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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조사

및 초등 교사와의 인식 비교1)

권 미 선 (남양주양지초등학교)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

본 연구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을 알아보고,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좋은 수학 수업에 대

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와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관리자 32명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식, 등위식,

척도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 관리자의 인식 조사 결

과, 자유기술식 설문에서는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

업,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등이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등위식 설문에서는 대영

역 중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중영역 중 교육과정 구성이

좋은 수학 수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되

었다. 또한 척도식 설문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

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등은 매우 좋은 수학

수업으로,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수학 수업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 좋

은 수학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

구를 토대로 본 연구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경향은 유

사하였다. 하지만 각 요소별로 실시한 t 검정 결과 총 48

개 중 20개의 요소에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좋

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과 초등 교사와

의 인식 차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 서론

수학 교육에서 좋은 수학 교사가 중요한 것인지 아

니면 좋은 수학 수업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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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Lappan, 1999). 현재 많은 수학 교육의 연구

들이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수준 높은

교사는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수준 높은 교사들이 좋은 수학 수업을 보장하

지는 않으며, 교사 이외의 다른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해서

는 교사뿐만 아니라 정책가, 학교 관리자, 사회적 지도

자, 학부모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Gojak, 2012; Kepne, Jr., 2009; Lott, 2002; NCTM,

2000).

이러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최근 학교 관리자에 대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관

리자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예, 이동배, 고장완, 김용

련, 2014), 학교 관리자가 수학 수업에 미치는 영향(예,

Smith & Stein, 2011), 좋은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한 학

교 관리자의 역할(예, Gojak, 2012; Kepner, Jr., 2009;

Lott, 2002)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는 학교 관리

자가 수업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

치며, 더불어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데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학 수업에서의 학교 관리자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국내

연구는 수학 수업에 특화되지는 않은 채 학교 관

리자의 전반적인 영향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주요 결과는, 학교 관리자가 교사의 전문성 신

장 및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수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을 통해 수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조대연 외(2010)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는 수

업 장학,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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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영향

을 끼치는 데, 특히 수업 장학은 학교 관리자의 관리

와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장학 시 교사

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좋은 수업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등 교사는 학교 관리자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정

복이, 신재철, 2010; 정혜림, 허병기 2009). 이러한 측면

에서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관리자의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에 대해서도 교사는 학교 관리자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학교 관리자가 교사의 수학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Smith &

Stein, 2011). 또한 장학을 하는 경력 교사가 다른 교사

의 수학 수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볼 때

(Huang & Li, 2009), 장학을 담당하는 학교 관리자들

이 수학 수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학 수업 측면에서의

학교 관리자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수학 학습을 돕기 위해 수준 높은 수학적 관

행과 교수 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

사, 학부모, 학생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수학

수업에 대해 생산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NCTM, 2014).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

하며, 수학 학습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이 변화되

어야 한다(Kepner, Jr., 2009).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들을 살펴보면,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예, Pang & Kwon, 2015)는 이루어졌으

나,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찾아보기 어렵

다. 이에 학교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수학 수업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교사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수준 높은 수학

적 관행과 신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NCTM,

2014: Pang & Kwon, 2015),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

의 관행과 신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가 가지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학교 관리자는

장학 등을 담당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여 그들이 가

진 수학 수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교사는 학교 관리자 등의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좋은 수학 수업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실

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전달자인 학교 관리자

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과 실행자인 교사가 생각

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

식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좋은 수학 수업의 관행과 신념

지금까지의 좋은 수학 수업에 관한 연구들은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좋은 수학 수업을 위

한 비전 또는 규준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

다(이대현, 최승현, 2006; NCTM, 2000, 2007; NGA

Center and CCSSO, 2010). 최근에는 좋은 수학 수업

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좋은 수학 수

업에 관한 과정적 측면, 방법적 측면을 강조한 교수

관행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다(Munter, 2014; NCTM,

2014). 또한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수준 높

은 수업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준 높은 수

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할 생산적인 신념을 제

시하는 연구들도 있다(NCTM, 2014; Philipp, 2007).

구체적으로, Munter(2014)의 경우 교사의 역할, 교

실 담화, 수학적 과제, 학생들의 수업 활동 참여의 4가

지 관행을 통해 수학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관행을 여러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업을 관찰하면서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관행의 수준

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4가지 관행

중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동기부여자로서의 교사, 감

독자로서의 교사, 촉진자로서의 교사, 안내자로서의 교

사라는 4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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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관행 설명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학 목표 설정하기

학생들이 학습하는 수학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추어 학습을 하며,

교수학적인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목표를 사용한다.

추론과 문제해결을
증진시키는 과제
실행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 추론과 문제해결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시작점과 여러 해결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게 한다.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연결하기

수학 개념과 절차의 이해를 깊게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인 수학적 표현들을 연

결하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의미 있는 수학적 담화

촉진하기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접근법과 논의를 분석

하고 비교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담화를 촉진시킨다.

의미 있는 질문

제기하기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와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과 이해를 평가하고 향상시키

기 위해 의미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개념적인 이해로부터

절차적 유창성 개발하기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맥락적·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때 절차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에 능숙해지도록, 개념적 이해에 기초한 절차적 유창성을 개발한다.

수학 학습에서 생산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학생들이 수학적 아이디어와 관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

게 개별적·협동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노력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사고의 증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하기

학습을 지원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으로서 수학적 이해의 진보를 평가하고, 교육을 지

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증거를 사용한다.

[표 1] 좋은 수학 수업의 교수 관행

[Table 1] Effective mathematics teaching practice

제 교사에게 적용하여 교사의 역할에 따른 수준을 분

류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NCTM(2014)은 [표 1]과 같이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학 목표 설정하기, 추론과 문제해결을 증

진시키는 과제 실행하기,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연

결하기, 의미 있는 수학적 담화 촉진하기, 의미 있는

질문 제기하기, 개념적인 이해로부터 절차적 유창성

개발하기, 수학 학습에서 생산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학생들의 사고의 증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하기라는 8

가지 수준 높은 일련의 수학 교수 관행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관행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행을 실제와 연결할 수 있

는 방안, 관행의 예, 교사․학생의 예시 행동 등을 제

시하였다.

이전에도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어 왔으나, 이처럼 교사가 좋은 수학 수업

의 특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하는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Munter, 2014). 이

러한 연구들은 좋은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한 교수 관행

과 실제 수업을 연결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교

사가 수준 높은 교수 관행을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에서 수준 높은 수학 교수 관행을 실제 수업으로 옮길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가 교실에서

좋은 수학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좋은 수학 수업의 관행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

려면 수학 수업에 대한 생산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NCTM(2014)에서는 예를 들어, 교사가수학 학습은

절차를 연습하고 기본적인 수 구구를 기억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비생산적인 신념보다 문
제해결, 추론, 담화를 통해 개념과 절차의 이해를 발달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생산적인 신념
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Philipp(2007)은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 교수ㆍ학습에 대한

문화적 신념 역시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정책가, 학교 관리자, 사회적 지도자

등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신념이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과 수학 수업을 받아들이

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NCTM, 2000,

2007, 2014). 이에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의 신념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좋은 수학 수업에 미치는 학교 관리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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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는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학교 관리자의 수업 지도성은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배용득(2003; 2004)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가 정기적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살펴보거나, 교사들

이 연구 수업을 실시하거나, 동료 교사와 수업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것 등을 통해 수업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동배 외(2014)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가 수업

활동에 대한 학교 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경

우, 교사의 수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교 관리자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점에 따

라 수업을 조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수업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학교 관리자가 학교 풍토 조직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며, 학교 풍토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윤식, 이상미, 2009; 이전이 외, 2014). 이는

학교 관리자가 학교 풍토를 통해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풍토는 교사의 효능감

과 헌신 그리고 교사들 사이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효능감과 헌신 그리고 교사들 사이의 협력이

다시 교사들의 실제 수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배용

득, 2003; 이동배 외, 2014). 이를 종합해 볼 때, [그림

1]과 같이 학교 관리자는 다양한 측면의 경로를 통해

수업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수업에 미치는 학교 관

리지의 영향을 살펴볼 때, 학교 관리자가 어떠한 수업

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그 학교의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수업에 학교 관리자가 미치는 영향

[Fig. 1] The effect of school administrators on lessons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영향은 수학 수업에서

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을 공개할

때에 교사는 수업을 장학하는 학교 관리자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Smith & Stein, 2011), 학교 관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수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는 전문

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동

기를 부여 받아 좋은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는데(Smith

& Stein, 2011), 이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 역

시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학교 관리자가 수학 수업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의 수업 장학은 중․고등학교의 수업

장학보다 학교 관리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바울, 2000; 조대연 외, 2010).

정바울(2000)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역시 중․고등학

교의 학교 관리자보다 적극적인 수업 지도성을 행사하

려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 교사가 전 교과를 가

르치며 서로 수업에 대해 공유하려는 부분이 많고, 초

등 교사가 중등 교사에 비해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성

향을 보여 학교 관리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는 중·고등학

교와는 다르게 그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 관리자가 초

등 교사와 그들의 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관리자의 좋은 수학 수업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관리자와

교사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이며, 여

기서 학교 관리자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을

의미한다. 학교 관리자는 한 학교에 2～3명이 근무하

며, 관리자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설문 대상을 표집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임의 표집으로 경기 지역

의 초등학교 관리자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초등 교사의 경우, 학교 관리자와의 동일한 설문을

통한 인식 비교를 위하여 Pang과 Kwon(2015)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초등 교사는 지역별로 서울,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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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항 예시

자유

기술식

설문

※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신 수업이나 참관한 수업 중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신 수업이나 참관한 수업 중 좋지 않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등위식

설문

※ 좋은 수학 수업의 대영역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항목 앞에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수·학습(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수업자료)

(3)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4) 평가

척도식

설문

※ 다음은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유지하고있는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 좋은 수학 수업이다.
5 4 3 2 1

[표 2] 설문의 예시

[Table 2] Example of the questionnaire

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분하여 유층군집표집법을 사

용하여 표집 하였으며, 학교단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 당 교원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

//cesi.kedi.re.kr)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7개교의 초등

교사 215명이 표집 되었으며, 최종 설문 대상은 5개교

의 초등 교사 135명이다.

2. 측정 도구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보고,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크게 자유기술식 설문, 등위식 설문,

척도식 설문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자유기술식

설문은 좋은 수학 수업과 좋지 않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도록 하였

다. 등위식 설문은 4개의 대영역(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과 7개의

중영역(교육과정 구성,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

법, 학습자, 수업자료,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

가)에 우선순위를 표시하게 하여,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가 상대적으로 어느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아보았다. 척도식 설문의 경우, Pang과 Kwon (2015)

에서 사용한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설문 문항 요소

([표 3] 참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식 설문은

크게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의 4개 대영역의 48개 요소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예는 [표

2]와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유기술식 설문의 경우, 척도식 설문에서 사용한

좋은 수학 수업의 각 요소([표 3] 참조)를 기준으로 범

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자유기술식

설문에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설계로 맞춤

형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답한 경우,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
용을 선정한 수업으로 분석하였다. 만약 유사한 요

소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기타에서도 동일하게 2명 이상이 답한 경우, 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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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세부 측면 설문 문항 요소 예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구성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

된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 측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 측면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교수․학습

교수․학습

방법

수학 내용적 측면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 과정적 측면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기타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학습자 학습자 측면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는 수업

수업자료
공학 활용 공학을 활용한 수업

교구 활용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기본 환경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일반적인 분위기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수학적인 분위기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평가 평가
평가 시기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

하는 수업

평가 내용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표 3] 좋은 수학 수업의 설문 문항 요소

[Table 3] Overall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께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요소 분석 시, 한 명

이 두 가지 이상의 요소에 해당하게 응답한 경우에는

1/(제시한 요소 수)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으며(예, 구체

적 조작물을 활용한 수업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한 경우 0.5명으로 각각

계산하여 제시함),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 수학 교육 전문가1) 3인에 의한 추가 검토가 실시

되었다. 본 논문에서 자유기술식 설문의 예는 학교 관

리자가 작성한 그대로 제시하였다. 등위식 설문의 경

우, 관리자가 대영역(중영역) 중 어느 영역에 우선순위

를 두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영역의 순위에 대한 빈

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척도식 설문의 경우, 좋은

수학 수업의 각 요소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설문 요소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분석에 적

합한 t 검정(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t 검정 결과는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을 상세히 비교하여

1) 초등수학교육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과정

을 수료한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말함

살펴보기 위하여 유의 수준을 0.05, 0.01, 0.001 수준으

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가. 자유기술식 설문에서 나타난 학교 관리자의 인식

학교 관리자가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되는 사

례로 많이 제시한 의견 순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 자유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17명

중 4.25명(25%)의 학교 관리자가 구체적 조작물을 활

용하는 수업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길이의 단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

해서 직접 사용해서 측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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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

1순위 65.6%
(21명)

28.1%
(9명)

6.3%
(2명) 0

[표 4] 좋은 수학 수업의 대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4] School administrators’ first choice among 4 main domains of good mathematics teaching n=32, 무응답=0

․쌓기 나무를 활용한 입체도형. 개별화 조작 자료

활용을 통한 앞, 옆,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나무토막 수 알아보기

두 번째, 자유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17명 중 2명

(11.8%)의 학교 관리자가 기타 응답 중 학생들이 사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충분히 제공

세 번째, 자유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17명 중 1.75명

(10.3%)의 학교 관리자가 두 가지 요소 즉,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

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에 대해 각각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다.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수업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흥미있게 참여하는 수업입

니다.

나머지 자유기술식 설문에서는 좋은 수학 수업의

설문 문항 요소 중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수학적 문제해

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놀이를 활용한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

업,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등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각

0.25～1명의 학교 관리자가 답하였다.

학교 관리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모습의 좋은 수학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학교 관리자가 생각

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이 다양하며, 각 학교마다

학교 관리자가 강조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이 다

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관리자는 공개 수업 등

을 통해 수업을 장학하고, 교사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각 학교에서 추구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 등위식 설문에서 나타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크게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 교수․학습 영역,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 평가 영역의 4개 영역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먼저, 좋은 수학 수업에서 어떠한 영역

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과 교

육내용 영역을 65.6%(21명), 교수․학습 영역을

28.1%(9명),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을 6.3%(2

명), 평가 영역을 0%(0명)의 학교 관리자가 1순위로

꼽았다([표 4] 참조).

상세히 살펴보면, 65.6%의 학교 관리자는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을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다른

영역보다 체계적인 수학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

한 교육내용의 선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 평가 영

역은 1순위가 0%(0명)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영역이며, 평가에 따라 학생

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는 평가 영역을 좋은 수학 수업의 핵심적인 부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7개

의 중영역(교육과정 구성,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수업자료,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

가)으로 나누어, 어느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 교육과정 구성 영역을

37.5%(12명), 교육내용 선정 영역을 18.8%(6명), 교

수․학습 방법 영역을 21.9%(7명), 학습자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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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수업자료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

1순위 37.5%
(12명)

18.8%
(6명)

21.9%
(7명)

12.5%
(4명)

3.1%
(1명) 0 0

[표 5] 좋은 수학 수업의 중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5] School administrators’ first choice among 7 sub-domains of good mathematics teaching n=32, 무응답=2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교육
과정
구성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4.69 0.59 32 0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념,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
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4.16 0.72 32 0

각 학년에 걸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4.34 0.65 32 0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4.88 0.42 32 0

[표 6] 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6]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construction of curriculum

12.5%(4명), 수업자료 영역을 3.1%(1명),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을 0%(0명), 평가 영역을 0%(0명)의

학교 관리자가 1순위로 꼽았다([표 5] 참조).

이를 살펴보면, 37.5%의 학교 관리자가 좋은 수학

수업의 7개 중영역 중 교육과정 구성 영역을 다른 요

소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관

리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학교 현장에

서 좋은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과 평가 영역은 1순위 0%(0명)로 다른 영

역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

는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과 평가 영역을 좋은

수학 수업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업에서의 수업 분위기의 중요성(NCTM,

2000)과 평가가 교수ㆍ학습에 미치는 영향(지은림 외,

2011)을 고려해볼 때, 두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 척도식 설문에서 나타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선택식 설문에서 각 영역의

문항 별 평균은 최대 4.88점에서 최소 3.56점까지 나타

났다. 전체 48개 하위 요소의 전체 평균은 4.45점이며,

이 중 27개의 요소가 평균점 이상을 나타냈다. 설문에

서 4점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나타내므로

4.00점 이상이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으며, 5점이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

을 고려해볼 때 4.5점 이상이면 많은 관리자가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

교육과정 구성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에 대

해 4.88점,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

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4.69점, 각 학년에 걸

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

업에 대해 4.34점,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

념,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4.16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교육과정 구성과 관

련된 모든 문항 요소를 좋은 수학 수업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여 실시한 수업과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

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선정 영역을 살펴보면([표 7] 참조), 학생

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이 4.75점,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

통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이

4.72점,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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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교육내

용

선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4.44 0.67 32 0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4.56 0.56 32 0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한 수업
4.72 0.46 32 0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 4.45 0.68 31 1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4.75 0.51 32 0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4.31 0.97 32 0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4.72 0.46 32 0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4.56 0.50 32 0

[표 7] 교육내용 선정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7]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selection of content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교수
․
학습

방법

수학의

내용적

측면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4.75 0.44 32 0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4.88 0.34 32 0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4.55 0.57 31 1

수학과기본개념지도후, 개념을알도록문제를많이풀어보는수업 4.16 0.85 32 0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4.28 0.73 32 0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업 4.41 0.76 32 0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3.56 0.84 32 0

수학의

과정적

측면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4.81 0.47 32 0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 4.38 0.61 32 0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4.47 0.72 32 0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4.31 0.78 32 0

기타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4.47 0.80 32 0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 4.72 0.52 32 0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4.66 0.48 32 0

놀이를 활용한 수업 4.44 0.76 32 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4.84 0.37 32 0

[표 8] 교수․학습 방법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8]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한 수업이 4.72점,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

성된 수업이 4.56점,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

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4.56점, 학습 목표

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이 4.45점, 교육과정

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4.44점, 학생

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4.31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

는 교육내용 선정에 모든 문항 요소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중 학생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을 신장시킬 수 있

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

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 교수․학습 영역

교수․학습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은 교

수․학습 방법 영역, 학습자 영역, 수업 자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수학의 내용적 측면을



권 미 선ㆍ방 정 숙338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학습자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4.59 0.56 32 0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4.63 0.61 32 0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4.50 0.67 32 0

[표 9] 학습자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9]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learner

살펴보면,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4.88점,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4.75

점,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4.55점,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

소화시키는 수업에 대해 4.41점,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4.28점, 수학과 기

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

는 수업에 대해 4.16점,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3.56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제외한 수학의 내용적 측면의

모든 문항 요소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필수적인 수학

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학

수업에서 개념 학습과 기본 알고리즘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수학의 과정적 측면을 살

펴보면,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4.81점,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

해 4.47점,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4.38점,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4.31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학교 관리

자는 수학의 과정적 측면인 수학적 문제해결력, 수학

적 추론 및 증명,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모두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

업은 다른 수학의 과정적 측면에 비해 4.81점의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수학적 문제해결력이 다

른 과정적 측면과는 달리 4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기타 측면을 살펴보면,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이 4.84점, 적절

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이 4.72점,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이 4.66점,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이 4.47점, 놀이를 활용한 수업이 4.44점의 평균 점수

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기타 측면의 모

든 문항 요소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 실생활 소재

를 활용한 수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

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영역의 세부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에 대해 4.63점,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4.59점,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4.50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이처럼 학교 관리

자는 학습자 영역의 모든 문항 요소에 대해 매우 중요

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수업자료 영역의 세부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교 관리자는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 4.75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 4.56점, 공학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 4.03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

리자는 구체적 조작물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

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학

을 활용한 수업은 이에 비해 덜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가 단순

히 공학만을 사용하는 것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

각하지 않으며, 공학이 수학의 내용적․과정적 측면

등의 다른 요소와 적절히 연결되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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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수업

자료

공학을 활용한 수업 4.03 0.86 32 0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4.75 0.51 32 0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4.56 0.72 32 0

[표 10] 수업자료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10]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instructional materials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4.50 0.62 32 0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3.81 0.74 32 0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4.69 0.54 32 0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4.00 0.88 32 0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3.97 0.93 32 0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4.13 0.83 32 0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4.00 0.92 32 0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4.69 0.54 32 0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

를 주는 수업
4.47 0.76 32 0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4.69 0.54 32 0

[표 11]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11]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classroom environment & atmosphere

3)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의 각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수준별 학

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4.69점,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4.69점, 수학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의 수업에 대해 4.69점, 적절한 집

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에 대해 4.50점,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에 대해 4.47점,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에 대해 4.13점,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

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4.00점,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에 대해 4.00점,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3.97점, 물리적 환

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3.81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인

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

하고 있으며, 특히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학

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수학

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의 수업,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을 매우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4) 평가 영역

평가 영역의 세부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에 대해

4.35점,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수

업에 대해 4.32점,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에 대해 4.29점, 수업 시간 중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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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32)

응답 무응답

평가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4.19 0.79 31 1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4.35 0.75 31 1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4.32 0.79 31 1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4.29 0.74 31 1

[표 12] 평가 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Table 12] School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bout assessment

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에

대해 4.19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특히, 평가 영역의

모든 항목이 전체 48개 요소의 평균인 4.45점보다 모

두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는 영역 선호도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학교

관리자가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

사의 인식 비교

가. 자유기술식 설문에 나타난 인식 비교

자유기술식 설문 결과,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학교 관리자

와 초등 교사가 공통적으로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가

장 많이 응답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자유

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학교 관리자의 25%와 초등 교

사 23.3%가 모두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한 수업을 가장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되었다고 답하였다. 그 다

음으로 자유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학교 관리자의

5.88%와 초등 교사 5%가 수학적 문제해결을 신장시키

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된다고 응답하였

다. 마지막으로 자유기술식 설문에 응답한 학교 관리

자의 4.4%와 초등 교사 4.3%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된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학교 관리자는

초등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

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10.3%), 학습자의 적성

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10.3%),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

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8.8%) 등을 좋은 수

학 수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초등 교사는 학교 관

리자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

업(9.5%),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6.2%), 기타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6.2%)

등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나. 등위식 설문에 나타난 인식 비교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등위식 설문 결과를 비

교하면, 4개의 대영역에 대해 학교 관리자의 65.6%(21

명)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1순위로 중요하다고 답

하였으며, 28.1%(9명)는 교수·학습이 2순위로 중요하다

고 답하였다. 반면, 초등 교사의 47.1%(65명)는 교수·

학습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46.7%(63명)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2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등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관련된 교수·학습

도 비등하게 중요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7개의 중영역에 대해 학교 관리자의 37.5%(12명)는

교육과정 구성을 1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1.9%(7명)는 교수·학습 방법이 2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초등 교사는 각각 30.4%(41명)씩 교육

과정 구성과 교육내용 선정의 두 개 영역 모두를 1순

위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중 교육내용 선정보다 교육과정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초등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내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나 4대 대영역에서 교수·학습을 1

순위로 답하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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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좋은 수학 수업의 세부 요소 별 평균

[Fig. 2] Average score of 48 items according to the groups

설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다. 척도식 설문에 나타난 인식 비교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평균 결과, 학교

관리자는 4.45점, 초등 교사는 4.21점의 평균 점수로

나타났으며, [그림 2]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대체적으

로 두 집단은 평균의 높고 낮음의 경향에는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학교 관리자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초등 교사에 비해

각 요소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두 집단 모두

각 요소에 대한 다른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두 집단의 평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학교 관리자가 1.32점, 초등 교사가 1

점인 것을 살펴볼 때,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

리자의 선호와 비선호의 차이가 더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수학 수

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t 검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하였으

며,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살펴보면, 학

교 관리자가 초등 교사보다 3개 요소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

업,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

루어지는 수업에서 그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초등 교사보다 개념 사이의 연계성, 구체적

조작물의 활용, 수준별 학습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학교 관리자

는 4개의 요소에서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

장시키는 수업,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에

서 그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초

등 교사에 비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

정하고,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며, 적절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분석한 결과, 13개

요소에서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세히

살펴보면,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

통 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학

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

도하는 수업,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

키는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놀이를 활용한

수업,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공학을 활용한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수학에 대한 허용

적인 분위기의 수업,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

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에서 그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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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교육내용

선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관리자 4.44 0.67

3.005 .003**
교사 3.99 0.77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관리자 4.72 0.46
2.144 .036*

교사 4.51 0.62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관리자 4.72 0.46

2.269 .026*
교사 4.49 0.71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

한 수업

관리자 4.56 0.50
2.002 .049*

교사 4.34 0.76

교수
․
학습

방법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관리자 4.75 0.44

2.749 .008**
교사 4.49 0.63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관리자 4.88 0.34
4.790 .000***

교사 4.49 0.63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관리자 4.55 0.57

2.455 .015*
교사 4.20 0.74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관리자 4.28 0.73

2.214 .028*
교사 3.92 0.86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업
관리자 4.41 0.76

2.274 .024*
교사 4.04 0.84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관리자 4.66 0.48

2.449 .017*
교사 4.40 0.70

놀이를 활용한 수업
관리자 4.44 0.76

1.989 .048*
교사 4.13 0.8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관리자 4.84 0.37

3.039 .003**
교사 4.59 0.59

학습자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관리자 4.59 0.56

2.007 .046*
교사 4.31 0.75

수업자료

공학을 활용한 수업
관리자 4.03 0.86

2.050 .042*
교사 3.68 0.87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관리자 4.75 0.51

4.084 .000***
교사 4.30 0.75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관리자 4.56 0.72

2.360 .019*
교사 4.21 0.76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관리자 4.50 0.62

3.438 .001**
교사 4.03 0.71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관리자 4.69 0.54

4.422 .000***
교사 4.07 0.74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관리자 4.69 0.54

2.319 .024*
교사 4.42 0.75

평가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관리자 4.29 0.74

2.429 .016*
교사 3.92 0.78

*p < .05, **p < .01, ***p < .001

<표 13>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비교

[Table 13] Comparison of conception by school administrato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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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 교

사와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기술식 설문 결과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

사는 공통적으로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한 수업,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

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하였다. 구

체물과 다양한 자료의 사용은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과

중․고등학교의 수학 수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

이며, 초등 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또한 문

제해결은 수학의 과정적 측면 중 교육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초등 수학 교육

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에 공통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추

후 교육과정이나 각 이론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변

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기술식 설문 결과 학교 관리자는 초등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배경 지식, 경험, 적성, 흥미, 개

인차 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초등 교사는 학

교 관리자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실생

활 소재 활용 수업, 수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교 관

리자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 적성과 흥미, 개인

차 등 학습자 측면을, 교사들은 교수․학습 측면을 강

조하였다. 이는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

업의 모습과 초등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지는 못했

다. 최근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가 협력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Gojak, 2012; Kepner, Jr., 2009), 두 집단 간에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관리자는 좋은 수학 수업의 대영역 중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

다. 이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교육과정이 잘 구성되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잘 선정되는 것이 좋은 수학 수

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

교사는 교수·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교사는 교육과정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를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학

교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

다. 학교 관리자는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

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토대로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과 교육내용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교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

수·학습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자의 역할에서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나, 학

교 관리자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만을 강조한다면 실

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이 적절히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풍

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

러한 학교 풍토 조성은 학교 관리자의 노력 없이는 이

루어질 수 없다(이윤식, 이상미, 2009; 이전이 외,

2014). 이에 학교 관리자가 교수·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척도식 설문에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학 수업의 5가지 중 4가지(즉,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적 문

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가 일치하며, 가장

덜 좋은 수학 수업의 5가지 중 3가지(즉, 계산을 능숙

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교실 내 규칙을 통

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수업

이 좋은 수학 수업이냐 좋지 않은 수학 수업이냐에 대

한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림 Ⅳ-1>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래프의 흐름이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고

유성을 함의한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이 존재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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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할 수 있다.

다섯째,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이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였다. 특히 수업 자료 영역의 모든 요소에 대해

서 학교 관리자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관리자가 교사보다 구체적 조작물이나 공학, 다

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에서 자료 활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교육과정 구성 영역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두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

은 학교 관리자나 초등 교사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적인 차이와 전체

평균 차이를 고려해볼 때, 학교 관리자는 초등 교사에

비해 많은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관리자는 수업을 장학하는 입장에서, 교사

는 수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좋은 수학 수업을 바라

보는 것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 교사가 전 교

과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 관리

자가 초등 교사보다 더 많은 요소를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은 교사가 수학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

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 중

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양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학교 관리자의 인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

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학교 관리자는 학

교 문화 형성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교사

의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표집의 어려움이 있어 학

교 관리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나 좋은 수학 수업

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교 관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한 비교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초등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학교 관리자가 실제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를 질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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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d the views of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 on the part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then compared and contrasted such views with thos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 total of 32 school administrat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three types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chool administrators regarded 
good mathematics teaching as using concrete materials and teaching students to think. School 
administrators put their first priority on curriculum and content among four main domains of good 
mathematics teaching, and did on constructing curriculum among seven sub-domains of good mathematics 
teaching. They agreed that good mathematics teaching includes teaching by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according to students’ various levels and teaching to emphasize the connection among mathematical 
concepts. However, they thought that good mathematics teaching might not include teaching for fluent 
calculation or teaching in well-equipped learning environment.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perspectives 
regarding good mathematics teaching between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showed remarkably 
similar tendency. However, a noticeable difference was that school administrators agreed more th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regard to the 20 elements related to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 
This paper closes with implications ba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 perceived by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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