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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 구조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경남 소재의 K대학 국어교육과 70명을 대상으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기반 한 개념들을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개념도를 산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추출한 상위개념은 총

125개이
며,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할 때, 10개의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상
위개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개념은 ‘학생 중심’,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상호
작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 개념도에 대한 상위개념의 수준을 위계, 하위개념
의 수, 특성점수, 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위계’는 ‘교사의 자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어 능력 신장’, ‘학생 중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의 특성점수’는 총 32개
의 개념도에서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학생 중심’의 순으로 밀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를 하위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을 군집분석을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 ‘국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으로 묶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좋은 국어 수업, 예비 국어 교사, 국어교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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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교실 수업 개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좋

은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들에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려는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좋은 수업의
정의나 속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김재춘·변호종,
전윤숙·이경진,

2017 등).

2005;

강숙희,

2012;

왜냐하면 ‘좋은’이라는 말이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서, ‘좋은 수업’의 의미가 개인, 사회, 시대에 따
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은 다른 말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대
표적으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이란, 교
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실
제적이고 복잡한 지식 체계이다(Elbaz,

1981). Beijaard와 Verloop(1996)는 교사의 실천적 지
식이란, 교사가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적, 직업적 경험으로 형성된 지식으로서,
통합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띤다고 밝힌 바 있다(박선미, 2013:8). 즉,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신념이 내면화되어 실천적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 못지않게 예비 교사들도 수업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주
관적 신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이론적·실제적으로 학습하고 직·간접
경험한 결과로 내면화된 것이다(강창숙,

2011:9). 이는 예비 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
이다. 나아가 그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져야 할 수업 철학이나 실행할 실천적 지식에도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좋은 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예비 국어 교사들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병수,

2013;

이은지,

2014;

류보라·백혜선,

2015 등). 그러
나 예비 교사만을 대상을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의 논의
에서 주로 소수의 예비 교사들과 면담한 자료를 가지고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비 교
사들이 좋은 국어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교사가 되려는 예비 국어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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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자신의 수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좋은 국어 수업의 의미, 특성, 가치 등에 대해 구

체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국어 수업 능력
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가 경험한 국어 수업에 대한 회고를 바탕으로 평
상시 가지고 있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 국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국어 수업의 인식 양상과 개
념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실천적 지식과 수업 능력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 행위 양식으로서 좋은 국어 수업이 예비 국어 교사에
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의 내용
은 어떠한가?

1-1.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의 수는 어떠

1-2.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의 수준(위계, 상위개념에 포함된

한가?

하위개념의 수, 상위개념의 특정 점수, 밀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적 구조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 조사는

2016
년 8월 15일부터 8워 17일까지, 본 조사는 2016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연구 참여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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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서 실시할 개념도 작성 과정의 소요 시간, 문제점, 타당성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이다. 예비 조사의 참여자는 본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종합적 점검을 위한 참여자이다. 예비 조사에서는 본 조사 참여자가 아닌
어교육과 3학년 학생 4명을 선정하였다.

K대학 국

‘본 조사’는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중요도를 분석하
는 조사이다. 본 조사의 연구 참여자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을 산출한 참여자이다.
K대학 특강 프로그램인 ‘국어과 교수 역량 특강’ 또는 국어교육과 전공 수업인 ‘국어과 교
수·학습의 실제’를 수강하는 학생으로, K대학의 예비 국어 교사 70명(1학년 10명, 2학년 8
명, 3학년 47명, 4학년 5명)을 선정하였다.1) 그리고 본 조사 참여자 중 20명은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도 분석으로 도출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과정
에 참여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

도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개념도란, 전체 학습 영역 내에 포함될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들을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들로부터 덜 일반적이고 가장 특정한 개념들로 이루어지도록 위계적으로 배
열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Novak

& Staff, 1981; 유구종·김은아, 2015 재인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는 개념도 연구법은 특정 주제에 관한 방향이나 방침
에 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인식을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을

이용한 집단 사고를 통하여 도출해내고 이를 종합, 편집하여 의미 있게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structured
하나이다(Trochim,

conceptualization)

기법 중의

1989; 김상우·한기순, 2013 재인용). 개념도 연구는 다차원 척도 분석
(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al cluster analysis)라는 양적
분석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분석 방법들은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개인적 경
1) Kane과 Trochim(2007)에 따르면 개념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개념을 충분하게 생산해 내기 위해
서는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본 조사의 연구 참여자로 총
70명의 예비 국어 교사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의 학년에 따른 좋은 국어
수업의 인식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학년을 고르게 표집하지 않았음을 미
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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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견해에 대한 질적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양적인 결과로 나타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민경화·최윤정,

2007; 고재천·김슬기, 2013; 김경철·정아림·신설아, 2015 등).
본 연구의 절차는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 절차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개념도 준비 단계

개념도 실행 단계

개념도 분석·해석 단계

초점 질문 선정하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개념
산출하기

다차원 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진술문
유사성 분석하기

예비 조사 실시 및
개념도 실행 계획 확정

산출한 개념 종합하기

진술문 중요도 분석하기

본 조사의
연구 참여자 선정

진술문 유사성(범주화)
및 중요도 평정하기

진술문 관계 해석하기

[그림 Ⅱ-1] 연구 절차(Kane과 Trochim(2007)을 기초로 재구성함)2)
‘개념도

준비 단계’는 초점 질문인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한 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어 수업은 어떤
수업입니까?”를 ‘초점 질문’으로 설정하고, 예비 조사 참여자로 하여금 초점 질문에 대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참여자의 개념도
작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본 연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 조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
검 및 검토를 하였다.

다음으로 ‘개념도 실행 단계’는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사를 실행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본 조사의 참여자들이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고, 개

념도를 바탕으로 도출한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과 중요도를 평정한다.3) 본 연구에서의 개념
도 작성법은

Novak과 Gowin(1984)의 개념도

작성 방법을 따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Kane과 Trochim(2007)에서는 개념도 연구의 단계를 ‘개념도 준비 단계, 아이디어 산출 단계, 진술문 구
조화 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 개념도 해석 단계, 개념도 활동 단계’와 같이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Kane과 Trochim(2007)의 마지막 단계인 ‘개념도 활용 단계’는 다루지 않고, 본 연
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추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이하 논의에서는 예비 조사 참여자가 아닌 본 조사 참여자만을 ‘연구 참여자’로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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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연구 참여자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 작성 과정
과정

내용

소요
시간

① 개념도의 교육적 가치 및 초점 질문(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어 수업은 어떤 수
업입니까?)을 소개한다.
② 개념도 작성법(개념도 작성 방법, 작성 시간, 작성 시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개념도
작성법
알기

10분

[그림 Ⅱ-2]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 작성지

개념도
작성하기

① 연구 참여자는 2~3명씩 모둠을 만들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서 좋은 국어 수업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개념들을 모두 작성한다.
② 작성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가장 상위에 위치시키고, 그 아래에 상위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 되는
첫 번째 수준의 하위개념을 배열한다.
상위개념과 첫 번째 수준의 하위개념을 선으로 연결한다.
상위개념 아래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하위개념들을 계속 배열하고 관계가 있
는 개념끼리 선으로 연결한다.

③
④

50분

<표 Ⅱ-1>과 같은 과정으로 예비 국어 교사가 작성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해 작성한 개
념도 중 하나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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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 작성지의 예
다음으로 위와 같이 작성된 개념도를 본 연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진술문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 중 2명을 선정하여, 개념도에 제시한 ‘단어’ 형태의 개
념들을 ‘진술문’ 형태(‘좋은 국어 수업은 이러한 수업이다’)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진술문은 연구자, 국어교육 석사과정 졸업

122
1인,

국어 교사 1인이 1차부터 5차까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축약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4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44개의 진술문은 연구 참여자 중 20명으로 하여금 유사성과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사성 평정은 Kane과 Trochim(2007)의 방법에 따라 각 진술
문이 적힌 카드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범주화하고 기준에 맞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하나의 범주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
총

고 각자가 분류한 진술문들은 각 묶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범주명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요도 평정은 각 진술문을 5점

Likert 척도(5=매우 중요하다, 4=약간 중요하
다, 3=보통 중요하다, 2=거의 중요하지 않다, 1=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매기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분석·해석 단계’는 이렇게 구성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을
분석 및 해석하는 단계이다. 개념도 분석은 SPSS 24.0 버전을 활용하여 ‘상위개념의 내용
분석’과 ‘유사성·중요도 평정 분석’을 하였다.
‘상위개념의 내용 분석’은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의 수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상위개념의 수는 상위개념의 빈도로, 상위개념의 수준은 상위개념의 위계, 상위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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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하위개념의 수, 상위개념 특정 점수, 밀도 점수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유사성·중요도 평정 분석’은 개념도에서 도출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을

바탕으로

20명의

연구 참여자가 평정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유사성 평정은 다차원 척도

분석과 위계적 군집 분석을, 중요도 평정은 각 진술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중심의 기술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를 해석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한 좋은 국어 수업의 개념도를 ‘상

위개념 분석’과 ‘유사성·중요도 평정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
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좋은 국어 수업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의 내용 분석
상위개념은 초점 질문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개념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비 국어 교사들이 ‘좋은 국어 수업은 어떠한 수업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상위개념 분석은 ‘상위개념
의 수’와 ‘상위개념의 수준’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먼저 ‘상위개념의 수’는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을 모두 기록하고, 그 목록을 가지고

범주화하여 상위개념과 유사 상위개념으로 제시한 뒤 각 상위개념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
하였다.

다음으로 ‘상위개념의 수준’은 위계,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의 수, 상위개념의 특성

점수, 밀도로 나타내었다. 이는 각 상위개념이 어떠한 위계를 가지며, 개념이 얼마나 분화

되고 확장되는지, 전체 개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개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먼저 상위개념의 ‘위계’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하위개념의 몇 수준으로 분화되고 확장되

는지 보여준다. 단계가 다층화 될수록 개념의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위개념의 위계
는 하위개념들의 단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의 수’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얼마나 하위개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의 수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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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상위개념의 ‘특정 점수’는 하나의 개념도에서 각 상위개념에 포함된 개념(상위개념과 하위

개념)의 총 개념수를 개념도 전체 개념의 수로 나누어 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밀도’는

연구 참여자의 개념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념도의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밀도 계산은 배재정(2011)의 밀도 계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상위개념의 수를 센다.
② 가장 많은 수의 위계를 가진 상위개념을 차례로 위계의 수를 센다.
③ ‘①’을 칸으로 하고 ‘②’를 줄로 하는 표를 만든다.
④ 첫 번째 줄에 상위개념 수만큼 1일 적는다.
⑤ 각 상위개념별로 두 번째 위계수준에 속하는 개념의 수를 세어서 두 번째 줄에 각각 적는다.
⑥ ‘⑤’의 과정을 모든 위계 수준의 수가 세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⑦ 칸의 수를 센다.
⑧ 표에 기록한 모든 수를 센다.
⑨ 표에 기록한 모든 수의 합을 칸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상의 순서에 따라 개념도의 밀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그림

같다(배재정,
밀도

2011).

4]에 나타내면 다음과

: 10(총 개념의 수)/6(칸의 수) = 1.67

3개의 상위개념 :

1

1

2번째 수준의 하위개념 수 :

2

2

3번째 수준의 하위개념 수 :

1

3

[그림 Ⅱ-4] 밀도 계산의 예
가.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 목록에 대한 유사성·중요도 평정 분석
연구의 참여자들이 평정한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유사성과 중요도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사성 평정은 다차원 척도 분석과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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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좋은 국어 수업의 진술문의 유사성 평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범주화한

20장의 개인별 유사성
행렬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였다. 이를 비유사성 행렬
자료로 변환한 뒤,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2차원 상
의 X, Y 좌표의 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은 진술문들이 지니는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화 하여 나타내는 Ward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덴드로그램 결과를 바
탕으로 거리에 해당하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뒤에, 각 군집 이름을 연구자가 명명하여
나타내었다.
진술문을

‘0’으로

다른 범주로 분류한 진술문을

‘1’로

코딩하여 총

한편 각 진술문들에 평정한 중요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함으로써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
균을 산출하여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 내용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좋은 국어 수업의 상위개념의 수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상위개념은 좋은 국어 수업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며,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개념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 개념도에 나타난 상위개념의 총 수
연번

상위개념

유사 상위개념

빈도

비율

1

학생 중심

학생중심(27), 학생 참여(4), 학생이 행복(1), 학습자 수준 고려
(1) 학생의 이해도 고려(3)

37

29.6%

2

교사의 자질

20

16%

교사의 자질(12), 교사의 면모(2), 인성이 좋은 교사(2), 체벌하
지 않는 교사(1), 교사의 적극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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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4

상호작용

5

국어 능력 신장

6
7
8
9
10

평가
수업환경
분위기
매체
활동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10), 강의식 수업(5), 수업 전략(1), 스토
리텔링(1)

18

14.4%

국어능력 신장(5), 국어의 생활화(1), 성취기준을 달성(1), 학생
의 국어 능력 향상(1), 목표지향적인 수업(1) 융합능력(1), 창의
력(1)

15

12%

11

8.8%

8
5
5
3
3
125

6.4%
4%
4%
2.4%
2.4%
100%

상호작용(8), 소통(3), 대화(1)

타당한 평가(7), 공정한 시험(1)
수업환경(3), 기자재(1)

사랑이 많은 교실(1), 자유로운 교실(1), 즐거운 분위기(3)
매체(1), 교재(2)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2), 주제 중심의 활동(1)
계

<표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추출
한 상위개념은 총 125개이며,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할 때, 10개의 영
역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상위개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개념은 ‘학생 중심(N=37, 29.6%)’,
‘교사의 자질(N=20, 16%), ‘다양한 교수학습방법(N=18, 14.4%)’, ‘상호작용(N=15,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 국어 교사들은 좋은 국어 수업의 요건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 교사
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실천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예비 국어 교사들이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생 중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학습자를 수업의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업과 관련된 최근의 교
육 패러다임인 구성주의 교육관에 그 맥락이 닿아 있다. 즉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
은 국어 수업은 단순히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
들의 흥미나 관심, 능력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습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고려하여 학
습자 참여 주도의 수업을 의미한다.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또한
학습자의 수준이나 이해도를 고려하는 수업, 학습자가 행복을 느끼는 수업, 실생활에 의미
있는 수업임을 개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길형석(2006)에 따르면, 학습자 중심
의 국어 수업은 학습자들의 삶 속에 국어가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게 하는 수업이라 한다.
즉 이는 학습자의 삶을 위한 국어 수업을 의미하는데,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중
심의 국어 수업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이 되기 위해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발
휘될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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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국어 교사에게 있어 국어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는 ‘교

사의 인성’과 관련한 인격적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교과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개념
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좋은 국어 수업의 상위개념의 수준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좋은 국어 수업의 상위개념 수준은 ‘위계, 하위개념

의 수, 특성 점수, 밀도’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상위개념의 수준에서 ’위계, 하위개념의 수, 특성 점수‘를 산
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 개념도에 대한 상위개념의 수준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위계
상위개념
학생 중심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상호작용
국어 능력 신장
평가
수업환경
분위기
매체
활동

하위개념의 수

특성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

(SD)

(M)

(SD)

(M)

(SD)

3.81
4.50
3.61
3.00
4.18
3.00
3.20
3.20
3.00
2.33

1.68
1.82
1.72
.93
1.54
1.07
1.64
1.10
1.73
1.53

11.73
16.50
12.22
6.73
10.55
5.63
9.20
5.60
6.33
6.00

9.91
7.72
9.63
4.77
8.18
2.26
12.79
2.07
2.31
7.21

0.26
0.37
0.30
0.21
0.22
0.16
0.13
0.16
0.15
0.13

.14
.19
.20
.16
.13
.05
.11
.07
.04
.13

먼저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 개념도에 대한 상위개념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의 수로, 몇 단계까지 분화되었는지 보

여주는 지표이다.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의 수가 많을수록 위계의 수준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의 위계 평균은 ‘교사의 자질(M=4.5, SD=1.8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어
능력 신장(M=4.18, SD=1.54)’, ‘학생중심(M=3.81, SD=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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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의 하위개념을 평균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3~4단계로

개념을 분화하고

다음으로, ‘하위개념의 수’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 총 수의 평균을 나타낸

다. 이를 살펴보면,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 총 수의 평균은 ‘교사의 자질(M=16.50,

SD=7.72)’, ‘다양한 교수학습방법(M=12.22, SD=9.63)’, ‘학생중심(M=11.73, SD=9.91)’의 순으
로 나타났고, ‘분위기(M=5.60, SD=2.07)’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예비 국어 교사
가 ‘교사의 자질’이라는 상위개념을 다룰 때, 가장 많은 하위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인데, 이는 실제로 예비 국어 교사가 좋은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이를 많이 고
려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영남(2000:182)에 따르면 교사의 인성적 요인과 관련 연구를 종
합해 보면, 자신감, 책임감, 인내심, 친절성, 예절, 관심과 지지, 온정성, 존중감 등과 같은
20가지 요인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예비 국어 교사가 고려하는 교사의 인성과 같
은 자질은 국어 교과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학습자를 길러내는 교육자로서의 한 사
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을
위해 교과 지식과 같은 전문성보다도 상대적으로 교사다운 모습, 바른 인성을 갖춘 교사의
면에서 자신이 교사다운 인격을 갖추었는지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있어 ‘교실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예비 국어 교사는 대학생의 위치에 있으므
로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는 공간인 교실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예비 국어 교사는 교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 교실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고려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개념의 특성점수’는 예비 국어 교사 한 사람의 개념도 내에서 각 상위

개념의 내용이 전체 개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총

32개의

개념도에

서 각 상위 개념이 속한 범주의 하위개념들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을 구한 결과, ‘교사의
자질(M=0.37,

SD=.19)’, ‘다양한

교수학습방법(M=0.30,

SD=0.20)’, ‘학생 중심(M=0.26,
SD=0.14)’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수업환경(M=0.13, SD=0.11)’, ‘활동(M=0.13,
SD=0.13)’의 특성점수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의 위계나 하위개념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예비 국어 교
사는 좋은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학생중
심’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개념의 수준에서 ‘밀도’는 개념도에서 각 상위개념과 그에 따른 하위개념의 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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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국어 교
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의 밀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Ⅲ-3>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 개념도의 밀도
모둠

밀도

모둠

밀도

모둠

밀도

모둠

밀도

1
2
3
4
5
6
7
8

6.1
4.1
4.3
2.1
2.3
2.6
3.3
4.3

9
10
11
12
13
14
15
16

4.3
2.2
3
2.5
3.9
1.9
4.6
4.8

17
18
19
20
21
22
23
24

2.5
2.9
3.4
3.2
3.4
2.2
4.3
3

25
26
27
28
29
30
31
32

2.3
3.1
2.9
3.3
3
3.9
3.7
6.2

<표 Ⅲ-3>과 같이,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의 밀도는 최저 1.9
에서 최고 6.2의 범위이고, 밀도의 평균은 3.42(SD=1.070)로 나타났다. 일부 예비 국어 교사
의 개념도의 개별 밀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1모둠과 32모둠을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예비 국어 교사의 밀도는 3.24로,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은 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다고 볼 수 있다. 즉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은 위계적이거나 조직
적이지 않고,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의 유사성·중요도 분석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하위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념도에서 도출된

44개의

진술문을

2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과 중요도를

매기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 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차원 척도 분석은 예비 국어 교사의 유사성 평정 결과를 개인별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뒤, 이를 다시 집단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다차원 척
도 분석에서는 차원의 수를 합치도(stress
고려하여 결정한다(박광배,

2000).4)

value),

해석 가능성,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을

보통의 경우 합치도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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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면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Kane과 Trochim(2007)에 의하면, 개념도 연구의 경
우, 평균 합치도 값은 0.285(SD=0.04)로, 95%의 개념도 연구에서 합치도 값이 0.205~0.305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희경·한기순, 2011 재인용). 이러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합치도는 0.186로 나왔으므로 적정 범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념도 연구의 타당
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모형 적합도 지수인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
가 있는데, 본연구의 RSQ는 0.851로, RSQ 값이 0.6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44개의 진술문들이 2차원 공간상에
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추출한 후, 위계적 군집분석
(Ward)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군집 결과를 x, y의 좌표값을 바탕으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군집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참조할 수 있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술문의 적절한 군집의 수는 2~6개 사이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덴드로그램은 [그림 Ⅲ-1]
과 같다.

4)

합치도란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최종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서의 도면과 얼마만큼 일치하
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체들 사이의 실제 거리와 분석으로 결정된 상대적 거리를 이용하여 두 값의
일치성을 측정한다. 즉 두 값 간의 오차의 정도이므로, 그 값이 적을수록 합치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광배, 2000), 해석가능성은 진술문들을 구분하는 차원이 실제 자극들의 속성에 근거하여 해석
가능한지의 여부, 효율성은 합치도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적은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용진·박인우, 2015)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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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덴드로그램
[그림 Ⅲ-1]과 같이 도출된 덴드로그램은 위계적 군집분석 시 평균연결을 사용한 덴드로
그램이다. 이를 척도가 조정된 거리 군집 조합법에 의해 다시 군집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최종적으로 군집화 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결과는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의 최종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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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한 2차원 상의 덴드로그램과 유클

리디안 분포도를 도출하였다. 각

X축과 Y축의

진술문 분포 양상을 확인한 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의 유사성과 진술문들의 상대적 거리를 고려하여 군
집을 설정하고 군집의 명칭을 확정하였다. 본고는
의 차원으로,

Y축을 ‘수업

X축을

수업 ‘내적 맥락-수업 외적 맥락’

방법-수업 철학’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또한 개념도

상에 상이하게 구분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의 6개의 군집을
각각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 ‘국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으로 명명하였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구조 분석 결과로 유클리디안 분포도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철학
군집
군집

②

⑤

군집

①

수업
외적
맥락

수업
내적
맥락
군집
군집

⑥

군집

③

④

수업 방법
군집 1 :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
군집 3 : 국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군집 5 :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

군집 2 :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
군집 4 :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
군집 6 :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

[그림 Ⅲ-3]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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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관한 개념의 범주별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X축은 ‘수업 외적 맥락’과 ‘수업 내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 외적 맥락에
는 군집 5(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와 군집 6(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이 위치하고 있
고, 수업 내적 맥락에는 군집 1(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과 군집 3(국어 교육의 목표가 뚜렷
한 국어 수업)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 측에 걸쳐 있는 상태로 군집 2(국어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와 군집 4(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이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Y축은 ‘수업 철학’과 ‘수업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수업 철학에는 군집 1(학
생 중심의 국어 수업)과 군집 2(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와 군집 5(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가 위치하고 있고, 수업 방법에는 군집 3(국어 교육의 목표가 뚜렷한
국어 수업)과 군집 4(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와 군집 6(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
업)이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나타난 6개의 군집은 좋은
국어 수업의 주요 구성 요소로 구분되었고 각 군집 내에 포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세
부 항목들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각 군집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학생의 참여도, 재미,

학생에 대한 존중, 수준 고려, 관심과 애정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앞의 상위 개념과 관련한 분석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예비 국어 교
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집 2는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으로, 교사 개인의 역량에 가까운

요소, 즉 전문성, 평가, 준비도, 피드백, 열정 칭찬과 통제 등이 있었다. 교사의 인지적 역량
과 더불어 정의적 역량들이 두로 포함되었다.

군집 3은 ‘국어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으로 국어 능력의 신장, 바람직한 가치관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
는 의사소통능력 신장, 사고력 신장, 인성 함양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군집 4는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수업’으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즉 질문, 국

어 활동, 모둠 활동, 지식의 구조화, 평가, 시간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군집 4의 제 요소들
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 국어과 수업 안에서 타당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군집 5는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으로 국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삶, 구체적으로 언

어 생활 뿐만 아니라 학습, 인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어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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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군집 6은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으로 수업의 환경에 해당하는 매체, 기자재, 교재,

판서 등의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국어 수업에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
도록 갖추어야 한다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의 중요도는 진술문은 유사성 평정과 더불어 진술문
각 항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5점의

Likert

척도에 따라 평가하게 하였다. 이 중요도 평정

의 결과는 각 군집 간, 뿐만 아니라 군집 내의 하위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중요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표 Ⅲ-4>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도에 나타난 ‘좋은 국어 수업’의 군집분석 및 중요도 결과
군집 (번호)

군집명과 진술문

평균

군집 1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

4.59

7
33
30
11
39
1
34
35
43
군집 2

18
23
19
24
4
25
6
17
5)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국어 수업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국어 수업
학생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국어 수업
학생에 대한 존중이 있는 국어 수업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국어 수업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어 수업
학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제공하는 국어 수업
학생의 정의적 요소를 고려한 국어 수업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국어 수업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
교사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국어 수업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과제의 양이나 수준이 적절한 국어 수업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교사의 준비도가 높은 국어 수업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교사의 열정이 느껴지는 국어수업
적절한 보상과 칭찬이 있는 국어 수업

4.80
4.80
4.60
4.65
4.75
4.65
4.55
3.85
4.65

표준편차

0.410
0.523
0.681
0.489
0.745
0.745
0.686
0.988
0.587

4.10

4.30
4.30
3.45
3.70
4.80
4.05
4.25
3.95

0.923
0.801
1.050
0.979
0.523
0.826
1.020
0.887

혹자의 입장에서는 <표 Ⅲ-4>의 범주화가 부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를 연구자 나름의 관점에서 새롭게 명명하거나 이를 수정·변환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가 범주화한 것을 임의로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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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3

5
36
3
8
32

국어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국어 수업
바람직한 가치관을 신장시켜주는 국어 수업
국어에 대한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국어 수업
국어 공부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국어과 교육과정을 실현한 국어 수업

군집4

15
37
21
38
42
13
20
16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
질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다양한 국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모둠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동료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국어 수업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국어 수업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시간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군집 5

28
29
27
2
31
12
40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국어 수업
언어적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국어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국어 수업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수업이 조화로운 국어 수업
창의 융복합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국어 수업
국어 생활과 연계된 국어 수업
학생의 언어 사용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국어 수업

군집 6

9
10
26
14
22
41
44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국어 수업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비된 국어 수업
다양한 활동이 많이 실린 교재를 활용하는 국어 수업
역동적이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국어 수업
판서가 보기 좋은 국어 수업
집중이 잘되는 교실 분위기를 갖춘 국어 수업

<표 Ⅲ-4>의

4.37

4.40
4.30
4.55
4.45
4.15

0.754
0.865
0.686
0.759
0.813

3.71

3.85
3.90
3.55
3.65
4.20
2.95
4.15
3.40

0.933
0.852
0.945
0.933
1.005
0.605
0.745
0.681

3.71

3.95
3.50
4.30
3.15
3.70
3.40
3.95

0.887
1.000
0.801
0.745
0.979
1.046
0.759

3.34

3.20
3.35
2.90
3.30
4.00
2.95
3.65

0.951
0.745
0.852
1.031
1.124
1.099
0.875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해 6개의

군집 가운데 군집 1인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M=4.59)’과 군집 2인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
이 반영된 국어 수업(M=4.10)’ 군집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에서 상위 개념의 수 및 수준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중에서도 군집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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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국어 수업(M=4.80)’과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국어 수업(M=4.80)’을, 군집 2의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에서는 ‘교사의 준비도가 높은 국어 수업(M=4.80)’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군집별로 중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비 국어 교사는 군집 3
의 ‘국어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에서는 ‘국어에 대한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국어
수업(M=4.55)’이, 군집 4인 ‘수업 운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
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국어 수업(M=4.20)’이, 군집 5인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국어 수업(M=4.30)’이, 군집 6인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
에서는 ‘역동적이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국어 수업(M=4.00)’을 좋은 국어 수업의 요
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예비 국어 교사의 개념 구조가 어떠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예비 국어 교사의 경험과 이해에 기반 하여 보유하고 있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들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인 경남 소재의

K대학

70명을 2명 내지 3명씩 모둠을 만들어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으로 좋은 국어 수
업에 대한 개념을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의 내용을 살펴보았
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개념도에서 추출한 상위개념은 총 125개이며,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할 때, 10개의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상위
개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개념은 ‘학생 중심’,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상호
작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국어 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은 ‘학생 중
심, 교사의 자질, 교수학습방법, 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교육과

6)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예비 국어 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은 대체로 국어과 특성이 반영
된 국어 수업이기 보다는 특정 교과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수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것은 예
비 국어 교사들이 국어과 교육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체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실제 국어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는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이론적 또는 실제적
교육 맥락에서 국어과 특수성에 따른 국어 수업을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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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가 되는, 즉 학습자의 자발성
과 주도성을 실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국어 수업을 비교적 중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
로 교사의 인성과 같은 자질이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를 실행할 수 있
는 능력인 교과 전문적 자질을 중시하고 있었다.

둘째,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상위개념의 수준을 위계, 하위

개념의 수, 특정 점수, 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위계’는 ‘교사의 자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어 능력 신장’, ‘학생중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상위개념의 하위
개념은 평균

3~4단계까지

내려갔다. 다음으로, ‘하위개념의 수’는 ‘교사의 자질’이 가장 높

고, 이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학생중심’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상위개념의 특정 점수’

32개의 개념도에서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학생 중심’의 순으로 밀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교실 환경’에 대한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
위개념의 수준에서 ‘밀도’는 분석 결과, 밀도는 최저 1.9에서 최고 6.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밀도의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는 총

예비 국어 교사는 수업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교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의 유사성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진술문을 개념도에서

44개를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유사성 및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다차원 척도 분석과 위계적 군
집 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 상에 상이하게 구분된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
한 개념의 군집을 6개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군집은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 ‘국
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어 수업’, ‘국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한 국어 수업’, ‘수업 운
영이 체계적인 국어 수업’, ‘삶에 부합하는 국어 수업’, ‘수업 환경을 갖춘 국어 수업’으로 명
명하였다. 또한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정을 분석한 결과, 예비 국어 교사는 좋은 국어 수업
에 대해 6개의 군집 가운데 ‘학생 중심의 국어 수업’과 ‘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반영된 국
어 수업’ 군집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은 이들이 좋은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 계발해 나가야 하는 국어
교사의 핵심 역량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예비 국
어 교사가 국어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아가 이들이 국어과 수업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교육적 실천을 경험하고 국어과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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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식안을 형성하여 자신의 수업 계획과 실행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다면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예비 국어 교사의 교육적 경험과 지

식을 이해하고, 이를 연계하여 예비 국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데에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여러 학교 급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좋
은 수업’에 대한 논의들은 있어 왔지만, 예비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좋은 국어 수업에 대

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국어 교사들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모습의 국어 수업을 좋은 국어 수업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박한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편 예비 국어 교사의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개념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양적 연구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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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Preliminary Korean Teachers’ Concept map of ‘Good Korean
Class’

Kim, Jin Hee(Kyungnam University)
To examine preliminary Korean teachers’ conceptual structure of ‘good Korean class’, this
author surveyed 70 students of Korean education at K University located in Gyeongnam.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concepts they had about ‘good Korean class’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is researcher produced the concep map and figured out
relative importanc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written below:
First, there are total 125 superordinate concepts extracted from preliminary Korean
teachers’ concept map about ‘good Korean class’. Categorizing similar concepts as one
superordinate concept, this researcher came up with 10 areas. Among the superordinate
concepts, the most frequent ones are ‘student-centeredness’, ‘teachers’ qualities’, ‘diverse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interaction’ in order.
Second, this author examined the levels of preliminary Korean teachers’ superordinate
concepts about ‘good Korean class’ with hierarchy, the number of subordinate concepts,
particular points, and density. First of all, ‘hierarchy’ is found to be the highest in ‘teachers’
qualities’, and the next are ‘to improve Korean skills’ and ‘student-centeredness’ in order.
About ‘the particular points of superordinate concepts, density is found to be high in total
32 concept maps in the order of ‘teachers’ qualities’, ‘diverse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student-centeredness’ in order.
Third, to analyze preliminary Korean teachers’ concept maps about ‘ good Korean class’
centering around subordinate concepts in detail, this author conducted cluster analysis on
their statements about ‘good Korean class’. As a result, they are grouped into
‘student-centered Korean class’, ‘Korean class reflecting Korean teachers’ qualities’, ‘Korean
class having clear goals for Korean education’, ‘Korean class operated systematically’,
‘Korean class corresponding to life’, and ‘Korean class equipped with favorable class
environment’.

Key words : Good Korean class, Preliminary Korean teacher, Korean education, Concept map

-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