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에 관한 사례 연구

민 용 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수업 관찰, 녹화 및 녹음, 교사와의 면담
을 통하여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수행동과 신념의 분석
영역은 동기유발, 질문, 학습관리, 수업목표 달성 전략, 설명, 수업내용의 구조화 등의
6가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사들은 대체로 교수행동에 대한 이상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상적 신념의 왜곡된 형태인 실제적 신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업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교수행동과 교사 자신이 갖
고 있는 신념간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연
구의 확대와 더불어 향후 교사교육에서 기법적 측면보다는 교사의 심리, 철학적 측면
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 주제어 : 교수행동(Teaching behaviors), 교수신념(Teaching beliefs), 교수 효과성
(Teaching effectiveness), 교사교육(Teacher education)

Ⅰ. 서론

1. 문제 제기
교사는 수업의 과정에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사 자신
의 교수철학(teaching philosophy)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을 통해 행하게 되는
교수행동은 교수철학, 좁게는 교수신념(teaching beliefs)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전
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수업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60년대 이후 많이 수행되고 있다(Bauch,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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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1969; Dobson & Dobson, 1983; Miller, 1981; Schmidt & Buchman, 1983).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교수행동과 신념의 일치 여부는 교수의 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양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교사의 신념이 교수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관련이 거의 없다
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Dobson & Dobson(1983: 21)은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의 일치성을 효
과적인 수업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Schmidt & Buchman(1983)은 교사의
특정 교과에 대한 중요도 신념이 그 교과에 투여하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준다는 사
실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Dobson et al.(1973)의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간
본질에 관한 신념과 비언어적 행동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
만 아니라 Brown(1969)은 교수행동과 교수신념 사이에는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며, 교
사가 지닌 특정한 신념체계는 교사의 행동과 신념간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교사의 포괄적인 신념체계(인생관)가 그의 교수신념
(교육관)과 일관되게 나타날 때 교수행동과 교수신념간의 일치성은 더욱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교사의 신념은 교수행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것뿐이며, 또한 두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uchman, 1983; Duffy, 1981; Miller, 1981). Duffy(1981)는 독서 교육관(theory)과
독서 지도의 관계 연구에 관한 문헌 고찰에서 교수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
소로 학습자의 특성(경제적 수준, 학년 수준, 능력 수준),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독서 자료, 원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와 필요성 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료교사 및 학교장의 압력, 교사의 책무성도 교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Miller(1981)와 Buchman(1983)의 연구에서, 어떤 교사들은 자신의 신
념체계를 바탕으로 교수행동을 보이고 또 다른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Duffy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교수행동과 관련된 교수신념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교수 효과성과 관련하여 교수행동과 교수신념 간의 관계, 교수행동과 교수신념
간의 일치 및 불일치의 문제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 선행 연구는 주로 통계적 방법에 따라 그 관련성과 효과를
탐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왜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양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행동과 신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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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교육적 풍토에 맞는 교수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계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수업 관찰, 녹화 및
녹음, 면담을 통하여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주로 어떤 교수행동을 하며, 그러한 교수행동의
경향성은 교사의 신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탐구, 더 나아가 교사 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시발적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가. 연구 방법적 특징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과 교수신념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과정
-산출 연구 및 교수신념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자료의 수
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상충되는 자료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해석을 위해 삼각구조화
를 시도하였으며, 트라이앵귤레이션(triangulation)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
다. 첫째, 교수행동과 신념에 대한 분석은 주로 관찰과 면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
으며, 둘째, 연구대상 교사를 중심으로 주로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관찰된 자신의
교수행동에 대한 신념과 견해를 파악하였으며, 특정 교수행동에 대한 신념은 회고적
면담 방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대체로 귀납적 방법에
따르고 문헌고찰 결과 추출된 분석 틀을 토대로 수업 관찰과 면담의 과정에서 분석
범주를 확인하고 묶어 나가는 약호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04년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수업
관찰, 녹화 및 녹음 방법을 활용하여 교수행동을 분석하고, 대상 교사와의 면담을 통
해 교수신념을 파악하였다. 교수행동과 신념의 분석 준거는 김충행(1982), 배호순
(1992), 손충기(1994), 허경철(1987), Borich(2000), Green(1971), Mohan & Hull
(1975), Rosenshine & Furst(1973), Ryans(1975), Brousseau et al.(1988), Calderhead
(1996), Freeman et al.(1982) 등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였다.
A교사(2학년)는 국어와 수학 교과를 3시간, 즐거운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을 2시간
씩 관찰 및 녹화하였으며(총 10시간), B교사(4학년)와 C교사(6학년)는 국어, 수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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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과학 교과를 각각 3시간씩 관찰 및 녹화를 하였다(총24시간). 수업 관찰과 함께
연구대상 교사들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이 총 2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고적 면
담을 병행하여 교수신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녹화된 수업은 당일에 전사하고
현장관찰 기록지를 함께 검토하여 자료를 약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행동과 신념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교수행동과 교수신념의 분석 범주와 영역을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이론(異論)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적
교수행동은 대체로 동기유발, 질문, 학습관리, 수업목표 달성 전략, 설명, 수업내용의
구조화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수행동들은 문헌 분석 결과에 따라 초점화된
(focused)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추출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신념은 6가지 교수행동
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수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교수법, 학습자, 교사 등의 신념에 관한 면담 내용도 부분적으로 활용, 분석하였
다.

다. 연구대상
연구대상 교사는 연구자와의 친밀감과 신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질적 연구의 성
격상 연구자와 평소 유대감이 있는 동료 및 선․후배 교사 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 교사인 A, B, C 교사는 모두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H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
업하고 현재 H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A교사는 교직경력 13년의 여
교사로 2학년을 담임하고 있으며, B교사는 교직경력 14년의 남 교사로 4학년을 담임
하고 있다. 또한 C교사는 교직경력이 올해로 9년이 되는 남 교사로 6학년을 담임하고
있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 연
구의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
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분석 준거를 교수행동 및 신념 영역 6가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수행동 및 신념의 분석 준거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관찰과 면담 자료를 토대
로 분석․기술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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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분석

이 장에서는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교수행동과 신념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관련성 및 일치 정도를 기술하고자 한다. 범주화된 분석 준거 6가지, 즉 동
기유발, 질문, 학습관리, 수업목표 달성 전략, 설명, 수업내용의 구조화 등에 대한 구체
적인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기유발
동기유발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과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학습 촉진적 조치를 의미한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동기를 유발시킴으
로써 학생들이 특정한 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조건을 구성, 전개해 나가게
된다. 동기유발과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동기유발 방법, 주의집중, 오답 처리 방법
등으로 유목화되었다.
A교사는 주로 언어적 칭찬과 사탕 주기, 인터넷 자료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학습동기
를 유발시켰으며,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서 틀린 응답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
분명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
하고 학습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자주 관찰되었다.
자, 제일 수업태도가 훌륭한 짝지에게 선생님이 사탕을 줄 거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주목.(A교사, 국어, 4월 6일)

A교사는 동기유발이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수행동이며 수업내용
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주
의집중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므로 주의집중을 위해 상황에 따라 교사의 순발력이 요
구된다고 하였다.
B교사는 도입 단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
하기 위한 학습동기 유발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학습동기 유발의 부재뿐만 아
니라 학생의 응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등의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오늘 배울 것은 어제 현장체험학습 한 것을 바탕으로 어제 어느 정도 잘 살펴봤
는지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알겠죠? 선생님이 학습지를 내줄 거예요.(B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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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 4월 2일)

그러나 학생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강화기제가 될 수 있으
며,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동기유발은 주로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공문 처리나 교생실습 관계로 수업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B교사, 면담, 5월 13일)

또한 수업에서 주의집중이 되지 않으면 수업목표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
들로 하여금 학습동기를 갖게 하고 주의집중을 시킨 후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
다.
C교사는 주의집중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주로 칭찬이나 스티커 부여 등의 외재
적 방법을 선호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학생의 오답에 대해서는 긍정적 피드백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피드백도 자주 제공하였다. 또한 장난스러운 언행을 보
임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왜 할 일 없이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느냐? 생각해보라니까 자는 사람
이 있어. 발표해보자. (학생들이 손드는 것을 세어보며)한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어
- 1모둠, 니네들 오늘 잘 나간다.(C교사, 국어, 4월 7일)

C교사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반드시 교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
과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지
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고 생각해요.
시사적인 뉴스나 감동적인 이야기, 반 아이들의 옷차림, 머리 변화 같은 것으로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C교사, 면담, 5월 18일)

또한 주의집중은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에
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C교사는 학급의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머를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교과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보다는 교사의 경험 이야기나 사회의 시사문제
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편이라고 하였다.
동기유발과 관련하여 A교사와 C교사는 교수행동과 신념이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B
교사는 신념을 수업실제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양자간에 불일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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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질문은 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문제제기를 가리키는 것
으로, 교사의 질문에 의해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든지,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유발한다든지, 표현활동을 유발․촉구한다는 데 그 본
질적 특성이 있다(박병학, 1986). 질문제시 방법과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질문 형
식, 목표달성 확인, 수업내용 제시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A교사는 수업의 과정에서 주로 교사 자신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또한 ‘그렇지?’와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과 정답을 유도해 내기 위한 수렴적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이 오답을 한 경우에는 오답 처리가 명확하
지 않고 다른 학생을 지명하여 정답을 유도해 내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웃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니? 응? 친구들도 살고 있고, 어
떤 할머니도 살고 있고, 그렇죠? 응? 응, 현아 친구도 살고 있잖아, 그지?(A교사, 슬기
로운 생활, 4월 16일)

A교사는 질문 후에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질문을 한 후에 바로 답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동들이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사고를 제한하기 때문에...근데
문제는 한정 없이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수업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A교사, 면담, 5월 14일)

이와 같이 질문 후 응답이 없을 경우 관련된 내용의 단서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내용의 이해와
확산적 사고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B교사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보조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안
내하거나 학생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교사
자신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알았어요?’ ‘그렇죠?’와 같은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액체에는 색깔과 냄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액체 중에 물
은 어떤 색깔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은 색깔이 없다고 그랬지요? 또는 투명. 그리고 냄
새는? 냄새도 없지요.(B교사, 과학,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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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는 교사의 질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참여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방식
이 어떤 교수행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와 주제에 따라 질문 형태가
달라져야 하며, 확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을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
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질문 후에 학생의 응답이 없을 경우, 교사의 직접적인 정답제
시보다는 유도 질문을 통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C교사는 질문제시 방식에 있어서 A, B교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교사 자신이 질문하
고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업의 도입단계에서는 ‘지금 뭘 배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등의 수업을 안내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다. 또한 ‘알았어?’ ‘맞아?’ ‘이
의 없어?’ 등의 내용 확인적 수업진행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는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등의 확산적 질문도 사용하였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00점 맞은 사람, 50점, 30점 맞은 사람이 있는데, 70점부터
80점 사이를 알고 싶어. 그런데 어디부터인지 기준을 정해주어야 될 거 아냐? 그지, 응?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야.(C교사, 수학, 4월 12일)

C교사는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질
문제시 방식을 매우 중요한 교수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질문 후에 학생의 응답이
없을 경우 학생의 능력이나 참여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학습태도가 갖추어져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과의 주제나 수업목표에 따
라 확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질문과 관련하여 A교사와 B교사는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 학생 중심의 활
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순 사고 중심의 질문 형식을 일관함
으로써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C교사는 대체로 양자
간에 일치를 보였다.

3. 학습관리
교사가 아무리 수업내용을 잘 계획하여 가르친다고 해도 학습자의 학습태도 여하에
따라 수업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갖추도록 학습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교수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관
리 전략과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학습분위기 조성, 일탈행동 해결 방법, 학습의욕
자극, 학생의 의견 수용 등으로 구분되었다.
A교사의 학습관리 전략은 주로 일탈행동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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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보일 때는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집중을
시키기도 하고 언어적 발언을 통해서 직접 교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습과제 해결
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격려해 주었으며,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수업내용과 관
련지어 조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업 중 실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
을 자극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의견이나 발언을 수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의깊게 안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 자, 지영이와
우선주.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뭘 얻을 수 없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선준아, 그지?(A교사, 국어, 4월 6일)

A교사는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언어적 조언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습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나머지 공부
를 시키거나 과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수업 중 학습의욕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칭찬이나 물질보상을 들
었다. 수업 중 제기되는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B교사의 학습관리 전략은 A교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언
어적 설득과 조언으로 특징지어진다. 수업의 과정에서 대체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
여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학습의욕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또
한 전시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본시 학습을 위한 학습분위기를 형성하였다.
B교사는 칭찬과 격려 등의 정적 강화 방법이 학생의 일탈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
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일탈의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랑으로 감싸줘
야 합니다. 체벌이나 부적 강화물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화된 일탈행위를 보이기 때문에...(B교사, 면담, 5월 13
일)

또한 단위 수업시간의 학습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낮은 수준의 개인별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수업 중
학습의욕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타인 앞에서 칭찬해주는 것을 들었
다. 수업 중 제기되는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업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이나 의견은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히 판단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C교사의 학습관리 전략은 A, B교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일탈행동에 대한 관리 측면
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C교사는 수업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과 농담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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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외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반면에 협박
조의 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의 과정에
서 학생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습의욕을 진작시키고, 생활 주변의 이야기와 관련
지어 학습의욕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편리한 점만 생각했는데, 형욱이는 한층 더 발전된 생각을
한 것 같애. 선생님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좋아.(C교사, 국어, 4월 3일)

C교사는 일탈행동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언어적 조언, 체벌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
는 학생에게는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개별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중 학습의욕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칭찬
과 자신감 부여를 들었다. 수업 중 학생의 의견은 수업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전적으
로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절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습관리와 관련하여 A교사는 일탈행동 관리와 학생 의견 수용 측면에서 교수행동
과 신념간의 부분적인 불일치를 보였으며, B교사와 C교사는 일탈행동 관리, 학습의
욕 자극 등의 교수행동과 신념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4. 수업목표 달성 전략
수업의 성패는 학습자들이 수업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수행동이다. 수업
목표 달성 전략과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수업목표의 제시, 목표달성 여부 확인,
핵심내용 요약 및 정리 등으로 유목화되었다.
A교사는 주로 본시 수업목표를 직접 판서하거나 멀티자료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또
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문제를 읽게 하여 수업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정
리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반복적인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학습을 정리하였다.
즉 수업목표에 대한 도달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종결하고 있었
다.
자,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고 한
다? 사각형. 선생님 말 따라해 보세요.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고 하
지? 사각형이라고 한다.(A교사, 수학, 3월 31일)

A교사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목표 제시방법으로 판서와 멀티자료 활용을 들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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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 수업시간에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수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시간 일일이 평가
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A교
사, 면담, 5월 21)

마찬가지로 수업의 종결 단계에서는 반드시 핵심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활동중심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
하다고 하였다.
B교사는 A교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멀티자료 혹은 판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시
수업목표를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주제를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읽도록 함으로써
본시 수업목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업의 종결단계에서는 수업목표의 도달
정도를 확인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정리활동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울 것은 어제 현장체험학습 한 것을 바탕으로 어제 어느 정도 잘
살펴봤는지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알겠죠?.... 자, 오늘 해결할 사항은 한
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B교사, 사회, 4월 2일)

B교사는 멀티미디어 자료보다는 판서를 통하여 수업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A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의 과정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것이므로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수업의 관건은 본시 수업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종결 단계에서 반드시 핵심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C교사의 경우 수업목표 달성 전략과 관련된 교수행동은 대체로 A, B교사보다 상대
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목표는 판서를 통해서 개조식으로 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업의 종결 단계는 본시 수업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정리
보다는 다음시간과 관련된 차시예고에 집중되었다.
야, 47쪽. 과제를 내준다. 숙제야, 숙제. 텔레비전을 보면 적을 수가 없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보고. 이것이 기상청 홈페이지야, 내일 수학 들었냐?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한 번 해봐. 일주일 앞에 것은 안나와. 자, 여기까지.(C교사, 수학, 4월 12일)

C교사는 효과적인 수업목표 제시방법으로 학생들의 구두 진술에 의한 판서를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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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교육과정 실행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면 실제로 학생들에 의한 목표 진술
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요.(C교사, 면담, 5월 11일)

또한 지필평가 방식이 아니더라도 학습능력 수준에 따라 단위 수업목표 달성 여부
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수업의 종결 단계
에서는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목표 달성 전략과 관련하여 A교사는 수업목표 제시, 종결부의 요약 정리 등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에 매우 높은 일치를 보였다. 반면에 B교사와 C교사는 수업 종결부
의 핵심내용 요약 정리에서 양자간에 불일치를 보였다.

5. 설명
어떤 형태의 수업에서든지 수업내용과 활동에 대한 교사의 설명방식은 수업 내용의
전달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수업에서 설명은 이해, 질문에 대한
응답, 이유제시, 언어사용 등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활동을 말한다(Martin, 1970).
설명과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설명방식과 핵심내용 강조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A교사는 새로운 개념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지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
다. 저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A교사의 설명방식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체의 내
용을 설명하고 다시 보충하여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시 수업의 학습과제
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분도 네 개고 꼭지점도 네 개여야만...자를 잘 대고 해야 해, 자를 대지 않으면 선
분이 아니잖아...우리가 곧은 선을 선분이라고 그랬지! 바이올린 몸통처럼 굽은 선은 선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A교사, 수학, 3월 31일)

A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경험도 중요하지만 주로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
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과와 학습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핵심내용만
간략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B교사는 수업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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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편에 속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응답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식용유 쪽이 구슬이 늦게 내려갔을까? 민성이. (식용유는 물보다 점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응, 점도라는 말을 아주 어려운 말을 썼어요. 점도가 뭘까? 누가 아는 사
람? 수빈이.(점도는...점도는 끈적거리는 정도요.) 응, 끈적거리는 정도. 정확하게 맞췄
어요. 자, 점도라는 것은 액체의 끈적거리는 정도예요, 알았어요?(B교사, 과학, 4월 3
일)

B교사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전이와 파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생
활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 정도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저학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학년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C교사의 설명방식은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편에 속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끌어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
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특유의 높은 목소리로 학생
들의 주의를 집중시켜가며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칠판에 물고기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다) 어때? 이 고래를, 그러니까 이 고래를 대가
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지느러미 부분, 이런 식으로 몇 개 나눠 가지고 이야기
하면 쉽게 기억할 수도 있을 거 같애.(C교사, 국어, 4월 7일)

C교사는 교과와 학습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이
해가 용이하고 장기기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내용이나 제재에 따라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실제 생활과 관계가 있으
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C교사, 면담, 5월 11일)

또한 효과적인 설명 방식에 대해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설명과 관련하여 A, B, C교사는 설명방식에서 교수행동과 신념이 대체로 일치하였
다.

6. 수업내용의 구조화
수업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수업내용을 학생들의 지식, 능력수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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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정도와 관련지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즉 수업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업내용의 구조화와 관련된 교수행동과 신념은 수업내용 제시 방법, 전시 및 차시 수
업과 관련짓기, 요약․정리하기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A교사는 도입 단계에서 전시학습과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내용에 대해 가
끔 요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을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제시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와 ‘라’는 몇 개의 선분으로? 어제 우리 배웠잖아. 선분은 두 선을 이어주는 게 선
분이라고 그랬지?(A교사, 수학, 3월 31일)

A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의 순서에 따라 수업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교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교
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하여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가끔 핵심내용을 요약해 주어야 하며, 종결 단계에서 수
업목표와 관련지어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B교사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본시 수업내용과 선수학습과의 관련짓기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본시 수업내용에 대한 정리를 명확
히 하지 않았으며, 수업의 과정에서도 핵심내용을 요약해주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B교사는 수업내용의 제시 방법은 교사용 지도서의 순서에 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부에서 연구, 검증된 자료이기 때
문에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체로 교사용 지도서를 많이 이용해요.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이
니까 다른 교재보다 되도록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B교사, 면담, 5월 20일)

또한 가끔 핵심내용을 판서하거나 요약 설명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결단계에서는 수업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수업목표를 재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C교사는 본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 학습내용을 상기시키고 수업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가끔 요약․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업목표 및 내용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다루었던 경우가 A, B교사보다 더 많았다. 또한
수업의 종결 단계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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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생각에는 정답은 없는 거 같아.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손쉽게 하는 것은 문단
을 나누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애. 알겠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 영어니까 영어 준
비해, 칠판 지우고.(C교사, 국어, 4월 7일)

C교사는 대체적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순서에 따라 수업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효
과적이며, 사회와 과학, 실과 등의 과목은 교사의 판단에 의해 재조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핵심내용에 대한 요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도덕과 같이 학습의 내면화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일괄
적으로 요약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개방적 종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내용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C교사는 교수행동과 신념이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A교사와 B교사는 요약․정리하기와 수업내용 제시 측면에서 양자간의 불일치를 보였
다.

Ⅲ. 교수행동과 신념의 일치 정도

서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연구는 두 요소간에 의미
있는 상관적 관계가 있다는 관점과 양자간에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관점으로 양분된
다. 전자의 관점은 교사의 행동이 대부분 교사의 신념에 의해 야기되고, 특정한 행동
의 표출은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후
자의 관점은 교사의 신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교사의 행동이 특정한
신념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ideal) 신
념과 실제적(real) 신념간의 불일치, 혹은 양자간의 갈등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권낙원, 민용성, 2004: 80-81). 즉 교사는 직전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이상적
인 교육적 신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신념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 신념
은 정상적인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라면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신념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학교 체제, 학교장, 동료 교사, 학급 학생들
의 특성, 수업 진도 등의 요인에 의해 이상적 신념의 왜곡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실
제적 신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설명’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지을 때
이해가 쉽고 파지효과가 크다는 이상적 신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신념은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 진도가 너무 늦거나 평가 범위와 기간 때문에 교과내용 중심으로 전개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실제적 신념으로 변질되어 간다. 따라서 교사는 이상적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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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신념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교수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교육에 관한 이상적 신념이 확
고하게 다져지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 많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실제적 신념이 형
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업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교수행동은
이상적 신념보다는 실제적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은 연구 대상 교사들의 경우에도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교사는 수업 내용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제시 순서에 크게 의존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질문 후에 학생들이
충분한 사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의 사고와 탐
구에 대한 배려보다는 교사 중심의 설명과 반복적인 질의 및 응답 형태의 교수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B교사는 칭찬과 격려가 모든 학습의 강화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거나 학생의 응답에 대해 긍정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또한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상
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C교사는 수업목표 달성 전략과 관련하여 수업목
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종결 단계에서 핵심적 내용을 반드시 정
리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업의 종결 단계가 핵심내용 정리보다는 차시예고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6가지 분석 영역에 따른 연구 대상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
의 일치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교사의 분석 영역별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일치도
A교사

교사
영역
동기유발
질문
학습관리
수업목표 달성 전략
설명
수업내용의 구조화

일치

B교사

불일치

일치

○
○
○
○
○

C교사

불일치

일치

○
○

○
○
○

○
○
○

○

○

비고

불일치

○
○
○

이와 같이 연구 대상 교사들이 보여준 교수행동은 면담을 통해 파악된 교수신념과
많은 부분 차이를 보였다.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수행동과 교수신념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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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B교사는 6가지 분석 영역 중 4
가지 영역에서 교수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3명
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사의 교수행동은 대체로 물리적 환경
이나 동료 교사, 교장, 지역사회, 혹은 교육과정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
게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교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 자신의 교육
관, 교육적 경험,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소이다. 특히 수업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특정한 교수행동은 교사 자신의 실제적 신념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 교사인 3명의 교사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6가지의 분석 영
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수업에서의 교수행동이 자신의 이상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현직 교사들이 수업
의 과정에서 이상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신념과 행
동의 불일치 현상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교사의 개인적 특성 요인, 학교 구조 요인, 사회적 배경 요인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들 요소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교사의 성격 및 적성 문제, 교육적 소신과
열의 부족, 도덕적 책무성 부재, 업무 과다로 인한 피로, 교수매체 발달에 따른 의존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교사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역시 교
수행동과 신념의 불일치 현상을 초래한다. 즉 학교 내 인사 관계, 교육경력에 따른 업
무 기대감, 학교 평가 체제, 교과교육 외의 업무 부담, 교육과정 운영상의 시간 부족
등의 요소들은 교사가 이상적 신념에 따라 교수행동을 취하는 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
용한다. 또한 공교육 경시 풍조, 교실 붕괴 현상, 학부모의 압력, 가치관 변화와 같은
사회적 배경 요인도 교사가 이상적 신념에 따라 수업의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수행동과 신념에 관한 후속 연구와 교사 교육에의 적용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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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보다 많은 사례 연구와 통계적 방법
의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 연
구 결과가 축적된다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수업형태(typical
teaching styles)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을 지속적
으로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사들의 수업형태 양상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이론적으로 탐구된 정형화된 교수방법을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준거는
교사들의 수업형태 양상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을 만큼 포괄성과 종합성을 갖추었
다고 볼 수는 없다. 교사의 교수행동이나 교수신념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준거 외에도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하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일치 혹은 불일치에 따라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우선 교
사의 교수행동과 신념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비추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연구도 수행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처럼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와 같은 단일 차
원에서 인과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는 수업 현상의 복합성과 가변성을 고려할 때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수업 현상의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업 연구
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사의 수업형태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
적 상황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교육적 풍토에
따른 수업 현상을 관찰하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전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 요구된다. 또한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지금까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적 신념에 대한 관심과
신념 형성을 위한 노력은 교수이론이나 교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물
론 교육과정에 ‘교사론’과 같은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 교육자들은 학
생 교사의 교육적 신념의 중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자신이 교육적 사고와 신념을 분명히 하고 이상적
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향후 교사 교육과
정은 단지 수업의 과정에서 사용할 기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기보다는 학생
교사의 심리․철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신념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교수행동은 교수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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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신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 신념을 형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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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Relevance of Teaching
Behaviors and Belief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Yong-seong Min(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relevance of teaching behaviors and
belief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methods were
conducted; instruction observation, videotaping and recording, interviewing. And then
data were analyzed by the analysis criteria for teachers' teaching behaviors and beliefs.
The analysis criteria were motivation, question, learning management, objectives
attainment strategy, explanation, and construction of instructional contents. The research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ree teachers in the H elementary school in Chung-buk.
As a result, teachers behaviored somewhat differently to 'ideal' teaching beliefs in the
process of teaching. That is to say, the beliefs of teachers reflected two distinctive
aspects on teaching and learning; the 'ideal' view is related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and the 'real' view is related to their present
teaching environments such as the teaching schedule, the school evaluation systems, etc.
This means that teaching behaviors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the teachers' ideal
beliefs and philosophies. In other words, teaching behaviors are generally based on the
teachers' 'real' beliefs and philosophies. So, researches of teaching effectiveness should be
focused on the congruency of teaching behaviors(real beliefs) and beliefs(ideal beliefs).
Consequently, focusing on teacher's mental, philosophical aspect as well as teaching skill
is to be necessary in the initial teacher education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