관한 근거 제시에 관해서는 사전 수업 관
찰과 사후 수업 관찰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수업 관찰 사전, 사후 변화분석
평균
표준편차
t
p
학생의 행동
교사-학생 상호작용
비판적 관점 제시
비판에 대한 근거
제시
전체
** p < 0.01
2. 동료

피드백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44
.47
.72
1.34
.93
.98
1.35
1.51
3.41
4.25

.77
.75
.94
1.20
1.08
1.23
1.30
1.23
2.28
2.44

-0.30
-3.77
-0.38
-1.16
-3.24

.77
.00**
.70
.25
.00**

기능적 특성과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의 변화와의 관계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의 변화와 피드백의 기능적 특징(유용성과 신뢰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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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업 관찰의 사전, 사
후 관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수업 관찰 항목(학생의 행동, 비판적 관점 제시, 비
판에 대한 근거 제시)은 상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상관 분석의
결과를 보면,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관찰 빈도의 변화는 피드백 유용성과 r = .211,
p = .04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피드백 신뢰도는 수업 관찰 변화와 유
의한 상관이 없었다, r = -.01 p = .92. 피드백 유용성이 수업 관찰변화를 설명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드백 유용성은 예비 교사
들의 교사-학생 상호작용 관찰의 증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 (1, 96) = 4.46, p
< .05, R2 = .04. b = .04, β = .22.
<표 3> 주요 변인간 상관 관계 분석
1. 피드백 신뢰도
2. 피드백 유용성
3. 교사-학생 상호작용 관찰 증가
4. 수업 지도안 설계 점수
*.

－
-.131
-.010
.046

2

3

4

－
.211*
.291**

－
.067

－

p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p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3. 동료

피드백

기능적 특성이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

예비 교사들의 수업설계 능력에 영향을 준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피드백 유용성과 피드백 신뢰도를 독립변인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안 최종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했고, 모델은 F (2, 97) = 4.90, p = .009, R2 =
.3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피드백 유용성은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t = 3.09, p < .05. 즉, 유용한 피드
백을 잘 주는 예비 교사일수록, 수업설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피드
백 신뢰도가 수업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 = 0.88, p >
.05.
<표 4> 변수별 회귀계수
b
SE b
β
t
p
상수

피드백 신뢰도
피드백 유용성
*.

p < 0.05

6.99
.035
.154

5.83
.040
.050

.086
.302

1.200
.881
3.092

.233
.38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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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 교사의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동료 평가 활동에서 피드백의
기능적 특성(유용성과 신뢰도)이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과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예비 교사의 수업 지도안 작성과
동료 평가 활동의 사전, 사후 수업 관찰의 차이 및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관해 주목한 관찰 빈도의 증가가 사전 분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졌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주목, 비판적 언급, 비판적 언급에 대한 제안에 관한 수
업 관찰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간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피드백 유용성과 수업
관찰의 변화(교사-학생 상호작용의 관찰 증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피드백 유
용성은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관찰 비도의 증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 예비 교사는 수업 관찰시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관해
보다 많이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료 평가 활동시 유용한 피드백을 준
예비 교사 일수록 수업 설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 평가 활동 전과 후의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예비 교사들이 수업을 관찰할 때, 학생 혹은 교사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주목하다가
이후에는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행동의 상호 인과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수업을 관
찰하는 관점이 보다 확대되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에게 일정한 훈련이나 경험이 수업
을 바라보는 안목과 해석능력, 즉 Sherin(2001; 2007)이 주장하는 전문적 비전이 계발
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비록, 비디오 클럽 선행연구(Borko
et al., 2008; Sherin & Han, 2004; van Es & Sherin, 2010)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장기간 주기적으로 수업 관찰의 기회를 갖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
관찰의 변화가 큰 것은 아니었으나, 교사의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동료 평가 활
동만으로도 교사들의 주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본 연구는 교사 교육에 적용된 동료 평가 활동에서 유용한
피드백이 예비 교사의 우수한 교수 설계 능력과 수업 관찰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 연구이다. 피드백 유용성이 교사의 교수 설계와 수업 관
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의 수
업 지도안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업 설계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동료 리뷰의 독자점 관점의 효과(Holliway &
McCutchen, 2004)와 관찰 학습의 효과(Braaksma et al., 2004)가 교사 교육 분야에서
도 동일한 효과로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신뢰도의 경우,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과 수업 설계
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평가자간 점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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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과 평가자내 점수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전문가 피드백에서의
신뢰도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료 평가는 전문가 피드백과 달리, 피드백 내용
에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한 동료 평가자간 피드백의 질적 차이가 너무 커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는데, 전문가 피드백에서처럼 높은 신뢰도가 피드백의 정확성이
나 높은 평가능력을 반듯이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교사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 분석 활동을 동료 평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에게 수업 관찰의 기회나 경험을 충분히
줄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을 때, 교사들
의 동료 평가와 수업 설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피드백의 기능
적 특성이 예비 교사의 수업 관찰과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간 차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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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unctional Features of Peer Feedback on
Pre-service Teachers’ Classroom Observations and
Instructional Design

Lee, Youngju(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pre-service teachers were engaged in a peer review activity for
supporting their instructional desig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unctional
features of peer feedback―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peer feedback on pre-service
teachers' classroom observations and instructional design. A total number of 102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eveloped lesson plans. The
participants received feedback on their lesson plans from three peers and were
evaluated the usefulness of their feedback that they gave to other three peers. The
classroom observations occurred twice, before and after pre-service teachers' lesson
planning and peer review as a pre-test and post-test.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pre-service teachers' attentions to student-teacher interact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ost-test than in the pre-test classroom observation. The
feedback usefulnes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and positively influenced on
this observational change. Moreover, the more useful feedback teachers gave to peers,
the better they posed instructional design skills.
Key words: peer review, peer feedback, teacher education, classroom
observation, less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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