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교육연구지, 43권 3호, pp. 318-328 (2019.12) Jour. Sci. Edu, Vol. 43, No. 3, 318-328 (2019.12)

Ⅰ.  서 론

수업은 학교 교육의 핵심 활동이므로, 수업의 
질은 교육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교사 전문성
을 대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Mitchem, Wells, 
& Wells, 2003; Yeo & Sung, 2013). 좋은 수
업이 무엇인지 일률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준거의 예시로 학습 목표와 내용의 연계, 학
습자의 개념 이해나 사고력 신장과 같은 내용적 
측면, 그리고 매체나 학습 자료의 활용, 소집단 
구성 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수업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구분하
거나, 학교의 크기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교실 
내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도 있다(Fauth et al., 2014; Kim, 2011; Kwak 
& Kim, 2003; Wagner et al., 2013). 

이 가운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적, 비언어
적 상호작용으로 수업의 질을 정의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Pianta et al. (2008)은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수업 조직(classroom organization), 
학습 지원(instructional support) 등 교사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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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
로 관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Kwak & Kim(2003)
은 중등 과학 교사들이 추천하는 좋은 수업을 대
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학생 주도
성 등을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분석해 내었다. 
지양해야 할 수업에 관한 Eom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지시적 수
업, 상호작용이 부족한 수업 등을 지양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그 외 교사가 칭찬이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질문을 유도할 때 학생들의 성취가 
높아진다거나(She & Fisher, 2002) 토론, 참여 
등이 보장될 때 학생의 과학적 태도가 높아진다
는(Wolf & Fraser, 2008) 등의 선행연구들도 수
업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뿐 아니라 인지
적, 사회적 발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Downer et al., 2012; Rutter & 
Maughan, 2002).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급 
학교에 비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나 상호
작용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Choi,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래의 초등교육 현장
을 책임지게 될 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서
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장차 교사가 되어 진행하기 
원하는 과학 수업과 원하지 않는 과학 수업을 묘
사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 요
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서적 지원, 수업 조직, 
학습 지원(Pianta et al., 2008)의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언어적 방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이미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Chambers, 
1983; Kang et al., 2007; Thomas et al., 
2001), 보다 타당하고 풍부한 인식 조사를 위해 
그림 그리기 기법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이 달라질 
가능성(Jung & Park, 2011)에 대해서도 탐색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희망하는 과학 수업에 나
타난 긍정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기피하는 과학 수업에 나
타난 부정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셋째,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 빈도와 부
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피 빈도를 조사하고, 예비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경향성이 있는지 탐색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예비교사인 교육대
학교 학부생 2학년이었다. 6개 심화과정별 전공
자 총 164(남 79, 여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장차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
을 때, 진행하기 원하는 과학 수업과 원하지 않
는 과학 수업 장면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
였다. 아울러 수업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유, 
그림 속의 내(교사)가 하는 일, 학생이 하는 일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2. 분석 방법

상호작용 분석 기준은 Table 1과 같다.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영역은 수업 구성원간
의 분위기가 긍정적인지(분위기, Climate), 학생
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강조되는지(학생 시각에 
대한 관심, 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 
교수자가 학생의 필요나 요구를 잘 감지하는지
(교사 민감도, Teacher sensitivity)를 의미하고, 
수업 조직(Classroom organization) 영역은 다
양한 교수 자료로 학생의 주의나 참여를 유발하
는지(교수학습 형식, 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 좋은 행동을 유도하고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지(행동 조절, Behavior management),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업을 관리
하는지(생산성, Productivity)를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학습 지원(Instructional support) 영역
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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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 질, Quality of feedback), 개방형 질문
이나 토론이 이루어지는지(언어 모델링, Language 
modeling),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향상되는지(개
념 발달, Concept development)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그동안 유아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교실 내 상호작용 관찰
기준(Allen, et al., 2013; Downer et al., 2012; 
Pianta et al., 2008; Sandilos & DiPerna, 
2014) 및 상호작용에 대한 리커트 형식의 질문지
(Kim & Cho, 2017)를 참고,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상호작용을 긍정적인(Positive) 
측면과 부정적인(Negative) 측면으로 구별한 후, 
예비교사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묘사한 과학 수업
에 대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묘사한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분석

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 구성원 간 긍정적 분위기
(P11-Climate)를 원하는 경우와 부정적 분위기
(N11-Climate)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이 교차되는 경우(예: 부정적 상
호작용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연구 목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그림이나 
서술에 상호작용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 
한해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자 2인간 분석틀 논의, 분석 훈련 과정 
등을 거쳐 일치도 .95를 구한 후, 분석자 1인이 나
머지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이 희망
하는 과학 수업에 포함된 긍정적 상호작용과 기피
하는 수업에 포함된 부정적 상호작용의 각 요소별 
빈도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경향성을 탐색해 보았다.

Positive/Negative interactions Definition

P/N1 Emotional support

 P/N11-Climate Level of teacher-student, peer-peer positivity
 P/N12-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 Emphasis on student autonomy, leadership, or peer 

interaction

 P/N13-Teacher sensitivity Awareness/responsiveness to academic/emotional 
needs

P/N2 Classroom organization

 P/N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 Variety of learning materials and degrees of student 
attention or engagement

 P/N22-Behavior management Capacity to encourage desirable behavior and prevent 
misbehavior

 P/N23-Productivity Management of classroom so as to maximize 
instructional time

P/N3 Instructional support

 P/N31-Quality of feedback Use of feedback to strengthen skill development
 P/N32-Language modeling Open ended questions or frequent conversation

 P/N33-Concept development Techniques used to promote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Table 1. Analysis framework for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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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희망하는 과학 수업에 나타난 긍정적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진
행하기 원하는 과학 수업을 묘사하도록 한 후, 
그 장면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 상호작
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예시를 Figure 1에 제
시하였고, 각 상호작용 요소별 빈도를 성별에 따
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요소는 교수학습 형식
(P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이었다. 
예를 들어 Figure 1a, b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실험’, ‘따분함’이 없고 ‘흥미’ 등이다. 본 연구에
서 거의 대부분(Table 2, 95.7%)의 예비교사들이 
장래에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였
다. 2/3 가량(64.0%)은 개념 발달(P33-Concept 
development) 요소를 드러내었다. 일례로 Figure 

1b와 같이 ‘스스로 이해, 탐구하고 고민, 오래 
기억’ 등을 희망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예
비교사들이 선호하는 수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 및 교수학습 성과 측면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들의 과거 학습 경험에 
의해 형성된 과학 수업에 대한 이미지 뿐 아니
라, 추후 자신이 어떠한 교사가 될지에 대한 인
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Mensah, 2011). 따
라서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P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 개념이나 사고력 발달을 촉진하는 상
호작용(P33-Concept development) 등을 좋은 
수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자신이 이와 같은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에서
는 여자 예비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호작용 
요소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경향성이 존재하였다

Gender
Total

(N=164)Male
(n=79)

Female
(n=85)

P1 Emotional support

  P11-Climate 15 (19.0) 21 (24.7) 36 (22.0)

  P12-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 36 (45.6) 44 (51.8) 80 (48.8)

  P13-Teacher sensitivity 31 (39.2) 40 (47.1) 71 (43.3)

P2 Classroom organization  

  P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 75 (94.9) 82 (96.5) 157 (95.7)

  P22-Behavior management 16 (20.3) 17 (20.0) 33 (20.1)

  P23-Productivity 2 ( 2.5) 3 ( 3.5) 5 ( 3.0)

P3 Instructional support

  P31-Quality of feedback 20 (25.3) 35 (41.2) 55 (33.5)

  P32-Language modeling 26 (32.9) 44 (51.8) 70 (42.7)

  P33-Concept development 49 (62.0) 56 (65.9) 105 (64.0)

Table 2. Frequencies (%) of positive interactions to be preferred by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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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특히 정서적 지원(P1 Emotional 
support)에 해당하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 여
자 예비교사들의 선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Figure 
1a)이나 ‘너무 좋다(Figure 1b)’ 등과 같은 분위
기(P11-Climate) 24.7%, ‘다치지 않게 실험하는

지 보고 있다, 도와주기 위해 서있다(Figure 
1a)’등의 교사 민감도(P13-Teacher sensitivity) 
47.1%,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Figure 1b)’ 와 
같은 학생 시각에 대한 관심(P12-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 51.8%로 조사되었다.

학습 지원(P3 Instructional support) 영역에 

a

P13-Sensitivity

P11-Climate

P21-Instruction

P22-Behavior

b

P33-Concept

P11-Climate

P12-Student

P32-Language

P21-Instruction

c

P13-Sensitivity

P31-Feedback

P32-Language  P21-Instruction

Figure 1. Examples of the positive interactions preferred by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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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개념 발달(P33-Concept development) 
65.9%뿐 아니라, ‘토론(Figure 1c)’과 같은 언어 
모델링(P32-Language modeling) 51.8%, ‘활동 
보조(Figure 1c)’와 같은 피드백의 질(P31- 
Quality of feedback) 41.2%로, 여자 예비교사
들의 선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교사 보다 여교사가 더 친
절하게 설명해주고 칭찬을 하며 발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Jung & Park, 2011). 학생 시기, 특히 저학년 
시기에는 성인 교사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이 
학습 동기나 성취도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Allen et al., 1994; Ladd et 
al., 1999), 학생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남 
(예비)교사들의 인식이나 실태에 관한 면밀한 분
석이 요구된다.

2. 기피하는 과학 수업에 나타난 부정적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원하지 않는 
과학 수업 장면에, 부정적 상호작용의 요소가 드
러나는지 분석해 보았다(Figure 2). 3개 영역 내 
총 9개 상호작용 요소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3), 절반 이상은 그 빈도가 매우 저조하
였고,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경향성도 두드러
지지 않았다. 

가장 빈번히 나타난 요소는 수업 조직(N2 
Classroom organization) 영역 중 교수학습 형
식(N21 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비교사들(90.2%)이 Figure 2a, 
b와 같이 ‘즐거움, 흥미도’가 없는 ‘암기, 지식 
전달’ 수업을 피하고 싶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앞
서 거의 모든 예비교사들이 ‘실험’이나 ‘흥미’있
는 수업 상호작용을 원한다고 묘사한 것(Table 
2, P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과 일
맥상통하는 결과이다.

Figure 2b에서 ‘지루하다 자야지’라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만을 전달하며 적으라’
고 하는 모습은 행동 조절(N22-Behavior 

management)이 없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기
피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12.8%). 학생들이 ‘다
치지 않게, 안전 지도(Table 2, P22-Behavior 
management)’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도와 비교해볼 때, 그 빈도가 더욱 저
조하였다.

이 영역의 마지막 요소인 생산성에 대해서는 
‘할 일이 명확한(Table 2, P23 Productivity)’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처
럼, ‘우왕좌왕하는(N23 Productivity)’ 상호작용
을 기피하는 경우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8%). 예를 들어 ‘안전 규칙 등 모르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는’ 상황을 희망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위험
한 행동을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도 극히 
일부 사례에 해당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
이나 생산성을 관리해주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조
절능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Cameron, 
Connor, & Morrison, 2005; Emmer & 
Stough, 2001).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보
인다.

정서적 지원(N1 Emotional support) 영역에
서는 2/3 가량(64.0%)의 예비교사들이 ‘지식만 
전달’하는 등 학생 시각에 대한 무관심(N1- 
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 예비교사들이 ‘자율
적, 능동적인’ 학생 시각에 관심(Table 2, 
P12-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을 두고 
싶다고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영역 내 교사 민감도의 경우, ‘도와주기 위해 
서 있는’ 상황(Table 2, P13-Teacher sensitivity)
은 선호 수업에서 상당수 묘사되었던 반면, 학생
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황(N1-Teacher 
sensitivity)이 기피 수업에 묘사된 사례는 찾아
보기는 어려웠다(3.0%). 또, ‘미소’ 등으로 표현
된 긍정적 분위기(Figure 1a, P11-Climate) 선
호도에 비해, ‘강요’ 등의 부정적 분위기(Figure 
2a, N11-Climate) 기피는 거의 묘사되지 않았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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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11-Climate

N12-Student

N21-Instruction

N32-Language 

b

N12-Student

N32-Language

N22-Behavior  N31-Feedback

N21-Instruction

N33-Concept

Figure 2. Examples of the negative interactions avoided by preservice teachers

Gender
Total

(N=164)Male
(n=79)

Female
(n=85)

N1 Emotional support
  N11-Climate 4 ( 5.1) 4 ( 4.7) 8 ( 4.9)
  N12-Regard for student perspectives 49 (62.0) 56 (65.9) 105 (64.0)
  N13-Teacher sensitivity 0 ( 0.0) 5 ( 5.9) 5 ( 3.0)
N2 Classroom organization
  N21-Instructional learning formats 71 (89.9) 77 (90.6) 148 (90.2)
  N22-Behavior management 10 (12.7) 11 (12.9) 21 (12.8)
  N23-Productivity 2 ( 2.5) 1 ( 1.2) 3 ( 1.8)
N3 Instructional support
  N31-Quality of feedback 4 ( 5.1) 8 ( 9.4) 12 ( 7.3)
  N32-Language modeling 39 (49.4) 42 (49.4) 81 (49.4)
  N33-Concept development 35 (44.3) 38 (44.7) 73 (44.5)

Table 3. Frequencies (%) of negative interactions avoided by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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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학습 지원(N3 Instructional 
support) 영역의 경우에는 기피하는 수업 상호
작용이 제법 많이 드러났다. 즉, ‘이해 하나도 안 
가네’와 같이 개념 발달이 저조한(N33-Concept 
development) 상호작용 44.5%, 또는 이러한 상
황에서 의사소통 없이(N32 Language 
modeling) ‘지식만을 전달’하는 상호작용(Figure 
2b) 49.4%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은 수업
의 일부 요소를 위주로 한 제한적 수업관을 지닌 
채 수업의 다면적 측면을 통찰하는 안목이 부족
(Jhun & Jung, 2017)한 것으로 보여진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장차 교
사가 되어 진행하기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
로 묘사한 과학 수업을 대상으로,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질에 대
해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이나 학생의 성취 측면
의 상호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
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흥미를 유
발하는 상호작용이 포함된 수업을 희망하고 암
기, 지식 위주의 수업을 피하고 싶다고 묘사하였
고, 상당수 예비교사들이 희망하는 수업에서 개
념 발달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둘째, 총 9가지 상호작용 요소 가운데 가장 찾
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수업 조직 영역 중 생산성
으로, 할 일이 명확한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우
나 우왕좌왕하는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경우 모두 
별로 묘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
구의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
찰하는 안목이 부족하였고, 특히 부정적 상호작
용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성별 경향성을 탐색해 본 결과, 여자 예
비교사들이 희망하는 수업에서 긍정적인 상호작
용의 빈도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
어 교사 민감도, 토론, 피드백의 질 등을 묘사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여교사들과 저학년 
학생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성취도, 태도, 사
회성 등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She & Fisher, 
2002; Wolf & Fraser, 2008)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나 전반적인 통찰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거나 질 높은 피드백
을 제공하는 등 실제로 학생들과 적극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내용이나 내용교수 
지식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5; Shulman, 
1986)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
학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전후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 
이미지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으므로, 실제 수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림이나 서술에 대한 선
호도나 응답에의 성실성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Linn et al., 
1987). 추후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습이나 모의 
수업 상황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 면담 등 다
양한 연구 기법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예비교사들의 교수 효능감(Enochs & 
Riggs, 1990), 과학 성취 수준 등 다양한 교사 
변인에 따른 차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으며, 분
석 기준에 대해서도 상호작용 시작의 주체, 질문
이나 응답의 형태(Nam et al., 2010)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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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 이미지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
호작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분위
기, 학생 시각에 대한 관심, 교사 민감도), 수
업 조직(교수학습 형식, 행동 조절, 생산성), 
학습 지원(피드백의 질, 언어 모델링, 개념 발
달)의 3개 영역 총 9개 기준에 의해 긍정적 상
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교수학습 형식 또는 
개념 발달에 해당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선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피하는 수업의 경
우에는 교수학습 형식 또는 학생 시각에 대한 
관심 측면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
으나, 그 외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인 상호작용 
요소들도 있었다. 그리고 여자 예비교사들이 
남자에 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약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전문성에 대
한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
다.

 
주제어: 초등 예비교사, 과학 수업 이미지, 교
사와 학생간 상호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