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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래를 다룬다.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타 매콜리프, 20세기 미국의 교육자이자 우주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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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교육심리학 영역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기술한다. 

교육심리학  교육적 장면에서 교수와 학습 

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심리학 영역 중 한 

분야

교사와 연계하기：마거릿 메츠거

효과적 교사는 교육심리학의 원리와 교육적 연구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고 있다. 마거릿 메츠거 선생님은 매사추세츠의 브루클린고등학교에

서 25년 넘게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교육심리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실습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강조하십시오. 학생들은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깊이 이해하며 독서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 어려

운 내용을 익히는 방법, 글쓰기를 활용하여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

오. 졸업생 중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은 마치 철물점 같았습니다. 모든 연장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

도 저는 여전히 제 머릿속의 철물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습의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매일 다음과 같은 기본적 질문

을 하십시오. “이 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수업 내용을 학습하

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과제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하면 다음 과제를 보다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어

야 합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잊

지 마십시오.

최근에 학습 양식과 지능에 대해 유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읽으세요. 학생들이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

오. 당신이 할 일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필요한 연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임교사 시절에 당신은 마치 의과대학의 인턴이나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

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합니다. 

여러분은 우수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여

러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직에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출처：Metzger, 1996, pp. 346－351. 

미리보기
이 장의 서두에서 21세기 교사이자 우주비행사 크리스타 매콜리프는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말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아이들이 미래이므로, 당신은 교사로서 미래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육심리학 영역에 대

해, 그리고 당신이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데 교육심리학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탐구하게 될 것이다. 

교수：예술과 과학역사적 배경

교육심리학	탐구1

심리학은 행동과 정신 과정에 관한 과학적 학문이다. 교육심리학(educational psychology)은 심리학

의 영역 중 하나로서, 교육적 장면에서 교수와 학습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역사적 배경

교육심리학은 19세기 후반, 20세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심리학의 여러 개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

다. 교육심리학의 초기 역사에서 대표적인 개척자로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E. L. 손다이크를 꼽

을 수 있다.

월리엄 제임스  월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최초의 심리학 교재인 심리학의 원리

(Principles of Psychology, 1890)를 발간한 후에 ‘Talks to Teachers’( James, 1899~1993)라는 시리즈

의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심리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

기했다. 제임스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종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바

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교수와 학습을 관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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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수업을 시작하라

고 조언하였다. 

존 듀이  교육심리학의 영역을 형성한 두 번째 주요 인물로 존 듀이( John Dewey, 1859~1952)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심리학의 실천적 적용을 강조한 원동력이었다. 1894년 시카고대학교에

서 듀이는 미국 최초의 주요 교육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하였다. 이후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그는 혁

신적 연구를 계속하였다. 존 듀이가 제안한 매우 중요한 교육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적극적 학습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듀이 이전에 학생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학

습해야 했다. 반면 듀이(Dewey, 1933)는 아동이 행동함으로써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둘째,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아동의 환경 적응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아

동이 협소하게 교육받아서는 안 되며, 학교 밖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아동이 반성적 문제해결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모든 아동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민주적 이상은 매우 파격적인 주장

이었다. 그 당시 교육은 일부 아동, 특히 부유한 가정의 남자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주

장은 매우 민주적인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듀이는 남아와 여아,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과 인

종집단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E. L. 손다이크  세 번째 개척자로 E. L. 손다이크(E. L. Thorndike, 1874~1949)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평가와 측정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의 과학적 토대를 발전시켰다. 손다이크는 학교의 중요한 

과업이 아동의 이성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교수와 학습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 탁

월한 업적을 남겼다. 손다이크는 특히 교육심리학이 과학적이어야 하며 측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성과 초기 교육심리학  다른 영역에서도 대부분 그렇듯 교육심리학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두

드러진 인물은 제임스, 듀이, 손다이크와 같이 주로 백인 남성이었다. 1960년대에 시민법과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 단지 소수의 유색인종 학자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인종적 차별의 장벽에 맞서 자기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Spring, 2014; Webb & Metha, 2017).

제임스, 듀이, 손다이크는 교육심리학 분야

를 개척하고 정립하였다. 교육심리학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왼쪽에서 오른쪽) © Paul Thompson/FPG/Getty Images, 

© Hulton Archive/Getty Images; Source: The Popular 

Science Monthly, 1912

존 듀이윌리엄 제임스 E. L. 손다이크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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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심리학의 초기 역사에서  소수인종과 여성의 참여는 많지 않

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교육심리학에 기여한 학자들 중 일부를 소개하였다. 

© Courtesy of Kate C. Harris

메이미 클라크와 케네스 클라크

개척적인 두 아프리카계 미국인, 메이미 클라크(Mamie 

Clark)와 케네스 클라크(Kenneth Clark)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의 자기개념과 정체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Clark 

& Clark, 1939). 1971년에 케네스 클라크는 미국 심리학회의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장이 되었다. 1932년에 남미계 심

리학자인 조지 산체스(George Sanchez)는 지능검사가 소수인

종 아동에게 불리하게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수인종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고등교육의 장벽에 직면했

으며, 점진적으로 심리학 연구에서 주요 학자가 되어갔다. 교

육심리학의 역사에서 흔히 간과되는 인물이 레타 홀링워스

(Leta Hollingworth)이다. 그녀는 지능검사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은 아동을 설명하기 위해 영재( gifte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다(Hollingworth, 1916). 

행동적 접근  학습 연구에 대한 손다이크의 접근은 20세기 들어서 약 50여 년간 교육심리학을 이끌

었다. 미국 심리학에서 B. F. 스키너( Skinner, 1938)의 주장은 손다이크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20세기 중반에 교육심리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스키너의 행동적 접근은 학습을 위한 최

상의 조건을 정확히 결정하고자 한다. 스키너는 제임스나 듀이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정신 

과정은 관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과학적 연구로서의 심리학(즉 관찰 가능한 행동 및 이의 통제 

가능한 조건에 대한 과학)의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950년대에 스키너(Skinner, 

1954)는 학생들이 최종 학습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하도

록 구성된 프로그램 학습(programmed learn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개인교사(tutor)의 

역할을 하며 정답을 제시한 학생에게 강화를 제공하는 학습 기계(teaching machine)를 고안하기도 

하였다(Skinner, 1958). 

인지적 혁명  학습의 행동적 접근에서 명시한 목표는 학급 교사들의 실제 필요와 목적 중 많은 것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Hilgard, 1996). 그 반동으로 1950년대에 벤저민 블룸(Benjamin Bloom)은 

기억, 이해, 종합, 평가를 포함하는 인지적 교육목표분류학을 만들고, 학생들이 이를 개발하고 활

용하도록 교사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리학의 인지적 혁명이 1980년대까지 강력한 영향

을 미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인지심리학의 개념(기억, 사고, 추론 등)을 적용하는 열정

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은 20세기 

초 제임스나 듀이가 주창하였던 학습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여전

히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은 모두(특히 인지적 접근) 오늘날 교육심리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Fuchs & others, 2016; Wang & others, 2016).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접근들에 대해 자세히 다

루게 될 것이다. 보다 최근에 교육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의 삶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사회적 맥락에서 학교를 분석하며, 교육에서 문화의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Gauvan, 

2016; Koppelman, 2017; Rowe, Ramani, & Pomerantz, 2016; Wentzel & Ramani, 2016). 우리는 

이 책의 여러 장에서 교수와 학습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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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예술과 과학

교수에 있어 교사들은 얼마나 과학적일 수 있을까? 예술이

나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과 기술은 교사의 성공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심리학은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

과 연구로부터 그 지식을 차용하고 있다(Graham & Taylor, 

2016; Ryan & Deci, 2016). 예를 들면 장 피아제나 레프 비

고츠키의 이론은 교사에게 교육 방법을 알려주려는 목적에

서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교

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적용 

방안과 실천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물론 교육심리학에는 교

육심리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이론과 연구, 교사들의 

실제적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데일 셩크(Schunk, 

2016)의 자기효능감(주어진 상황이나 과제를 익히고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육심리학자들은 때로는 수업이 과학적 원칙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즉흥성과 자발성이 필

요하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한다(Borich, 2017; Parkay, 2016). 

과학적 학문으로서 교육심리학은 교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지식, 학생들

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Glesne, 2016). 그러나 당신의 교수는 여전히 예술로 남아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배울 

수 있은 것 외에도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기술과 경험,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며 그동안 쌓아온 

지혜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교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Estes & Mintz, 2016).
RESEARCH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인 카렌 머코비치가 학생들과 함께 읽기 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머코비치 선생님은 우

수교사로 인정받는 영예로운 국가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수업은 예술 및 과학과 

얼마나 비슷한가? 

© Margaret Thomas/The Washington Post/Getty 

Images

복습하기, 성찰하기 그리고 연습하기

①   교육심리학 영역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기술한다.

복습하기
 ● 교육심리학은 어떠한 학문인가? 교육심리학의 역사에서 주요 학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 교수 실천에서 예술과 과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찰하기
 ●  존 듀이는 아동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학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신은 듀이에 동의하는

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습하기

1.  스미스 선생님은 모든 아동은 교육받은 권리가 있고, 교육은 전체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

의 견해는 다음 중 누구의 주장과 가장 일치하는가?

 a. 벤저민 블룸 b. 존 듀이

 c. B. F. 스키너 d. E. L. 손다이크

2.  4명의 교사가 효과적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정확한 진술은 무엇인가?

 a. 과학적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 교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b. 효과적 교사가 되는 데 교사 개인의 직접적 경험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1

되돌아보기/앞날을 생각하기

자기효능감은 동기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제10장 ‘동기, 교수, 학습’

과 연계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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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복잡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로 인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효과적 교수를 달성할 수는 없다. 교사는 반드시 다양한 관점과 전략을 익혀야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전문적 지식과 기술, (2) 전념, 동기 및 배

려와 같은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 

효과적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내용에 대해 능통하며, 적절한 수업 기술을 갖추고 있다(Mayer & 

Alexander, 2017). 이들은 목표 설정 방법, 교수 계획, 학급관리 방법에서 훌륭한 교수 전략을 가지

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들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효과적 교사들은 또한 교실에서 공학적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교과 관련 유능성  많은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교사특성으로 교사의 교과지식을 꼽

고 있다(NAASP, 1997).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과내용에 대한 깊고 유연한 개념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Hamilton & Duschi, 2017). 물론 교과지식은 사실, 용어, 또는 일반 개념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능력, 사고와 논의하는 방법, 한 영역에서의 아이디

어를 다른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교과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데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Anderman & Klassen, 2016; Burden 

& Byrd, 2016; Guillaume, 2016).

교수 전략  광범위한 수준에서 교사의 교수 방법은 구성주의적 교수법과 지시적 교수법의 두 가지 

주요 접근으로 구분된다. 구성주의적 접근의 핵심은 윌리엄 제임스와 존 듀이의 교육철학에 자리

하고 있다. 지시적 교수법은 E. L. 손다이크의 관점과 공통점이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은 학습자중심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으로서 교

사의 지도와 함께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구

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사는 단순히 아동의 마음에 정보를 쏟아부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보다는 교사의 신중한 감독, 의미 있는 지도와 더불어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지식을 발

견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obinson－Zanartu, Doerr, & Portman, 2015; Van de 

 c. 과학 연구 지식, 교수 전략, 개인적 경험은 효과적 교사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d. 효과적 교사가 되는 데 교사의 천부적 능력은 모든 요인을 능가한다.

정답은 ‘연습하기 정답’ 참조

전문적 지식과 기술

효과적	교수

전념, 동기 및 배려

2
학습목표 2
효과적 교사의 태도와 기술을 알아본다. 

구성주의적 접근  학습에 대한 학습자중심의 

접근으로 교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학생이 적

극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는 개인 활동

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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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 Karp, & Bay－Williams, 2016). 구성주의자들은 전

통적인 교육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조용히 앉아서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단순히 암기

하는 수동적 학습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Parkay, 2016).

오늘날 구성주의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협동을 강조한다

(Gauvain, 2016). 구성주의적 교수 철학을 가진 교사는 아

동이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학습을 

지도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지식을 의미 있게 구성하고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Bendixen, 2016). 

반면 지시적 교수법(direct instruction approach)은 구조

화된 교사중심의 접근으로서 교사의 지도와 통제가 많고, 

학생의 향상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높으며, 학생이 학업과

제를 하는 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사의 노력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교수법이다. 지시적 교수법에서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Borich, 

2017; Joyce, Weil, & Calhoun, 2015). 

교육심리학의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 교사들이 대부분 구성주의적 접근과 지시적 교수법 중 하

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두 접근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다른 경우에는 지시적 교수가 필

요하다. 예를 들면, 읽기나 쓰기 장애가 있는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명시적이고 지시적인 교수법을 

권고한다(Berninger & other, 2015). 구성주의적 접근과 지시적 교수법 중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은 

효과적 교사가 될 수 있다.  

사고 기술  효과적 교사는 좋은 사고 기술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사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 기술 중 특히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기술이 중요한데, 

이는 반성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며 증거를 평가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

고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수동적으로 학습하며, 심층적이고 반성

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개념을 암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Sternberg & Sternberg, 

2017).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동시에 무엇을 해석하는 데 

있어 실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함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각 주제와 이슈에 대해 당신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를 바란다. 각 장의 주요 절을 마칠 

때마다 당신은 직전에 읽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기’ 질문을 받게 될 것

이다.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추론이나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와 같은 다른 고차적 사고 과정에 대

해 광범위하게 읽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하

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목표 설정과 교수 계획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든 아니면 보다 전통적인 접근을 취하든 효과적 교

사는 교실에서 그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Senko, 2016). 이들은 또한 성공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며, 학생들의 

지시적 교수법  교사의 지도와 통제가 많고, 

학생의 향상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높고, 학

생이 학업과제를 하는 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사의 노력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하려는 구조화된 교사중심의 교

수법 

비판적 사고  반성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하

고 증거를 평가하는 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구성주의적 접근과 지

시적 교수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

인가? 

© shutterstock

되돌아보기/앞날을 생각하기

계획에 있어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

을 언제, 어떠한 순서로, 왜 해야 하

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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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수를 계획하고 수업을 조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는다(Burden & 

Byrd, 2016). 효과적 교사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이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일 수 있

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개념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정보, 시범, 모델, 탐구 기회, 토론, 연습의 유형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비록 이러한 특징이 모두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교수 설계의 과정에서 교사는 학

생들이 언제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Darling－Hammond & 

others, 2005).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수 실천  유능한 교사는 아동의 발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수업 자료를 어

떻게 만들어야 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알고 있다(Bredekamp, 2017; Morrison, 2017). 미국

의 학교는 대부분 학년이나 연령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학년이나 연령만으로 항상 아동의 발달

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학년에서든 일반적으로 2~3년의 연령차가 있으며, 때로 기술, 능력, 발달적 단계의 격차는 

그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최적의 방식으로 개별 아동을 교수하기 위해서 발달적 경로와 진전을 이

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Feeney, Moravcik, & Nolte, 2016).

이 책은 아동을 가르칠 때 발달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수와 학습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발달에 대해 제2장 ‘인지 및 언어 발달’과 제 

3장 ‘사회적 맥락과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깊이 다루게 될 것이다.  

학급관리 기술  효과적 교사가 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일하며 주어진 과업을 지향하

도록 교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Emmer & Evertson, 2017). 효과적 교사는 학습에 도움이 되

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그룹을 조직하고, 학급활동을 감독하고 조율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Emmer & Evertson, 2017; Jones & Jones, 2016).

동기적 기술  효과적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화되고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Kitsantas & Cleary, 2016; Soloman & Anderman, 2017; 

Wentzel & Miele, 2016). 교육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실현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생 개인

에게 최적의 참신함과 난이도의 실제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들은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동기화된다. 효과적 교사는 학생들에

게 창의적이고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Schunk & DiBenedetto, 2016). 교사나 부모는 학생들

의 성취에 대해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열등하거나 평범한 수행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높은 성공 기대가 설정되면, 학생들에게(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대

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 교수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0장 ‘동기, 교수, 학

습’에서 동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DEVELOPMENT

되돌아보기/앞날을 생각하기

최고의 교사에게 훈육 문제가 많지 

않은데, 이는 이들이 훌륭한 훈육자

여서라기보다는 훌륭한 교사이기 때

문이다. 제11장 ‘학급관리’와 연계

해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배운 교육적 도전

이 바로 저라고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하래요.” 

Reprinted by permission of Heiser Zedo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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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술  말하기와 듣기,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벽을 극복하기, 학

생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

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교수와 분리될 수 없다(Beebe, Beebe, & 

Redmond, 2017; Zarefsky, 2017). 의사소통 기술은 교수에서뿐만 아니

라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하다. 효과적 교사는 학생, 학부모,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는 이들‘과’ 대화할 때 좋은 의사소

통 기술을 활용한다. 이들은 가능하면 비난하지 않으며, 공격적이고 수

동적이며 타인을 조종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단호한 태도의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한다. 효과적인 교사는 스스로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의사소통 기술이 오늘날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의

사소통 기술을 증진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사실상 모든 교사는 교수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한 학급의 학생들은 지능 수준이 다양하

고, 다양한 사고양식과 학습양식을 활용하며, 기질이나 성격도 다양하다(Hill & Roberts, 2016; 

Sternberg, 2016). 또한 한 학급에 어느 정도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과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Van Tassell－Baska, 2015).

앰버 라킨이 초보교사로서 겪은 도전과 경험을 생각해보라(Wong Briggs, 2007). 교실은 이동식 

가건물에 차려져 있으며,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 없거나 영어를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공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난민이었다. 그러나 4년 후 라킨 선생님은 

USA 투데이의 내셔널 올스타 티처로 선정이 되었으며, 학생들 대부분은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아동낙오방지법’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라킨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한 것

보다는 이들의 사회정서적 성장에 더욱 기뻐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라킨 선생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라킨 

선생님은 매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Wong Briggs, 2017, p. 6D).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차

별화된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은 학생들의 지식, 준비도, 흥미, 그 외 다양한 특성에서 개인

차가 있음을 인식하며,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업을 할 때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Taylor, 2015). 

차별화된 수업은 학생들의 필요와 능력에 맞추어 과제를 재단할 것을 강조한다. 물론 교사가 한 수

업에서 각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20~30개의 수업지도안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그러나 차별화된 수업이란 학생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나 유사성을 발견

하고, 그에 따라 20~30개 대신 3~4개 유형(수준)의 수업을 준비하는 수업이다. 제4장 ‘개인 변인’

과 제5장 ‘학습자의 다양성’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능력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하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공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오늘날 미국에서 5명 중 1명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며, 2040년에는 3명 중 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의 

약 80%는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유색 인종이다. 이민자의 약 75%가 스페

앰버 라킨 선생님이 5학년 학생 미야 크파

가 학업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

다. 학생들의 개인차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

이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Davis Turner

차별화된 수업  학생들의 지식, 준비도, 흥미 

등 다양한 특성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인식하

며, 교육과정 계획과 교수 실천에 이러한 개

인차를 반영한다.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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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 사용 지역 출신이지만, 약 100여 개의 다양한 언

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미국 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오늘날 문화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 교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

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Bucher, 2015; 

Koppelman, 2017). 효과적 교사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

생들과 긍정적으로 개인적 접촉을 하도록 독려하며, 그

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다. 이

들은 문화적 및 인종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편견을 차단하거나 낮추

며, 자신과 다름에 대해 수용하도록 하며, 문화적 매개

자의 역할을 한다(Gollnick & Chinn, 2017). 효과적인 

교사는 또한 학교의 문화와 학생들의 문화(특히 학업적

으로 성공적이지 않은 학생들의 문화) 간에 중재자가 될 필요가 있다(Sarraj & others, 2015). 

문화와 관련하여 유능한 교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Pang, 2005).

 ● 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힘과 복잡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 학생들에 대한 나의 기대는 문화를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편견인가?

 ● 나와 다른 문화권 출신의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어떤 학생의 문화가 다른 학생들에게 생소할 경우, 나는 이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문화를 표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 나의 평가는 편견이 없으며 공정한가?

측정 지식과 기술  유능한 교사는 또한 평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Brookhart & Nitko, 2015; Popham, 2017). 수업 후에 학생들의 수

행을 기록하기 위해 어떠한 평가 유형을 활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전과 수업 

중에 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Chappuis & others, 2017). 예를 들면, 판구조

론에 대해 수업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이 대륙, 지진, 화산과 같은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수업이 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었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개인적 관심이 필요

한 학생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Veenman, 2017). 

또한 학생들에게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성적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또 다른 측면으로 학생들의 성취,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의무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험도 있다(Popham, 2017). 연방정부의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매년 학생들의 수학, 영어/언어, 과학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정

부가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McMillan, 2014). 최근 들어 2009년에 

전국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 Association)에서는 학생들 교육에 보다 엄격한 지침을 실행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통핵심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 Initiative)을 채택하였다. 공통

핵심표준은 각 학년마다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기술과 알아야 할 

되돌아보기/앞날을 생각하기

측정은 학습과 동기에 대한 최신 관

점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

장 ‘표준화 시험과 학급평가’와 연

계해 생각해보자.

학습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효과적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shutterstock

되돌아보기/앞날을 생각하기

효과적인 다문화 수업을 위한 전략

은 수없이 많다. 제5장 ‘학습자의 다

양성’과 연계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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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하고 있다(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6).

미국 교육에서 가장 최근의 법안 발의는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으로서 2015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7~2018학년도에 전면 시행하게 되

었다(Rothman, 2016). 이 법안은 아동낙오방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표준화 시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 ESSA는 3~8학년까지 읽기와 쓰기를 매년 평가하고, 그 후 고

등학교에서 한 번 더 평가하도록 한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주정부가 학생의 성취에 대해 학교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던 시험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학교의 성공을 

평가할 때 학교는 학생 참여와 같은 비학업적 요인을 반드시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해야 한다. 

새 법안에서는 또한 주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를 계속해서 혁신하며, 이들 

학교가 영어 학습자, 소수인종 학생, 장애 학생들과 같이 오랫동안 저성취를 보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지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지역 교

육청은 공통핵심표준을 비롯한 주정부의 표준에서 다소 벗어날 수는 있을지라도, 도전적인 학업 

표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CLB로 인해,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공통핵심표준과 ESSA로 인해 표준에 맞추어져야 하는 정

도 또는 소위 표준 기반 수업(standard－based instruction)은 교육심리학과 미국 교실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다. 초점은 수월성의 표준을 정하고, 학생들이 외부의 표준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McMillan, 2014). ‘아동낙오방지법’, 공통핵심표

준,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제12장 ‘표준화 시험과 학급평가’

에서 제공된다. 

교사가 되기 전에 당신의 교과 관련 지식과 수업 기술은 당신을 고용한 주정부에 의해 평가될 것

이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예비교사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PRAXISTM 시험을 

활용한다. 연습하기 문제는 이 시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공학적 기술  공학이 반드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Maloy & others, 2017; Roblyer, 2016). 교육에서 공학적 기술(technological skill)이 효과적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지도자들의 비전과 지지, 학습을 위한 기술 활용에 능숙한 교사, 교과

내용 표준과 교육과정 자원, 학습을 위한 기술 활용의 효과성 평가,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학습자로

서의 아동을 강조함 등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ISTE, 2007).

학생들은 공학적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교실 수업에 컴퓨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교

사로부터 혜택을 받는다(Lever－Duffy & McDonald, 2015; Maloy & others, 2017). 교사의 공학적 

기술과 컴퓨터 활용은 기술적 전문성과 컴퓨터 관련 기술이 중시되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비해야 

하는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일치해야 한다(Aleven & others, 2017). 또

한 효과적인 교사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장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Marchel, Fischer, & Clark, 2015). 

최근에 국제교육공학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tion, ISTE, 2016)는 학생

들을 위한 공학 표준을 갱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유능한 학습자(empowered learner).  학생들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학을 활

용한다.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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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  학생들은 공학을 사용함

에 있어 윤리적이며 책임감을 보여준다.  

 ●   지식 구성자(knowledge constructor).  학생들은 지식

을 구성하고 창의적이며 유의미학습을 하기 위해 다

양한 자원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  

 ●   혁신적 디자이너(innovative designer).  학생들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용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컴퓨터 사고자(computational thinker).  학생들은 문제

를 해결하고 검증하기 위해 공학을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창의적 의사소통자(creative communicator).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국제적 협력자( global collaborator).  학생들은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됨으로

써 자신의 학습을 증진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공학을 활용한다.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간(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이나 컴

퓨터 사용 등)이 상당하며, 이러한 시간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ranscum & Crowson, 2016; Calvert, 2015; Wu & others, 2016). 

또한 미디어 멀티태스킹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미디어에 접속해 있는 동안 학업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Cain & 

others, 2016; Courage & others, 2015). 또한 학생들이 SNS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는 점, 이것

이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등 이들의 학업이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우려가 있다(Fisher, Gardella, & Teurbe－Tolon, 2016; Marino & others, 2016; Slkie, Fales, 

& Moreno, 2015). 

전념, 동기 및 배려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념, 동기 및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생에 대한 배려와 긍정

적인 태도가 포함된다.

초보 교사들은 종종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다. 어떤 초보 교사는, 심지어 경력 교사 중에서는, 학기 중에는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곤 한다. 교실에서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시간을 투자하지

만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부담과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 교사는 좌절감을 느끼고 부정적 태도를 가지며 틀에 박힌 

행동을 하기 쉽다. 효과적 교사가 이러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전념과 동기의 덕분이라

고 할 수 있다. 효과적 교사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부정적 정서로 인해 자신의 

동기가 약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며, 긍정적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Anderman & 

Klassen, 2016; Fives & Buehl, 2016). 이러한 특성은 전염성이 있어서 교실은 학생들이 머물고 싶

교실에서 공학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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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교육을 향한 긍정적 태도와 지속적인 열정을 갖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 자신이 개별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냈

던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훌륭한 자문가 중 한 분이며 플로리다 애틀란틱대학

교의 교육학 교수인 칼로스 디아즈가 그의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오펠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도 나는 특정 단어(결핍, 해소)를 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으로 오펠 선생님의 단어와 어휘를 

떠올린다. 교사로서 그녀는 매우 온화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언어의 힘과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정적이었다. 내가 영문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교수와 작가가 되는 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특징을 모두 모아서 나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더 좋은 교사가 될수록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성취

와 존경을 받을수록 교육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기억

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예전 교사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일부 교사들은 훌륭했으며, 매우 긍정

적인 이미지를 남겼을 수 있다. 13~17세의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에서 학

생들은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유머감각, 흥미로운 수업, 교과에 대한 지식을 꼽았다(NAASP, 

1997). 중학교 학생들이 최악의 교사의 특성으로 꼽은 것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지루한 수업,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과 학생을 편애하는 것이었다. 최고의 교사 및 최악의 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교사의 다양한 특성을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유머감각과 진정한 열정이 교사로서 여러분의 장기적 전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라. 또

한 그림 1.1에서 교사의 배려와 관련된 특성에 주목하라. 효과적 교사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종종 ‘나의 학생들’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진심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며 그들의 학습

을 돕는 데 헌신적이다. 동시에 이들은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구별한다. 효과적 교사는 학

생들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러분을 가르쳤던 예전 교사들이 보여주었던 최고 및 최악의 특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평가 1

을 해보자. 최고의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를 탐색하는 데 자기평가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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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고의 교사 및 최악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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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1
나의 예전 선생님들의 최고와 최악의 특성

그림 1.1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최고의 교사와 최악의 교사로 꼽은 특성들 중 놀라운 점이 있었는가? 최고의 특성으로 꼽은 

것 중에서 가장 놀란 다섯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최악의 특성으로 꼽은 것 중에서 가장 놀란 다섯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 당신의 예전 선생님들의 최고와 최악의 특성 다섯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림 1.1에 제시된 특성에 한

정하지 말자. 또한 각 특성을 작성한 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몇 가지 예를 적어보자. 

나의 예전 선생님들의 다섯 가지 최고의 특성

특징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상황의 예

1.  

2.  

3.  

4.  

5.  

나의 예전 선생님들의 다섯 가지 최악의 특성

특징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상황의 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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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연계하기：최고의 실천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한 전략

1.  효과적 교수를 위해 여러 개의 모자를 바꿔 쓸 필요가 있다. 교과 관련 지

식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훌륭한 수업을 하게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아래에 제시한 

‘교사의 시선’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가르치는 수전 브래드번 선생님

이 효과적 수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교사의 시선：거북이 여사
수전 브래드번은 4~6학

년 교사이다. 그녀는 학생들

이 연구를 수행하고 전시회

를 열 수 있는 학교 박물관

을 만들었다. ‘바퀴 위에서’

라는 이름을 단 이동식 박물

관으로서, 학생들은 다른 교

실이나 다른 지역사회로 카

트를 옮겨 다닐 수 있었다. 

선생님은 여기서 받은 상금

을 다른 지역의 학교로 이동

식 박물관을 확장하는 데 사

용하였다. 선생님이 거북이

와 다른 동물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 여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브래

드번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인근의 섬으로 3일간의 현장학습을 가서 화석을 

찾고 해안 생태를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시와 예술을 담

은 달력을 판매하였고, 그 수익금을 우림 지역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

용하였다. 

2.  조망 수용(perspective taking)을 한다. 가능한 한 최고의 교사가 되고 싶다

면 학생들이 학업적 및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각하는지, 학생들

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성찰해보라. 

3.  효과적 교사의 특징의 목록을 작성하고 꾸준히 갱신한다. 목록을 보고, 교

육 실습생과 초보 교사, 또는 경력 교사가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효과적 교

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역으로 추가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때

때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한두 가지 영역에 소홀했으며, 자

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4.  전념하며 동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

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배우려는 동기와 전념이 필요하다(Anderman & 

Klassen, 2016). 좌절을 극복하고, 언젠가 직면하게 될 어려운 시간에 맞서

기 위해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익혀라. 아동을 배려하는 긍정적 태도와 깊

은 전념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핵심 요인임을 기억하라.

수전 브래드번 선생님(왼쪽)과 웨스트매리안초등

학교 학생들

© Alan Marler/AP Images

복습하기, 성찰하기 그리고 연습하기

①   효과적 교사의 태도와 기술을 알아본다.

복습하기
 ● 효과적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가?

 ● 교사가 전념하고 동기화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찰하기
 ●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습하기

1.  수전 선생님은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학생평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다. 교사의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것인가? 

 a. 학급관리 b. 의사소통

 c. 발달적으로 적절한 수업 실천 d. 목표 설정과 수업관리

2.  교직 첫 해의 중반을 보내고 있는 마르셀로 선생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점차 다른 상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효과적 교사가 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을 해

야 하는가?

 a. 학급관리와 의사소통 b. 전념과 동기

 c. 기술과 다양성 d. 교과 관련 유능감과 개인차

정답은 ‘연습하기 정답’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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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연구는 교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여기에서는 왜 연구가 중요하며, 어떻게 연구를 하

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사－연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연구는 왜 중요한가

가장 좋은 스승은 경험이라는 말이 있다. 직접적 경험, 교사나 행정가, 전문가로부터 얻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좋은 교사가 될 것이다. 한편 연구는 학생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에 대

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여러분이 더 좋은 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Smith & 

Davis, 2016). 

우리는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는다. 우리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일반화하고, 흔히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얼마나 타

당한가? 우리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

하기도 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오해를 받았던 것만큼 우리도 타인을 오해했던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단지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여 수집된 정보는 완벽히 객관적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권위자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여러 권위자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권위자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 전문가로부터 최고의 읽기 수업 방

법에 대해 들었지만, 다음 주에는 다른 전문가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듣게 될 수 있다. 어떤 

노련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지만, 또 다른 경험이 많은 교사는 정반대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누구의 제안을 따를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명확한 해답을 찾는 한 가

지 방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연구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를 들어 정기적

으로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지,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는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것

이 결석을 줄이는지 알아보고 싶은 경우, 교육심리학 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Gliner, Morgan, & Leech, 2017; 

Trochim, Donnelly, & Arora, 2016).

교육심리학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술

적 방법, 상관적 방법 및 실험적 방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학습목표 3
효과적 교수를 위해 왜 연구가 중요한지, 
교육심리학자와 교사는 어떻게 연구를 수
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연구는 왜 
중요한가

교육심리학	연구

프로그램 평가 연구, 현장 연구, 
연구자로서의 교사

3

그림 1.2  과학박물관에서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과학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 

과학박물관에서 자연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딸보다 아들에게 과학을 설명하는 

데 3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였다(Crowley 

& others, 2001).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동일하였으며, 특히 아버지에게

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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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연구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의 목적은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교육심리학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얼마나 공격적인지 관찰하거나, 교사들이 특정 교수 전

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다. 기술적 연구는 그 자체로 어떤 현

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Boynton, 2017).

관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 그러나 두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연히 또는 무심

하게 보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관찰과 다르다. 과학적 관찰은 대단히 체계적이다. 

과학적 관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관찰해야 하

며,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류하고, 관찰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 Jackson, 2016; Salkind, 2017).

일반적으로 관찰을 기록하기 위해 속기나 기호를 사용한다. 그밖에 비디오 카메라, 특별 코딩지, 

일방향 거울, 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관찰은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자연적 상황에

서 할 수도 있다(Babbie, 2017). 실험실(laboratory)은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배제된 통제 

상황이다. 일부 교육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대학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실험실 

연구는 많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연 관찰(naturalistic observation)은 현실 세계의 행동을 관찰한다. 교육심리학자들은 교실, 박

물관, 운동장, 놀이터, 집, 이웃 등과 같은 자연적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한다. 과학박물

관에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자연 관찰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Crowley & others, 

2001). 부모는 과학박물관에서 각기 다른 전시관을 관람하는 동안 딸에 비해 아들과 설명적 대화

를 3배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또 다른 연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

진 멕시코계 미국인 부모는 그보다 낮은 학력의 멕시코계 미국인 부모에 비해 과학박물관에서 자

녀들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nnebaum & others, 2002).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서 관찰자－연구자는 활동이나 상황에 참여자가 되어 관찰하

게 된다(McMillan, 2016). 참여 관찰자는 특정 맥락에 참여하여 관찰하면서 자신들이 본 것을 틈

틈이 기록한다. 관찰자는 흔히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관찰을 하고 기록한다.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하기 위해 교사는 그 학생을 틈틈이 

관찰할 계획을 세우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당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각 학교급에 따라 교실에서 어떻게 참여 관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이 권고하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  우리는 하루 종일 아동의 활동에 주목하고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유치원 수준에서 아

동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열중해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을 본 아동

은 호기심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교사에게 “저 좀 보세

요”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은 기록에 익숙

해지며 질문을 덜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그들의 욕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발레리 고햄, 키디쿼터스사

실험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요인 중 많은 부

분이 배제된 통제된 연구 장소 

자연 관찰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수행되는 관찰

참여 관찰  연구자가 교실활동이나 교실상황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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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저는 보통 3~5명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독서 그룹을 만납니다. 그룹의 수준에 맞

는 읽기 자료와 글을 사용하죠.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저는 그룹이나 개인이 개념을 이해하거나 어

려워하거나, 또는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이 포착될 때마다 재빨리 기록합니다. 이

러한 기록은 나중에 제가 특정 내용이나 개념을 다시 수업을 할지, 새로운 개념이

나 자료로 넘어갈지, 또는 원래 계획했던 것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할지 등을 결정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수전 프롤리히, 클린턴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종종 준비 없이 늦게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언제 그 학생이 준비 없이 또는 늦게 오는지 정리하여 차트를 만들었죠. 기록

을 잘 관리한 덕분에 저는 그 학생이 제 수업 직전에 체육 수업이 있는 경우 늦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수업 자료를 준비해서 제 수업에 올 수 있

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학생 및 체육 선생님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습

니다. 

 －케이시 마스, 에디슨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제 수업의 실험 시간에 저는 학생이 언제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며, 과제 대신에 무

엇을 하는지(예：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잡담을 하거나 등) 기록한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드러나면 학생들에게 차트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주의를 받는 것보다 그래프와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는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학생들을 

제지하고 주의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샌디 스완슨, 메노모니폴즈고등학교

면접과 설문지  때로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

해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자들은 학생과 교사의 경험, 신념, 정서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나 설문지를 활용한다. 인터뷰는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면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설문지는 문서의 형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우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좋은 인터뷰와 설문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은 질문을 하며, 응답자의 응답이 진

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Leary, 2017). 그러나 인터뷰와 설문지에도 문제는 있다. 

중요한 제한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한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진실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바람직해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

한 면접 기술과 질문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Kazdin, 2017). 면접과 질문지의 

또 다른 문제는 응답자들 중 일부가 그저 솔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표준화 검사  표준화 검사(standardized test)는 시행과 채점의 절차가 동일하다. 표준화 검사는 다양

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기술을 측정한다. 표준화 검사는 한 학생의 수행을 같은 연령, 같

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화 검사에는 지능검사, 성취도검사, 성격

표준화 검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 위

한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검사.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이나 학년이 같은 학생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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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다(Gregory, 2016; Mills & Gay, 2016). 이러한 검사는 연구에 

필요한 성과점수(결과변인)를 제공하고, 심리학자나 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 간, 지역 간,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화 검사는 또한 현대 교육심리학의 주요 이슈, 즉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여기서 책무성이란 학생의 수행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Popham, 

2017).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 모두 책무성 노력의 일환으로 표준화 검사를 점점 더 

많이 치르게 된다. 미국 정부의 ‘아동낙오방지법’은 그 중심 항목으로 책무성을 담고 있다. 2005년

에 모든 주정부는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언어, 수학에 대한 표준화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7년에 

과학 성취도 검사가 추가되었다.

생리적 측정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연구에서 생리적 측정을 활용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Johnson, 2016). 활용도가 증가한 생리적 측정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술(fMRI)을 꼽을 수 있다. 

fMRI는 전자기파를 활용하여 사람의 뇌 조직과 생화학적 활동의 이미지를 생성한다(de Haan & 

Johnson, 2016; Galvan & Tottenham, 2016). 심장 박동수는 아동의 인지, 집중, 기억 발달의 지표

로 활용되고 있다(Kim, Yang, & Lee, 2015). 더 나아가 심장 박동수는 억제, 불안, 우울과 같은 정

서적 발달의 다양한 발달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Blood & others, 2015).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연구에 호르몬 수준이 활용되기도 한다. 코르티솔(cortisol)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호르몬으로서 기질, 정서적 반응성, 또래관계, 아동의 정신병리 연구에 활용된다

( Jacoby & others, 2016).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혈액 내 특정 호르몬의 수준이 증가한다. 이러한 호르

몬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청소년 자원자로부터 채득한 혈액 샘플을 분석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Hill & Roth, 2016). 실제 유전자를 측정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면서 

특정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조합이 지능, ADHD, 자폐장애 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게 되었다(Grigorenko & others, 2016).   

사례 연구  사례 연구(cast study)는 한 개인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다. 사례 연구

는 종종 한 개인의 삶에서 독특한 환경이 실제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재연될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예를 들면, 브랜디 바인더의 사례 연구를 생각해보자(Nash, 

1997). 그녀는 6세 때 악성 뇌전증 진단을 받고 두뇌의 대뇌피질의 오른쪽을 제

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브랜디는 오른쪽 뇌의 통제를 받는 신체의 왼쪽 근육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러나 다리 들기에서부터 수학과 음악 연습

에 이르기까지 몇 년에 걸친 치료를 받은 브랜디는 17세에 우등생이 되었다. 그

녀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 있는 음악과 예술을 좋아했다. 물론 왼

팔 사용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므로 100%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는 보완(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브랜디의 놀라운 회복은 또한 왼쪽 뇌가 논리적 사고의 유일한 

원천이며, 오른쪽 뇌는 창의력의 원천이라는 고정관념과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

는 것이었다. 브랜디의 사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인간의 뇌는 주요 기능에 의해 

완벽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사례 연구  한 개인에 대한 심층적 고찰 

브랜디 바인더는 두뇌의 반구 유연성과 탄

력성의 증거이다. 악성 뇌전증으로 인해 대

뇌피질의 오른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디는 17세에 일반적으로 ‘우뇌형’ 활동

으로 알려진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

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으며, 아래 사진에

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Brandi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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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례 연구가 인간의 삶에 대한 극적이고 심층적인 그림을 제공하지만, 이를 해석할 때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일련의 경험

과 유전적 구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는 통계적 분석이 어려우며 다른 사

람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문화기술적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ic study)는 특정 문화나 민속 집단의 행동에 대

한 심층적 기술과 해석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직접적인 관여를 포함한다(Jachyra, Atkinson, & 

Washiya, 2015).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자연적 상황에서의 관찰과 면접을 포함한다. 문화기술적 연

구는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이다.

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학교가 언어적 소수집단을 위해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정도에 대해 연구

하였다(U.S. Office of Education, 1998). 높은 표준(standard)을 설정했는지, 교육 방식을 재구성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학교에서 심층 관찰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집중 평가를 위해 일부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어도 해당 학교가 언어적 소수집단 학생들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필

요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심집단 연구  관심집단(focus group)은 어떤 집단 상황에서 사람들을 면담하는 것을 포함하며, 대

부분의 경우에 특정 이슈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Nel, Romm, & Tiale, 2015). 

관심집단은 일반적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집단 촉진자가 일련의 개방형 질문을 한다. 관심집

단은 중학생들을 위해 새로 도입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효과, 또는 새로 개발된 웹사이트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개인 저널과 일기  자신의 활동에 대한 양적 측면(예：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활용하는지)이나 질적 

측면(예：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을 문서화하기 위해 개인 저널( journal)이

나 일기를 쓰도록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 저널이나 일기를 직접 쓰도록 요청하는 대신 디지

털 오디오나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상관 연구  상관 연구(correlational research)의 목적은 2개 이상의 사건이나 특성 간의 관계의 강도

를 기술하는 데 있다. 상관 연구는 두 사건의 관계가 강할수록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Gravetter & Wallnau, 2017; Levin, Fox, & Forde, 2015). 예를 들면, 관여

적이지 않으며 허용적인 수업과 학생들의 낮은 자기통제력 간에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이

는 관여적이지 않으며 허용적인 수업이 학생들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시사

한다.

상관관계는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Heiman, 2015; Howell, 2017). 상관 연

구의 결과는 허용적 수업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낮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한 학생들의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교사들이 절망하게 되어 교실을 통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요인들, 예컨대 유전, 빈곤, 부적절한 양육 

등이 허용적 수업과 낮은 학생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그림 1.3은 이러한 상

관 자료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  민속집단 또는 문화집단에

서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서술하고 해석하는 

연구로, 연구대상 집단의 삶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관 연구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나 특성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기술하는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