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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과 평가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이 연구는 사 

범대학의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에서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시연하고 반성한 결과를 논의한다. 예비교사들은 

2명 또는 4-5 명이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인，코티칭’으로 수업을 시연하였다. 다른 예 

비교사들의 코티칭 수업 시연을 보면서 그에 대한 비평을 작성해 보았다. 모든 예비교사들의 수업 시연이 끝 

난 후, 코티칭 수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코티칭의 단점(예,，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보다는 장점(예,，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논의하였다.

주제어: 코티칭, 인식, 예비교사

ABSTRACT. Pre-service teachers should have many opportunities of reflection and evaluation on their teaching prac
tices. This research provides discussions on the results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demonstrations and their reflec
tions on the teaching in the lecture of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t a college of education. Pre
service teachers were grouped in pair or in 4-5, and demonstrated the coteaching instruction, in which pre-service teach
ers planed, practiced, and reflected their lesson altogether. Other pre-service teachers watched the others' teaching dem
onstrations, and wrote comments on it. After all the pre-service teachers demonstrated their lessons, they reported their 
perceptions on the coteaching instruction including merits and shortcomings of coteaching. Pre-service teachers dis
cussed on the coteaching focused more on the merits of coteaching (e.g., “many hands make the work easy”) rather than 
on the shortcomings of coteaching (e.g.,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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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 교 

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데, 학교 현 

장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교 

사들의 재교육과 함께 예비교사들이 현직에 나가기 

이전부터 수업에 능숙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대학 

에서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참관실습 

이나 교육실습 등이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으 

로 지정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실습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종종 보고된다X

교육실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 

근 코티칭이라는 수업 모형이 제안되었다.S 전통적으 

로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코티 

칭에서는 둘 이상의 교사가 수업을 함께 진행해 나 

간다. 코티칭을 위해 여러 교사가 함께 수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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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시하며, 공유된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도 서로 배우게 된다.6 또한 만약 교육실습에 코티칭 

을 적용한다면 예비교사는 정해진 실습 기간 동안 수 

업과 반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코티칭은 외국에서 개발되고 연구되었으며, 
국내에 적용된 경우는 일부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예로, 외국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최근 어렵지 않 

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새로운 수업 모형 

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이나 여건, 교육 

현장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모형을 조심스럽 

게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코티칭을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사범대학의 교수법 강의에서 먼저 시연해 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이 직접 코티칭을 경 

험해본 후,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예비교사 교육 방안으 

로 코티칭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우리 

나라에 코티칭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외국에서 진행된 코티칭과 그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코티칭의 장점이 주로 부각되어 논의되어 

왔으며,心 코티칭의 제한점은 드물게 보고되었다. 코 

티칭은 예비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 

고, 효율적인 질문법과 수업 시간 관리 방법 등을 

익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두 교사 사이의 

상호 협조적 관계가 조화롭지 않거나, 인성이나 신 

념, 선호하는 교수법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코티칭 

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心」외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코티칭이 또 다른 문 

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티칭 

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 

을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 코티칭을 대학 교육 및 

중등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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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코티칭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하여,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코티칭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연구, 보고된 내용을 정 

리한 후, 수업 시연 이전에 코티칭에 대해 간단히 설 

명을 제공하였다. 충청 소재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의 강의 중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2005년 2학기 

화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와 2007년 1학기 공 

통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를 코티칭 실습 위 

주로 진행하였다. 이 강의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화 

학 전공 이외의 물리, 생물,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있 

는 2-4 학년 예비교사들이다. 예비교사들이 2명씩 또 

는 4-5 명씩 조를 구성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화학 교과서에서 일부 단원을 분석하고, 1차시 （45분）의 

코티칭 수업을 준비하여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하였다. 
2005년 강의에서는 48명의 수강생이 2인 1조가 되어 

24회의 수업 시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강 

의는 팀티칭으로 변경되어 강의 시수가 2005년에 비 

하여 반으로 축소되어 43명의 수강생들이 2인 1조로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할 수 없었고, 대신 부득이하게 

4-5 인 1조가 되어 10회의 수업 시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코티칭 인원의 차이에 따른 비교 

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시연을 할 때 다른 모든 수강생들은 가상의 

중고등학생이 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수업 

시연에 대한 평을 적어서 수업이 끝난 후 발표자에 

게 제공하였다. 수업 시연이 끝난 후 지도교수가 전 

체적인 평가와 함께 수업이나 실험에서 주의할 점, 
수업에서 나타난 코티칭의 사례 등을 정리해 주었다. 
수업 시연과 정리 과정은 모두 디지털 캠코더로 촬 

영하며,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시연을 한 예비교사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수업 반성에 활용하도 

록 하였다.
모든 수강생들의 수업 시연이 끝난 후 코티칭의 장 

점과 단점에 대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지필검사 

로 조사하였다. 지필 검사에 응답한 내용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일부 예비교사들을 면담하여 장단점

'물론 2005년과 2007년에 동일한 학생들이 코티칭을 2명끼리 하거나 4-5 명끼리 한 후 인식을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 연 

도별 비교는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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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

총 91명 예비교사들의 지필 검사 응답에 대하여 빈 

도 분석을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코티칭의 장점과 단 

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을 분 

류하기 위한 범주나 하위 항목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즉, 코티칭의 장점과 단점을 분류할 때 

수업 준비, 실행, 평가의 단계별로 의견을 크게 구분 

할 수 있었으며, 각 단계 안에서 유사한 의견 내용끼 

리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소수의 일부 

학생이 제시한 의견까지 세밀히 분석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2005년 수강생과 2007년 수강생 어 

느 한 쪽에서 10% 이상의 수강생이 동일한 내용을 

응답한 경우만 정리하였다.
연구자 1 인이 모든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분석 결 

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것 

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분석 

의 신용성 (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해 감사 경로 (audit 
trail) 를 구성也］고 사전 발표를 하였다. 즉, 모든 분 

석 단계의 결과물을 파일로 정리하여 따로 보관하며, 

그 내용을 반복적이고 반성적으로 읽으며 최종 분석 

결과에 이르는 감사 경로를 작성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함으로써 향상된 주관성 

(progressive subjectivity)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코티칭에 대하여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 

점 및 단점을 아래의 Table 1과 Table 2에 많은 응답 

이 나온 순서로 제시호卜였다. 표에서 괄호 안의 %는 

해당 년도의 수강생 인원수에 대한 응답률을 나타낸 

다. 예비교사들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각 항목 

의 합이 100% 이상이 될 수 있다.

코티칭의 장점

예비교사들이 응답한 코티칭의 장점은 Table 1과 

같다. 2005년에는 1 인당 평균 4.6 개의 장점을 기술하 

였고(48명이 214개 의견), 2007년에는 1 인당 평균 3.0 
개의 장점을 나열하였다(43명이 127개 의견). 일부 

항목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코티칭의 장점 

이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1. The merits of coteaching

Stage Merits
Frequency (Percentage)

in 2005 in 2007 sum
Planning Rich preparation 20(41%) 18(42%) 38(42%)

Discussion on various teaching methods 13(27%) 15(35%) 28(31%)
Lessen the burden of preparation 8(16%) 14(33%) 22(24%)
Correction of the contents 7(14%) 6(14%) 13(14%)

Practice Correction of the contents 21(43%) 8(19%) 29(32%)
Discussion on students’ question 22(45%) 4( 9%) 26(29%)
Lecture and experiment together 14(29%) 8(19%) 22(24%)
Supplementing the short explanations 13(27%) 7(16%) 20(22%)
Effective management of students 9(18%) 10(23%) 19(21%)
Addition of the omitted contents 17(35%) 2( 5%) 19(21%)
Individual learning 4( 8%) 12(28%) 16(18%)
Lessen the mental burden 10(20%) 6(14%) 16(18%)
Helping the control of resources (computer) 16(33%) 0( 0%) 16(18%)
Coping with the unexpected situation 11(22%) 4( 9%) 15(16%)
Not boring 7(14%) 6(14%) 13(14%)
Conversational lesson between teachers 8(16%) 0( 0%) 8( 9%)
More students’ attention 7(14%) 1( 2%) 8( 9%)

Reflection Sharing what is good or bad 7(14%) 6(14%) 13(14%)
Number of opinions 214 127 341

Number of pre-service teachers 48 4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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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알차고 짜임 

새 있는 준비가 가능하고(2005년 41%, 2007년 42%), 
다양한 수업방법을 논의하였으며(27%, 35%), 수업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다(14%, 
14%)는 장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두 명 이상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16%, 33%). 2005년에 비하여 2007년 

에 코티칭 조별 인원이 많았으므로, 조원들 사이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수업 부담이 더 많이 감 

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응답 사례 

이다.

수업을 계획, 준비하는 단계에서 서로 분담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자신이 밑은 부분에 대해서 깊 

이 있게 조사할 수 있다.

개인이 준비할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점을 다른 사 

람의 눈을 통해 알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수업 진행시 혼자서 이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수업 준비 시 혼자서 전체 수업에 관한 것 

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 진행시에 사용할 수업전 

략 자료 등을 여러 사람이 준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과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장점이 기술되었다. 
한 예비교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을 다른 예비교사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며 (43%, 19%),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이 가능하고(27%, 
16%), 수업 계획에 있었으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추 

가적인 제시가 가능하다(35%, 5%). 이러한 장점은 

교사 혼자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 스스로 알기 어려 

운 부분을 함께 있는 다른 교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티칭의 고유한 장점으로 논의된다8. 한편 

이러한 장점은 2007년에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 

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에 장점 의견이 적게 기술 

된 측면이 있으며, 4-5 명이 코티칭을 하는 경우 수업 

내용을 분담하여 가르치면서 서로의 내용에 대한 도 

움이 오히려 적게 일어난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생 

각된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업 내용 제시 부분에 

대한 장점이 언급되었다. 

2008, Vol. 52, No. 4

수업 중간에 발표자가 틀리는 부분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서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었다.

발표자가 수업 진행도중 미흡 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다 

른 조원이 나서서 수정 및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티칭 수업의 장점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수업함으로써, 한 

사람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학생들의 입 

장에서 관찰하면서, 수업 도중 개선할 점을 찾아 그때그 

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수업을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연을 실시한 예비교사들은 아직 수업 경험 

이 많지 않아,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에 쉽게 대 

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티칭을 하는 도중 중고등 

학생의 역할을 맡은 동료 수강생이 의외의 질문을 하 

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질문에 둘 이상의 교사가 상 

의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되었다(45%, 
9%). 또한 수업 시연 도중 정전 등의 예기치 못한 돌 

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서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었던 점도 장점으로 기술되었다(22%, 9%).
또한 코티칭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혼자서 하기 힘 

든 수업 진행에 도움을 받은 점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중고등학교 화학 수업에서는 강의 뿐 아니 

라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코티칭을 통한 수 

업 시연에서도 거의 매 차시 시범실험이나 조별 실 

험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경우 한 사람이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실험을 도와주는 형태가 많이 나타 

나, 그러한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었다(29%, 19%). 또 

한 수업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수업을 직접 진행하며 학생들과 언어적 상 

호작용을 하는 교사를 도와서 다른 사람이 웹페이지 

를 활성화시키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실행시키 

는 등 수업 진행을 보조하는 것이 좋았다고 응답하 

였다(33%, 0%). 코티칭을 처음 도입한 2005년에는 

이러한 장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나, 여러 명이 같이 

코티칭을 한 2007년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도움에 대 

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코티칭에서 두 명 이상의 예비교사가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은 예비교사 뿐 아니라 수업을 받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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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예비교사가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감 

소하며(14%, 14%), 따라서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 

질 것(14%, 2%) 응답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코 

티칭 수업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좋다(18%, 23%)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8%, 28%). 이들 답변에서 연도별 차이가 

다소 나타났는데, 2007년도 수강생의 경우 개별적인 

학습 가능성을 장점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것은 4-5 명의 수강생들이 코티칭을 진행할 때, 특히 

실험 수행에 있어서 한 사람이 앞에서 전체 학급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각 실험조에 나머지 사람들이 분 

담하여 계속 머물면서 그 조의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는 방식의 수업 시연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2005년도에도 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교사 

가 실험조를 순회지도 하였으나, 개별적인 학습 가 

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응답 내 

용이다(단, ［ ］ 안에 적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코티칭을 통해서 느낀점은 코티칭은 특히 과학의 실험 

수업에서 극대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위험한 

실험이나, 여러 단계의 실험을 필요로 하는 실험에서 교 

사 혼자 실험을 진행하다보면, 위험요소를 놓치게 되거 

나 학생들의 실험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여러 명의 교사가 실험을 진행한다면 실 

험 전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수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팀원들이 모두 흩어 

져서 각각의 테이블에 와서 실험과 수업진행을 도와주 

었는데, 한사람의 발표자가 ［교실 앞쪽에 혼자］ 있을 때 

보다는 ［여러 발표자(팀원)가 실험 테이블에 와 있는 경 

우］ 훨씬 발표자［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질문하기도 수월했고, 다시금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아주 좋았다.

수업진행에서는 목소리가 작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 

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가 힘든 경우 다른 선생님들 

의 도움을 받아 주의를 쉽게 집중시킬 수 있었고 수업시 

간에 스피커의 소리라던가 멀리 앉아있는 학생들의 질 

문사항은 앞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다 신경 쓸 수가 없 

는 부분이지만 동료교사의 도움으로 원만한 수업진행을 

할 수 있었다. 학급 내에는 수업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각각의 집단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문제해결방안이나 이해정도를 다르게 제공해줄 수 있다 

는 점도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코티칭의 장점에 대한 또 다 

른 의견으로, 수업을 다른 교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수업 시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20%, 14%), 두 

교사 사이에 묻고 답하는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였다 

는 의견(16%, 0%)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2007년에 

서는 장점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코티칭 조 

인원이 많아 교사간 대화식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업 평가 단계에서 수업 반성 중 잘된 점과 잘못 

된 점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다(14%, 14%)는 의견이 

있었다. 코티칭에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므로, 수업 경험을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된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은 공동발 

생적 대화 (cogenerative dialoguing)로 알려져 있으며, 외 

국의 코티칭 사례에서도 큰 장점으로 제시된다%

코티칭의 단점

학생들이 응답한 코티칭의 단점은 Table 2와 같다. 
2005년에는 1인당 평균 2.6개(48명이 125개 의견), 
2007년에는 2.1 개(48명이 91개 의견)의 단점을 기술 

하였다. 장점에 대한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 

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한 코티칭의 단점이 코티 

칭 구성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수업을 준비하고 맞춰 봐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35%, 26%). 또한 공동 

으로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 방식이나 내 

용 전개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었다(20%, 30%). 그리고 수업 준비에 있어 역할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거나 일부 수강생들에게 일이 편 

중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10%, 40%). 수업 준 

비의 편중 가능성은 2인이 한 조인 경우보타 4-5 명 

이 한 조로 코티칭을 수행한 2007년에 더 많이 나타 

났다. 코티팅 조원의 수가 늘어날 경우 코티칭을 위 

해 조원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 

성이 엿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 연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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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hortcomings of coteaching

Stage Shortcomings
Frequency (Percentage)

讨1 2005 in 2007 sum
Planning Have to prepare all together 17(35%) 11(26%) 28(31%)

Collision of opinions between teachers 10(20%) 13(30%) 23(25%)
Free-riding the preparation 5(10%) 17(40%) 22(24%)

Practice Lowering students’ attention 24(49%) 13(30%) 37(41%)
Can be an excursive lesson 24(49%) 8(19%) 32(35%)
The opposite effect when teachers are not in harmony 19(39%) 9(21%) 28(31%)
Lowering responsibility 3( 6%) 8(19%) 11(12%)
Students should adapt to teachers’ teaching styles 5(10%) 4( 9%) 9(10%)
Losing authorities of the teacher who is corrected by another teacher 6(12%) 2( 5%) 8( 9%)
Confusion when the ways of explanation differ 5(10%) 1( 2%) 6( 7%)

Reflection Teacher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4( 8%) 5(12%) 9(10%)
Number of opinions 125 91 216

Number of pre-service teachers 48 43 91

된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의견의 예다.

여러 명이 함께 준비하려다 보니 개인적 시간표가 달라 

서 시간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자료 준비 

에 있어서도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함께 

참여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개인의 능력차(컴퓨터 사용 

능력 등) 등으로 과제가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은 반성해 

야 할 점이다.

人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수업준 

비 과정 시 자칫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각 개인의 의견을 조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팀원 간 서로 존중해 주는 태 

도도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면 서로 불신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수업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맡은 부 

분을 소홀히 해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간혹 적극성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조원으로 인 

해 조원들 간 불화가 발생 할 수 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49%, 30%), 수업이 산만해질 수 있다(49%, 19%)는 

단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전통적으로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모든 수강생이 익숙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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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둘 이상의 교사가 번갈아가며 수업을 이 

끌어가는 방식은 산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특 

히 코티칭을 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 

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39%, 
21%)고 응답하였다. 코티칭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 

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 사이의 많은 연습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의견이다.

코티칭의 단점으로는 오히려 학생들의 집중을 분산시켜 

버릴 수 있다. 실험수업 같은 경우, 교단에 서 있는 한 

교사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험을 도와주는 

교사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한 교사만 따르게 되어 코티칭이 이뤄지지 않는 아이러 

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우리 화학교재수업 

시간에서도, 가운데서 실험설명을 하고 주변의 다른 교 

人들이 실험을 도와주는 식의 코티칭이 있었는데, 실험 

도중에 궁금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 

는 반면에 여기에 집중하느己卜, 중앙에서 정작 중요한 실 

험 얘기를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통제 

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 

도 있으나 이런 점은 잘못 활용했다간 코티칭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집중력에 대한 의견은 코티칭의 장 

점에서도 반대로 언급되었다. 즉 코티칭 수업에서 학 

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적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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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반대로 집중력이 낮아진다는 의견을 적 

은 학생은 더 많았다. 장점과 단점에 동시에 이 의견 

을 적은 학생은 없었으므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코 

티칭 수업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으며, 이러한 모순된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인 사례 연구가 요구된다.
둘 이상의 예비교사가 수업을 함께 준비해도, 각 

자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은 서로 다를 수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단점으로 

인식되었다(10%, 9%).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예비교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 

에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지 

적이 있었다(10%, 2%). 2007년에는 4-5명이 수업 

을 진행하였으므로 설명 방식의 차이가 혼란을 주 

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적 

게 나타났다. 이점도 4-5 명이 수업 내용을 각각 분 

담하여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단점을 줄이기 위해 코티칭 준비 단계에 

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준비 단계에서 일의 편중에 따른 문제가 나 

타날 수 있는 것처럼, 수업 실행 단계에서도 수업 진 

행에 대한 책임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제시 

되었다(6%, 19%). 이러한 단점은 2007년에 많이 나 

타났는데, 4-5 명의 예비교사가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 

행하는 경우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수업을 할 때 내 부분만 잘 넘기면 금방 끝날 수 있다는 

안일함을 갖게 한다는 점. 수업에 있어서 여러 명이 주 

도하므로 나의 책임감이 줄어들고 수업을 이끈다는 책 

임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

코티칭의 단점은 장점이기도 한 역할분담에 있다. ... 발 

표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착실히 준비하고 다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 

업을 하는 중에 다른 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코 

티칭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 적절한 역 

할분담을 통해 일을 나누어 준비하고 각자 준비한 내용 

을 공유하여 전반적인 수업의 모든 내용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수업을 진행할 때 한 예비교사가 잘못 설명한 부 

분을 다른 교사가 수정을 하는 경우, 잘못이 교정된 

예비교사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다(12%, 5%). 우리나라의 교실 수업에서 교사는 

학급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교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지적된다면 권위가 떨 

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서양에서 개발된 

코티칭을 우리나라의 현장에 적용했을 때 문화적 차 

이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보 

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수업 시연은 

1회로 끝나므로 그 시간 내에 수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잘못 설명된 부분이 바로 교정될 필요가 있었 

다. 그러나 교육실습이나 현장 교사의 수업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코티칭에서 한 교 

사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즉시 다른 사람에 

의해 교정되기보다, 다음 시간에 본인이 직접 자신 

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수업 평가와 관련하여 코티칭을 함께 한 교사가 서 

로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인식되었다(8%, 
12%). 한 교실에 동시에 들어와 있는 둘 이상의 교 

사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서로 비교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적인 수업에서도 모든 교사는 다른 과목의 교사 

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코티칭 

의 고유한 문제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 

에 코티칭을 도입하고, 코티칭 수업 시연을 한 예비 

교사들이 생각하는 코티칭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 

고 논의하였다.
코티칭의 장점으로 수업 준비를 충실하고 다양하 

게 할 수 있으며, 수업 준비와 실시에서 부담이 줄어 

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업 중에 학생들의 질 

문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한 교사가 잘못 설명하거나 미흡한 설명, 누락된 내 

용 등을 다른 교사가 보충해 줄 수 있다. 또한 수업 

의 진행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며, 과학 실험을 수 

행하는 데 장점이 있고, 학생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한편 코티칭의 단점으로 수업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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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마찰이 생기거나 일의 편중이 나타날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수업 중 두 교사의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 의해 교정되거나 수 

정되었을 경우 교사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 

부 예비교사가 속담으로 표현하였듯이, 사공이 많으 

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등의 코티칭의，단점’보다 

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의 코티칭의，장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티칭의 단점은 외국에서 많이 보고되지 않은 내 

용이며,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코티칭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단점 

은 이후 유사한 대학 강의에 활용되어 코티칭을 개 

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로, 여러 명의 조원이 

함께 모여 코티칭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홈 

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 

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할 분담을 고르게 하고 준비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하며, 수업 진행이 산만하게 되지 않 

도록 사전에 연습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 대학 강의에 도입한 코티칭에 대해 예 

비교사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므로, 우리나 

라에 코티칭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 

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대학 강의라 

는 인위적인 수업 상황이 아닌, 실제 교육실습에 코 

티칭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 

협력 학교에 질 높고 효율적인 현장 교육을 수행함 

과 동시에 예비교사들이 서로 가르치며 배워가는 과 

정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연 

구를 통해 외국에서 개발된 코티칭의 한국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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