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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분석

이대용(북면초등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탐색하고 분
석하는 데 있다. 이에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전체적인 수업영역에서
평가와 수업방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
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내용 면에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우선 요구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방법의 측
면에서 학습자 개별 맞춤 수업, 학생참여형 수업, 학생-교사 간 상호협력 수업, 학생
상호간 협력 수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요구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교
사들은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환경 측면에서 존중과 애정의 학습분위
기 조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평가 측면에서는 고등정신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필요
가 있다고 우선 요구하였다.
« 주제어: 좋은 수업, Borich 요구도,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

Ⅰ

. 서 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
기되었다. 과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지식은 그들의 미래에 필요
한 것인가? 학교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 7차 교육과정 이
후, 이에 대한 답변은 구성주의였다.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 구성주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에 대한 의미 고찰을
통하여 수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이 시작된 이래, 좋은 수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되어 왔다. 서경
혜(2004)는 ‘좋은’이라는 용어가 갖는 주관성과 수업이 갖는 복합성 인하여 ‘좋은 수
업’이라는 개념은 개인, 사회,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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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교사들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 결과가 드
러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데에 주력하였다. 즉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태도, 동기 등
에 어떤 수업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Vygotsky의 이론이 인식론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좋은 수업
의 관점은 변하게 되었다. 즉 구성주의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
히 7차 교육과정(1997) 이후, 구성주의 관점에 의한 수업평가가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즉 좋은 수업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서경혜, 2004; Zemelman, Daniels, & Hyde, 1998).
이러한 입장의 전환으로 인하여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게 되었다.
그 결과, 좋은 수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인식되는 그 의미와 특
징을 살피는 데에 집중되었다(고창규, 2005; 권미선, 방정숙, 2009; 권성연, 2010; 김재
춘, 변효종, 2005; 김중형, 강효영, 2012; 서경혜 2004; 손승남, 2006; 이상수, 이유나,
리리, 2008; 이성흠, 김준, 2010; kember & Kwan, 2000; Murphy et al., 2004). 그러
나 이들 연구들은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한 후, 구성주의 수업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업이 실시되기를 기
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
거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좋은 수업에 대한 구성주의 입장으로의 패러다임
의 전환이 시대적․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정당성만 제공할 뿐이다. 이보다
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
을 위한 현장교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 입장에서 좋은 수업을 실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요구라 함은 개인, 조직 또는 사회에 대하
여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요구분석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들을 조사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조대연, 2009).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기법을 적
용하여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밝혀진 요구들에 대한 현실적 고려없이 교육정책에 전부 수용하기란 무리다.
그리하여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들에 대하여 최우선
요구군과 차순위 요구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별 정보
는 구성주의 수업을 실행하는 데 제기되는 초등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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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가.

좋

은 수업의 개념

좋

점

은 수업의 관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좋은’ 이란 용어의 주관성과 ‘수업’이 가진 다면성과 복합성으로 그 의미가 학
자나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서경혜, 2004).
1990년대 초반까지 좋은 수업은 효과적인 수업이었다(유택열, 2002; 조영달, 1999,
주삼환, 1998). 효과적인 수업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그 결과에 초점을 두
는 수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방법과 자료, 매체 등을 활용하
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힘을 썼다. 이렇게 효과적인 수업에
서 지식의 전달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을 객관적인 실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Piaget나 Vygotsky의 이론이 인식론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좋은 수업의 관점이 변화되었다. Vygotsky는 지식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객체와 주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간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탐색
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경혜,
2004; Zemelman, Daniels, & Hyde, 1998). 특히 국내에서는 7차 교육과정(1997)이 등
장한 이후,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수업 비평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얻게 되었다.
구성주의가 7차 교육과정의 기저로 도입된 이후,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 교육이론
가들 사이에는 좋은 수업에 대한 상당히 다른 견해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효과성의 입장에서, 다른 이들은 구성주의적 수업을 논하였다. 역사적으
로 보면 구성주의의 입장이 최근이므로 효과성은 좋은 수업의 논의에서 배제될 듯하
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창규, 2005; 서경혜
2004; 김재춘, 변효종, 2005; 권성연, 2010). 즉 다수의 교사나 학부모 및 학생들은 여
전히 효과적인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나. 구성주의와

좋

은 수업의 특징

Brophy(1999)는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수업 기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효과성을 지향하는 수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구성주의적
수업을 하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
럼 7차 교육과정 이후, 좋은 수업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논의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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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수되는 까닭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학
교교육이나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양과 질이 급속히 변화되
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지향은 지식의 습득 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구성이
나 창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기저로 수용
된 것이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가정을 고수한다. 이러한 입장은 객관적인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
달하여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전통적인 교육관과는 상반된 것이다. 즉 구성주의 수업
과정은 객관적 지식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또는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김영복, 2008).
이러한 구성주의 입장에서 추구되는 좋은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이나 교수원리 등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영복, 2008; 조규진, 김도
기, 김명수, 2011; 최명숙, 2001).
첫째, 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에게 지
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scaffolding)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식의 구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허용적인 학습 분위기 속에서 수렴적이기 보다는 확장적인 질문을 통한 지식
의 구성이나 확장을 유도하는 데 주의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구성주의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가 고려된 학습과제를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 간 또는 교사
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는 결과 중심이기 보다는 과정중심의
질적 평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수행평가나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성찰저널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구성주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다각적
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은 교사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면담을 통하
여 좋은 수업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권성연, 2010; 고창규, 2006;
서경혜, 2004; 조규진; 엄미리 외, 2009; 최명숙, 2001; Brophy, 1999; Zemelman,
Daniels & Hyde, 1998),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좋은 수업의 의미나 개념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김무길, 2011; 김영복, 2008).
최명숙(2001)은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적용에 있어서의 곤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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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사들은 구성주의 수업을 실행함에
있어 그들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통적 수업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하였다.
서경혜(2004)는 수업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즉 서경혜는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면담을 하여 좋은 수업에 대
한 관점을 전달, 구성, 관계 또는 결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중 교사나 학부
모와 학생들은 전달과 관계 관점을 좋은 수업으로 선호하지만, 수업 이론가들은 구성
주의 관점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그는 수업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과
현장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창규(2006)는 수업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행동요소를 중심으
로 좋은 수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 간주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은 활동중심, 교사주도 학습 안내 위주,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고 하였다. 또
한 학습활동의 평가는 교사의 의도와 일치되는지가 중요했고, 미리 제시된 학습목표
의 달성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현장에서 구성주의적 수업
은 형식적인 모습뿐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엄미리(2009) 외는 좋은 수업에 대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직과 예비교사들은 단일수업기법 적용, 비체계
적인 수업진행, 지시적 수업, 비인격적 행위, 경쟁중심 수업, 학생수준 비고려, 상호작
용 부족, 환경열악 등과 같은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구성주의적 수업에 대한 지지보다는 전통주의적 수업에 대하여 교사
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규진 외(2011)의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직 및 예비교사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좋
은 수업의 조건을 탐색하였다. 그들은 좋은 수업의 조건을 수업설계, 언어 전달력, 시
청각적 전달력, 학생참여 상호작용, 수업목표 이해 및 도달 등과 같이 추출하였다. 이
들의 연구는 좋은 수업에 대하여 수업효과성과 구성주의적 견해가 혼합되어 있는 학
교현장의 의견을 고찰한 듯하다.
좋은 수업과 관련하여 국외 연구로 자주 언급이 되는 Zemelman, Daniels &
Hyde(1998) 연구에서는 좋은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된다. 좋은 수업은
‘학습자중심 수업’, ‘경험적 수업’, ‘실제적(authentic) 수업’, ‘총체적(holistic) 수업’, ‘다
양한 표현이 가능한(expressive) 수업’, ‘반성적 수업’, ‘사회적(social) 수업’, ‘학생들
간의 협동을 활용하는 협동수업’ ‘민주적 수업’, ‘인지적(cognitive) 수업’, ‘발달적 수
업’, ‘구성주의적 수업’, ‘도전적(challenging) 수업’ 등의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한다.
Zemelman, Daniels & Hyde(1998) 연구는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지식에 기반을
두고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구성 활동
을 지원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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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힌 좋은 수업에 대한 견해는 구성주의와 효과성의 관
점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의 좋은 수업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수업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그 관점
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만드
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통합창원시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좋
은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성별 및 경
력, 수업경연 등에 대한 현황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현황(N=123)
구분
내용
사례 수(n)
백퍼센트(%)
성별

경력
수업
경연

여교사
남교사
1-10년
11-20년
21년 이상
1회 참가
2회 이상 참가
합계

31
92
45
49
27
90
32
123

25.20
74.80
36.60
39.80
22.00
73.20
26.80
100

설문에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실시 방법에
대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명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도구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Graf, Hemmasi, & Nielsen(1992)가 개발하고, 한안나(2008), 권성연(2010)이
번안한 것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기존에 개발된 좋은 수업에 관한 설문지와 구성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업
가치,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환경 및 수업평가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 총 27개의 문
항을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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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안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석교사 2명, 교육방법 전
공자 1명, 교육평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
가치적 측면의 문항들은 좋은 수업의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요구분석에 적용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수업가치 영역의 문항 4개와 구성주의적 관점
에 부적절한 2개의 문항은 삭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 15명에게 개발된 설문지로 파일럿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문항의 내용이 애매하거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
여 최종적으로 설문을 완성하였다.
본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설문의 형식은 교사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리커트 5점 척도에 각 각 응답하도록 작성되었다. 중요도는
해당 항목이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수업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 인식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실행도는 실제 수업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수준을 말한다.
본 연구의 설문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요도와 실행도 각 각의 설문에 대
한 알파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요도는 .79로 나왔고 실행도는 .85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면, 본 연구의 설문들은 신뢰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좋은 수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문항 내용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영역
수업
내용
수업
방법
수업
환경
평가

문항 내용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수업
실생활과 밀착된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수업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수업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수업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수업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수업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 적성 및 학습양식을 반영하는 수업
다양한 교수매체와 수업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수업
학생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 선택권을 주는 수업
학습자의 수업참여가 많은 수업
질문과 답변, 피드백 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학생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활발한 수업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되는 수업
물리적 환경이 잘 구비되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학생들의 학습행동 관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의 수업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기회가 주어지는 수업
수업활동과 연계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규준지향 평가보다는 준거지향 평가를 지향하는 수업
정보의 기억보다 아니라 고등정신능력을 평가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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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t-검증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t-검정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은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요구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분석
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한 Borich의 요구도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 1]

(   요구도   실행 수준    중요 수준   요구의 중요수준 평균)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rich의 요구도는 요구 수준의 차이에 중요도에 관한
가중치를 곱한 것이다. 이럼으로써 중요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요구도의 값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Borich의 요구도는 모든 항목
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여 모든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히는 데
에는 유용하다. 하지만 제한된 인적․물적 인프라의 여건에서 요구들에 대한 일차적
고려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조대현, 2009).
셋째,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들 중 핵심 개선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였다. Locus for Focus 모델은 중요 수준의
평균값을 가로축으로, 중요 수준과 실행 수준 차이의 평균값을 세로축으로 하여 좌표
평면을 4분면으로 나누어 요구들의 중요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1사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값이 평균보다 높고(H), 중요 수준 역시
평균값보다 높은(H) HH 분면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이 된다. 이에 비하여
3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값이 평균보다 낮고, 중요 수준 역시 평균값보다 낮은 LL분
면으로 우선순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넷째, 최종적으로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우
선 순위군과 차순위군을 결정하였다. 즉 Locus for Focus 모델의 HH분면에 속한 문항
의 개수를 확인하여 그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의 상위 순위를 정한다. 그 다음에
Borich의 요구도의 상위순위 항목과 Locus for Focus 모델의 HH분면 항목들 간 중복
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써 중복된 항목은 최우선 순위군으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차순위군으로 분류하였다(조대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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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좋

은 수업을 위한 요구 분석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좋은 수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 중요도의
가중치를 고려한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수업 영역과
문항별로 요구분석을 하였다.
가. Borich의 요구도

1) 수업 영역별 Borich의 요구도
<표 3>은 좋은 수업에 대한 수업 영역별 요구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좋은
에 대한 수업 영역별 Borich의 요구분석을 실시하기 전, 그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모든 영영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Borich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평가
영역(Borich=48.3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수업방법(Borich=24.20)이, 그 다음은
수업환경(Borich=12.38)이었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수업내용(Borich=11.83)이었다.
Borich의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영역별
요구들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평가영역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고 할 것이다.
<표 3> 수업 영역별 t-검정과 Borich의 요구도 분석 결과(N=123)
중요도
실행도
Borich Borich
영역
t값
요구도 순위
M
SD
M
SD
**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환경
평가
*p<.05, **p<.01

4.21
4.35
4.36
4.31

.52
.62
.44
.61

3.64
3.65
3.80
3.78

.75
.50
.52
.60

7.81
10.26**
11.34**
9.03**

11.83
24.20
12.38
48.31

4
2
3
1

2) 문항별 Borich의 요구도
<표 4>는 좋은 수업에 대한 문항별 요구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좋은 수업에 대
한 문항별 Borich의 요구분석을 실시하기 전, 그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문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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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문항4(쉽고 재미있는 수업)에서만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M=4.54, SD=.66)와 실행도(M=4.05, SD=2.8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2)=1.95, p>.05). 이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좋은 수업과 관련하여 설
문한 ‘쉽고 재미있는 수업(문항4)’에 대하여 그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항 4를 요구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근거로 문항별 Borich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항별 Borich의 요구도를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7(학습자 개별 맞
춤 수업)은 5.16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순은 문항12(학생 상호간 협력수업)가 3.37
로, 그다음 순은 문항11(학생과 교사의 상호협력수업)이 3.31로, 그다음 순은 문항10
(학생참여형 수업)이 2.87로, 그다음 순이 문항17(존중과 애정의 학습 분위기)이 2.81
로, 그다음 순은 문항21(고등정신능력 평가)이 2.77로, 그다음 순은 문항1(학생 사전
지식 고려)이 2.72로, 문항14(물리적 학습환경 구축)가 2.71로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표 4> 문항별 t-검정과 Borich의 요구도 분석 결과(N=123)
문항 영역
번호

1
2 수업
3 내용
4
5
6
7
8
9 수업
10 방법
11
12
13
14
15 수업
16 환경
17
18
19
20 평가
21
*p<.05, **p<.01

M

4.35
4.17
3.89
4.54
4.08
4.42
4.63
4.16
4.03
4.44
4.48
4.46
4.13
4.13
4.17
4.33
4.27
4.60
4.45
4.25
4.27

중요도

SD

0.70
0.71
0.80
0.66
0.75
0.65
3.56
0.77
0.83
0.60
0.56
0.68
0.79
0.79
0.75
0.69
0.69
0.54
0.66
0.81
0.78

M

3.72
3.67
3.30
4.05
3.48
3.81
3.52
3.64
3.47
3.80
3.74
3.71
3.53
3.53
3.52
3.80
3.76
3.99
3.91
3.85
3.71

실행도

SD

0.77
0.78
0.84
2.82
0.85
0.63
0.82
0.70
0.86
0.78
0.74
0.83
0.71
0.71
0.80
0.82
0.75
0.75
0.71
0.81
0.78

값
8.23**
6.96**
7.68
1.95
7.04****
8.97
3.31**
6.42**
6.60
8.19
10.15
9.42**
7.97
7.34**
6.69**
7.80
8.85**
8.59**
6.14**
7.40
8.05
t

**

**

**
**

**

**

**

**

Borich
요구도

Borich
순위

2.72
7
2.10
19
2.31
15
2.21 순위 제외
2.46
11
2.70
9
5.16
1
2.17
17
2.26
16
2.85
4
3.31
3
3.37
2
2.59
10
2.71
8
2.33
14
2.15
18
2.81
5
2.39
13
1.73
20
2.39
12
2.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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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Borich 요구도가 가장 낮은 순의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19(수행평가
실시)가 1.73으로 가장 낮았고, 그 앞 순위는 문항2(실생활 교육내용)가 2.10으로, 그
앞 순위는 문항16(허용적 수업분위기)이 2.15로, 그 앞이 문항8(교수매체 활용)이 2.17
이었다. 이들 문항들은 좋은 수업을 위한 요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좋은 수업을 위한 요구들을 충족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적
으로 고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Borich의 요구분석은 모든 요구들에 대한 순위를 보여주는 장점은 있
지만, 각 요구들에 대한 해석의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즉 물적, 인적 인프라의
제한된 여건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당국이나 수업운영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는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를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구들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수용해야 할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
의 좋은 수업을 위한 우선적 요구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
용하였다.
나. Locus for

F

델

ocus 모

본 연구는 좋은 수업에 대한 문항별 요구를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좌표평면에 나타내었다. 좌표평면은 X축에 문항의 중요도의 평균
값을, Y축에는 문항의 불일치 정도(중요도-실행도)를 두고, 각각의 평균을 기준점( 
=4.31,  =.61)으로 4분면으로 구분되었다.

HH

LL
[그림 1]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
1) [그림 1]에 제시된 번호는 1분면(HH)과 3분면(LL)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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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항4는 제외되었다. 1분면인 HH분면에는 문항1(학습자 사
전지식 고려)이외에 문항6(학습자 흥미와 동기 유발), 문항7(학습자 개별 맞춤 수업),
문항 10(학생참여형 수업), 문항11(학생과 교사의 상호협력수업), 문항12(학생 상호간
협력수업), 문항17(존중과 애정의 학습 분위기), 문항21(고등정신능력 평가) 등 7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좋은 수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와 중요도의
평균값이 기준값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항들은 좋은 수업을 위한 요구들 중 우선순위
가 높은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3분면에 속하는 LL분면에 포함되는 문항은 9개로, 문항2(실생활 교육
내용), 문항3(교과간 교육과정 재구성), 문항5(고차원적 사고 중심의 교육내용 재구
성), 문항8(교수매체 활용), 문항9(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업), 문항13(다양한 교
수방법의 적용), 문항16(허용적 수업분위기), 문항19(수행평가 실시), 문항20(준거지향
평가) 등이었다. 이들 문항은 두 수준의 차이값과 중요도의 평균이 기준값보다 낮아
우선순위의 고려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조대연, 2009).
2.

좋

은 수업에 대한

최우

군

선 요구

순

과 차

군

위 요구

결정

Borich 요구도는 요구들에 대한 순위 정보만 제시할 뿐, 어느 순위까지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Locus for Focus 모
델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구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여 주지만, 차순위군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두 기법의 장점을 최대한 혼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즉 Locus for Focus 모델에 의해 밝
혀진 HH분면에 속하는 문항들과 그 개수 만큼에 해당되는 Borich 요구도의 상위 순
위의 문항들을 교차하여 최우선 요구군을 구한다. 이때 교차되지 아니하고 각 각
Borich의 요구도나 Locus for Focus 모델에 속하는 문항들은 차순위 요구군으로 간
주하였다(조대연, 2009).
<표 5>는 Locus for Focus 모델의 HH분면에 속한 8개의 문항들과 Borich의 요구
도의 상위 8순위까지의 문항들을 서로 교차한 결과이다.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문항1, 문항7, 문항10, 문항11 문항12, 문항17, 문항21 등 7개의 문항들은 최우선 요구
군에 속하였다. 또 교차되지 아니하는 문항6과 문항14는 차순위 요구군으로 정해졌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최우선 요구군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내용 면에서 학습자의 사전지식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방법의 측면에서 학습자 개별
맞춤 수업, 학생참여형 수업, 학생-교사 간 상호협력 수업, 학생 상호간 협력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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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수업환경 측면에서 존중과 애정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하여 평가 측면에서는 고등정신능력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앞서 언급된 요구 이외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하여 물리
적 학습환경 구축, 학습자 흥미와 동기 유발 등을 차순위 요구군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표 5> 좋은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선요구군 분석 결과

영역 문항
내용
수업내용 1 학생 사전지식 고려
6 학습자 흥미와 동기 유발
7 학습자 개별 맞춤 수업
수업방법 10 학생참여형 수업
11 학생-교사간 상호협력수업
12 학생 상호간 협력수업
학습환경 구축
수업환경 1417 물리적
존중과 애정의 학습 분위기
평가 21 고등정신능력 평가

a: 최우선 요구, b: 차순위 요구

Borich Locus for
요구도 순위 Focus
7
○
○
1
○
4
○
3
○
2
○
8
5
○
6
○

비고
a
b
a
a
a
a
b
a
a

Ⅴ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자료의 처
리를 위하여 t-검정,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 기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영역별 요
구들을 살펴본 결과, ‘평가’가 다른 영역들보다 Borich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초등
학교 교사들은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영역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가 도입(1997)된 이 후, 교
사들은 기존에 실시되던 지필평가에 비하여 평가를 상당히 어려워한다. 이는 수행평
가가 기존보다 평가방법이나 평가내용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수행평가는 도입될 때부터 학교현장에서 상당한 마찰을 겪은 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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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평가에 대한 다양한 현직연수와 교육 자료가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위한 요구도 분석에서 평가영역이 가장 높다는 것은 학교현장
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Borich의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 기법을 교차 적용하여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들을 최우선 요구군과 차순위
요구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밝혀진 좋은 수업을 위한 최우선 요구군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수업
내용 면에서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의 고려’가 있었다. 이는 구성주의 수업을 진행하
고, 수업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즉 구성주의는 인식론으
로써 지식의 구성이 주요 핵심이다. 구성주의적 수업이란 수업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가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
여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사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고려하
여 수업에 임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학습의 풍토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당국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학습자의 사전지식의 고려’가 구성
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한 최우선 요구에 속했다는 의미는 구성주의 수업이 학교현장
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서경혜, 2004).
그 다음인 수업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습자 개별 맞춤 수업’, ‘학생참여형 수업’, ‘학
생과 교사 간 상호협력 수업’, ‘학생 상호간 협력 수업’ 등이 최우선 요구군으로 파악
되었다. 국가주도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초등학
교 교육의 경우에 구성주의적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수업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수업을 위한 최우선
요구들 중 수업방법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수업방법은 교사주도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듯이 학교현장은 여전히 교사주도라는 점이 드러났다(권
성연, 2010; 서경혜, 2004; 이성흠 외, 2010).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수업기술적 접근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교사가 학생중심의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상에 학생들의 학습이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이 혁신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인 수업환경의 측면에서는 ‘물리적 학습환경의 구축’과 ‘존중과 애정의 학습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 요구군으로 분류되었다. 물리적 학습환경 구축은 최근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구성주의적 수업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점차적으로 물리적 학습환경의 구축에 대한 요구는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존중과 애정의 학습분위기 조성은 구성주의의 도입 초기에 허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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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분위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학생과 교사들 간의 건전한 관계형성이
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 특히 다인수 학급을 경영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존중과 애정의 학습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 이외에도 학부모 및 학생의 협조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영역에서는 ‘고등정신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우선 요구군에 포
함되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던 지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학교교육은 정보나 이해 위주의 지식에서 고등정신능력 함양에 관한
교육으로 변화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계속해서 구성주의를 교육기
조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과교육의 내용도 고등정
신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평가에서도 수행평가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행평가는 Borich의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정신능력의 평가는 최우선 요구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비록 중등교사에 대한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분석을 한 권성연(2011)의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수행평가는 고등정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정적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요구
분석에서는 부적관계로 나타나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수행평가의 실제에 대
한 의구심이 일게 한다. 엄밀히 살펴보면, 수행평가에서의 평가내용은 고등정신능력
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행평가를 재고찰한다면, 초등학
교 교사들은 평가내용으로서의 수행평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를 볼 때,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질적인 것 보다는 형식적인 적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서지영 외, 200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내
용, 방법, 환경, 평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들의 요구들은 구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내용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교사연수 실시, 업무경감, 사교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표집 지역의 국소와 충분하지 못한 표본 사례수로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구성주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성주의 수업을 실행하는 데 해소되어야
할 초등학교 현장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러한 정보는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적 좋은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적 고려가 요구되는 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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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s Assessment for

G

ood instruction in the Viewpoint of

Constructivism of Primary School Teachers

Daeyong Lee(Bukmyon prim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ood instruction and
reveal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ir needs in prim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proposed a more systematic procedure to set priority of their needs based on 't-test'
'Borich's educational need equation' and 'Locus for Focus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imary school teachers highly set priority for their needs of 'effective
transmit', 'active knowledge construction by learners', 'reliabl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terms of instructional value. Second, primary school teachers
needed to provide students learning contents adapted to the learners' prior knowledge in
terms of instructional contents. Third, in the area of instructional method, primary school
teachers paid attentions to instruction considering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attending
students lively. In addition to these, they thought that activ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or between students were a more important factor. At last, in the aspect of
instructional environment and atmosphere, primary school teachers needed to give
learners fair learning opportunities for good instruction.
« Key words: good instruction, Borich' s educational need equation,
Locus for Focus modeling, priority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