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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학습시간 비교분석을 위한 인류학적 연구방법 1 ) 

---질적·양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적용 

이 용숙* 

1. 머리말 

인류학은 향상 비교문화연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 

다 정교한 비교문화연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인류학의 자기 사회에 대한 문화비판기능의 중요성이 최근 주목올 받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다른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기 사 

*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1) 이 글은 이용숙 • 이재분 • 소경희 · 전영미(1990) 의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올 중심으로d(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방법 소개에 중점올 두어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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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방식의 간접적인 비교연구 전통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Marcus와 Fischer0986 )는 이러한 점에서， ‘통제된 비교연구방법’ 

올 사용하여 한 개의 연구내에서 타 사회와 자기 사회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비교연구방식(이중 민족지 프로젝트)이， 자기 사회에 대한 가치 

있고 홍미있는 비판의 제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중 하나라고 제안 

하고있다. 

두 사회 이상을 대상으로 통제된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의 전통적 인 참여관찰 • 심충면담 둥의 질적 연구방법만올 사용하는 것으 

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질적인 자료의 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보다 셜득력 있는 ‘비교’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소개하는 학습시간 분석방법은 질적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사회의 교육제도 및 관행에 대한 통제된 

비교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어느 정 

도의 변형을 거친다면 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현상에 대한 통제된 비 

교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선행연구 

1) r실제학습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개관 

「수업시간」과 「실제학습시간」과의 차이는 학생들의 성취에 큰 영향 

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실제학습시간과의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수업중 학습시간에 대한 연구 

가 수업의 효윷성 연구의 일환으로서의 커다란 관심올 받아 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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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의 실제 학습시간이 학생들 성취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 

라， 학기말에 시행되는 성취도검사 실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구현장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지표이며， 성취도검사보다 더 민감한 교수효과 측정방 

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Berliner 1979; Harnischfeger 1985; 

Shulman 1986). 

미국에서의 학생들의 학습시간 연구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1920년 

대와 1930년대에 이미 교수효율성의 자료로서 학생들의 집중도에 초점올 

맞춘 수업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Morrison(922)은 매 1 

분마다 교실내의 각 열을 훌어보고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세어서 「집단집중도 점수j(atten디on 없Ire)률 계산하는 연구방식으로， 

집단집중도의 중앙치가 90%가 넘는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집중도 연 

구는 거의 20년간이나 유행했다. 그러나 Shannon(1942) 의 실험적 연구 

에서는 교사가 새로운 내용율 가르철 때 관찰된 학생들의 집중도 접수와 

수업이 끝난 직후에 시행한 시험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내는 방법으로， 

Morrison의 집중도 계산방법의 신뢰성을 부정하였다(Smyth 1981: 136에 

서 재인용). 

그후 학생들의 집중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50 

년대에 Bloom (1 953)과 그의 계자률에 의해 재개되었을 때에는 연구의 

강조점이 달라져 있었다. 즉 수업중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가 학생들에게 

들려 주면서 그 당시의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서 묻는 「자극에 의한 회상 

방법 j(a stimulated recall technique)율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대학생들의 사고가 과제에 집중되어 있는 비올이 강의중에 

는 64% , 토론중에는 55%에 불과함율 발견하였다. 

집중도 계산방법으로서 관찰법과 학생들의 자기보고법중에서 어느 

편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Hudgins(967)와 

Taylor(1968)는 관찰된 집중도와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집중도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가지중 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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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선태할 필요가 있다. Marliave, Fisher, Filby 둥(977)은 학생 

들의 집중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법이 필요 

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습시간에 대한 이후의 주요 연구돌은 주로 관찰 

법을 션핵하였다. 그러나 Peterson과 Swing (1982) 둥 인지심리학적 연 

구자들은 관찰자에 의해서 평정된 과제몰두시간(집중도)에 비해서 학습 

자가 보고한 과제몰두시간(주의를 기율인 시간)이 더 좋은 학습 및 성취 

의 예언자라는 주장올 하고 있다(정택회 198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관찰법에 의한 집중도와 학습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집중도가 

부객 상관관계에 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형적인 학습태 

도에 비해서 내척인 인지과청， 즉 정교한 방법으로 측정된 인지적 노력 

투입의 정도 변인이 성취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본 잣이다. 

관찰법과 인지적 노력 투입의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법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중 어느 쪽이 성취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률 가지는가를 따지는 대신에 두 가지 방법올 모두 사용 

한다면， 보다 정확한 학습시간율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형척으로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율 관찰법으로 계산한 후에， 그 외행척 학습시 

간내에서의 인지적 노력 투입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된 경험적 연구는 찾지 못했다. 

Bloom과 그의 제자들의 연구 이후로는 다시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연 

구에 특히 많온 영향율 미친 대표적인 연구로는 Caπ011(963) 의 학교 

학습모형 (A M여el of School Learning)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제시된 

모형에서는 특정한 학교과제의 학습량을 셜명하는 5개의 변인으로서，Q) 

학습자의 농력，@ 학습자의 적성，@ 학습자의 지구력，@ 학습자의 학 

습기회，@ 수업의 질올 들고 있는데， 이중 세 가지 변수는 시간에 관련 

된 것이다. 즉 학습자의 「적성 J(aptitude)은 “학습자가 특정한 과제를 수 

행하도록 부여한 시간”으로， 「학습기회」는 “특정한 학생에게 특정한 과 



실제학습시간 비교분석율 위한 인류학적 연구방법 143 

제를 수행하도록 부여한 시간”으로 그리고 「학습자의 지구력 J{perse

verance)은 “학습자가 문제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시 

간”으로 정의된다 2) 이러한 정의률 토대로 

「 실제 사용한 시간 학습의 정도=f(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라는 모행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이론적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적용올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냐 실제 사용한 

시간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한 

시간의 변인 중 하나는 학습자가 학습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시간으로 되 

어 있는데， 이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에 사용할 의사가 있 

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각 학습자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Carroll의 학교학습모행은 척극적 학습시간(active learn

ing time) , 과제수행시간(time on 없k) 또는 학구적 학습시간(academic 

learning time) 의 개념을 사용하는 주요 후속연구들의 {Bloom 1976 ; 

Harnischfeger and Wiley 1976; Berliner 1979 둥) 기초가 되었다 

(Shulman 1976). 

Harnischf eger(1985 : 43 )는 학생들의 학습시간 연구자들의 합의적인 

관점으로서 다옴의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Carroll의 

모형보다 분명하게 학습시간의 개념올 셜명해 준다고 생각된다:(D 학생 

들의 참여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수업 이전부터 갖고 있는)이 학업성 

취의 두 가지 원인이다:@ 경험 또는 참여는 ‘학생의 적극적 학습시간’ 

2) 수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수업의 질」에 대해서는 “학생들 

의 능력에 알맞는 수업 (instruction) 이 제공되는 정도”라는 정의가 내려졌다. 

Shulman (1 986)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회피적인 정의”라는 비판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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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히 요약된다:@ 학습기회와 학습동기 (motivation)가 참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학습기회는 주어진 수업시간의 배분과 사용에 의 

해 조정된다:@ 학습기회를 적극적 학습(active learning)으로 전환시키 

는 학습동기나 기타 요인들은 교수(teaching) 에 의해 강력한 영향올 받는 

다. 이에 따라 Harnischfeger는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시간올 증가시키 

고， 그 시간을 특정한 학업성취 목표에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참여 

도롤 높이는 결정과 행동들이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 혜심적인 수단 

이라고본다. 

Harnischfeger가 제시한 적극적 학습시간(active learning time) 이나 

이와 유사한 과제몰두시간(time on 없k) ， 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학생 

들의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옴을 밝힌 연구들은 (주로 국민학교 

에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Morch (1956) , Edminston과 Rhoader (l959) , Lahaderne(1 968) , And

erson (1 976) , Ozcelik(l973) , Samuels와 Turnuse(1974) , McKinney 

둥(1975) ， Cobb(l972) , Stallings와 Kaslowitz (1974) 동의 연구들이 모 

두 이런 연구에 속한다(Smyth， 1981에서 재인용). Stallings와 Kaslowitz 

(1 972-1973)는 fFollow Through Classroom Observation Evalua

tion .J 연구에서， 국민학생들이 읽기와 수학활동에 집중한 시간은 교사나 

학생의 어떤 다른 행동 또는 상호작용 변인보다도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 

계 (.30-.60)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중도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학생이 분석단위였율 때는 .40이고 학급이 분석 단위였율 때 

에는 .52였다(Rosenshine 1979: 33에서 재인용). 

학습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구적 학 

습시간의 개념을 제시한 「초임교사평가연구j(the Beginning Teacher 

Evaluation Study) 프로책트는 미국의 「교육연구와 발전을 위한 극서연 

구소.J {Far West Lab이‘a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에 의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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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연구다. 미국의 교육연구중 가장 대규모 연 

구의 하나인 이 연구는 모든 학습시간 연구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토론과 

가장 강력한 중거들올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Smyth 

1981; Shulman 1986),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초임교사평가연구에서는 학구적 학습시간(academic learning time) 

이 ‘교사들의 교수행동 및 학급의 특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사이의 매 

개변수라고 보았다((그립 1) 참조). 여기서 학구적 학습시간이란 “학생이 

특정한 교육과정 내용영역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학습물(material)을 가 

지고 학습에 집중한 시간(the accrued engaged time) ，’(Ber빼er 1979: 

124)을 말한다. 즉 학생들이 학협}는 익힘책 (workbook) 이나 시험 또는 

수업중에 푸는 연습문제 둥에서 툴리는 비율이 20% 이하일 때에만 과제 

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과제집중시간 둥의 기존의 화습시간 

개념과 다른 이러한 학구적 학습시간 개념의 특정은 과제집중시간과 교 

육과정내용이라는 두 가지의 성취관련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라 

는 점이다. 이런 특정 때문에 학구적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학습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comprehensive)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Doyle 

1987:116). 

〈그림 1) 특정한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성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events) 

를의단순환효톰도 

교사의 행동 및 

학급의 혹성 

륙정한 교육파정 내용 

에 대한 학생틀의 학구 
적 학습시간(ALT) 

출처 Berliner, “Tempus 뻐ucare，" 1979, p.l25. 

이 교육과갱 내용 

영역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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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갈온 학구적 학습시간 개념온 「초임교사평가연구」의 초기 단계 

(1974-1975년)에서 이루어진 40개 국민학교에서의 인류학적인 수업관 

찰연구결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Berliner and Tikunoff 1976). 이 연구 

에서는 12명의 ‘민감한’ 수업관찰자틀이 40개 국민학교의 2학년 .5학년 

교실에서 이 연구률 위해 특별히 구성된 2주일간의 국어 • 수학 교육과정 

단위얘 대한 수업행동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수업기록은 

별도로 선정된 평가자들(raters) (교실 관찰도구 전문가， 교사， 교육과정 조 

정당당자， 교육심리학 천공 대학원생 1명씩과 두 명의 수업관찰자)이 두 개 

씩의 기록된 수업의 효율성을 비교 •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효율성 평가 

에 있어서 중요한 200개 이상의 개념들을 추출해 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개념들중에서 다시 통합과정을 거쳐 수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61 

개의 주의 깊게 정의된 주요 변수들이 추출되었다. 다옴에는 여러 학문분 

야에서 온 20명의 평가자들이 수업관찰자들이 생산해 낸 수업기록률로부 

터 이와 같온 617>> 변수들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같온 과정율 거쳐 ‘학생들의 수업참여’(students are engaged)와 

‘교사의 학습감독’(teacher monitors learning) 이 교수의 효율성과 상관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변인들에 

서 출발하여 ‘학구적 학습시간’(academic learning time) 의 개념이 발달 

된 것이다. 

1976-1977년에 캘리포니아의 25개 2학년 학급과 25개 5학년 학 

급을 대상으로 l년간 실시된 「초임교사평가연구」의 제 3-B단계에서 사 

용한 학구적 학습시간의 분석방법은 「할당된 시간(allocated time)-• 

집중시간(engaged time)-→학구적 학습시간」을 차례로 계산하는 3단계 

의 과정을 거 친다(Berliner 1979: 125-133). 

(1) 할당된 시간은 교사들로 하여금 「선정된 학생들(학급당 6명)에 

게 할당한 읽기와 수학의 특정 내용영역들에 대한 수업시간J(학습기회시 

간)올 평균 90일간(10월 -5월) 매일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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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 선정된 학생은 모두 읽기와 수학에 있어서 비교활 만한 

(comparable) 농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이들 화급당 6명씩의 학 

생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체 학급에 대한 자료로서 일반화시켜 사용되 

었다. 

(2) 집중시간옹 10월 -5월 사이의 약 20주 동안 평균 주당 하루씩 

학급당 17일간(전체 수업시간 중 읽기와 수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이루어 

진 수업시간)의 관찰을 통해 분석되었다. 관찰자는 교실 생활의 다른 측 

면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한편， 읽기와 수학에 할당된 시칸중의 평균 

집중률올 제시하였다. 교사가 보고한 읽기와 수학에 대한 하루의 할당시 

간에 평란집중률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각 학생의 해당 교과에 대한 하루 

의 평균집중시간에 대한 추정치가 되었다. 

(3) 학구적 학습시간을 위해서도 역시 학급당 17일간의 관찰기간 

동안 관찰자가 판정한 자료에 의한 추정치가 계산되었다. 6명의 학생들 

에 있어서 집중시간중 과제실패율이 20% 이하였던 과제를 가지고 학습 

한 비율을 하루의 평균집중시간에 곱해서 나온 수치가 각 학생의 해당 교 

과에 대한 하루의 평균 학구적 학습시간의 추정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을 공식화하면 다옴과 같다. 

매일의 「학구적 학습시간j =: 매일의 「할당된 시간j X 평캄집중률 

× 과제 실패율이 20% 이하였던 비율 

이상에서 살펴본 수업중의 학습시간 개념 발달은 여러 명의 연구자 

들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올 종합하면 명목적인 

수업시간(공식적 수업시간)에서 출발하여 성취도의 매개변수인 학구적 학 

습시간으로 수업시간이 축소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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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명목쩍 확습시간으로부터 확구적 확습시간으로의 변화과정 효톰도 

명목적 수업시간 

(nominal quantity of sch∞Iing) 

확생당 수업시간 

(quantity of schooling per pupiJ) 

학생당 교과 ‘X’에 할당된시간 

주J- 학생결석 
+十교사철근 
+카- 스트라이크 
+十 교사협의회 
___ .J 

+十-- 다른 교과나 활동(pursuits) 

j 에 할당된 시간 

二 i 학급관리 
二 ; 다른 방해요소(소방훈련 둥) 
- i 학생 부주의 
---' 

성휘로 측청된 교과 ‘X’에 대한 

학생의 학습 

낮은 적성 

불분명한 교사 지시 
너무 어려운 과제 

너무 천천히 제시된 내용 

출처 : Smyth, “Time and Sch∞l 뼈rnl때" 짜e Internah‘onal Encyclopedia 01 Education, 

1985, 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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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th(1985 :5266)는 이러한 일련의 축소과정을 〈그림 2)와 같은 

흐릅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흐름도는 Harnischfeger와 Wiley (1 976) 의 

「교수-학습 과정과 학생들의 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 J(p.1 5)올 토대 

로， 그후의 연구상황까지 포함하도록 모행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다. 이 

모형에서 각 단계별 4각형의 가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학습시간량이 축소되는 것을 나타낸다. 

Smyth는 이 모행을 토대로 해서 각 단계별로 그동안 이루어진 주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pp.5226-5271) t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 

고 있다: “거시적인 측정치로 나타난 학습시간(명목적 수업시간， 학생당 

수업시간， 교과영역별 할당시간)과 학생들의 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는 그 일관성이나 강도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집중시간(pupil engaged time)과 생취도간에는 놀라올 정도로 일치된 결 

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능력수준， 학년수준， 교과영역에 관계 

없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치p.5271)3)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선행연구는 수업중 학습시간의 극대화 

가 학생들의 성취수준올 높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 

습시간의 극대화를 통한 성취수준의 향상은 학생들의 정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임교사평가연구에서는 

학구적 학습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급의 학생들이 다른 학급 학생 

들에 비해서 교과나 학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률 갖고 있지 않다는 

3) Smyth(l985)는 학습시간에 대환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인 제 

4단계의 ‘학생당 특정 교육과정 내용에 집중한 시간’이 ‘생취도’률 예언한다는 것은 

여러 학교단계， 학년단계 및 교과얘 대혜서 충명되었기 때문에， 두 변인 사이에 상 

판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는 더 이상 없을 정도라고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 5단계인 ‘학구적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초임교사평가연 

구」 결과를 소개했을 뿐， 상관관계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 

급하지 않고 있다. 



150 

것을 발견하였다(Smyth 1981:140). 

학습시간의 극대화가 학생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율 미치지 않으면 

서 성취수준올 높인다면， “어떤 수업방법이 학습시간의 극대화를 가져오 

며， 어떻게 교사들이 그런 수업방법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문 

제는 학습시간과 성취도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습시간과 성취도와의 관계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는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초임교사평가연구」에서는 학구적 학습시간율 극대화시 

키는 교사들의 교수행동으로서 다옵의 5가지를 발견하였다(Smyth 1985: 

527이:(D 수업시간 중 학생 혼자 학습하도록 하는(seatwork) 교수방법 

의 비율을 줄이고， 대신에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수방법 

(interactive teac비ng) 사용의 비율올 높이는 것 ;@ 학생의 웅답이 정확 

한가에 대해서 교사가 피이드백올 많이 주는 것;@ 학습과제를 줄 때의 

교사지시의 명확성;@ 수업 종 교사의 학구적인 목표(academic goals) 

의 강조;@ 학생률의 능력수준옳 정확히 평가하여(어려운 정도가) 적절 

한 수준의 학습 과제 내주기. 

학구적 학습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률 갖는 교수행동으로는 다음의 2 

가지가 발견되었다:(D 이미 어떤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교사가 학생들 

에게 필요한 설명올 해 주는 것;@ 올바른 행동율 하지 않는 

(misbehaving) 학생둘에 대한 교사의 잦은 책망. 

이외에도 다른 연구자들온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환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Arlin 1979), “경영적인 시간조철(timing as 

managing)에 의한 수업의 혼란성의 사전예방"(Anderson 1981) 둥이 학 

생들외 집중시간의 바율올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철과률 제시하였다 

(Smyth 1985에서 재인용).‘) 

4) 우리나라 국민학교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중시간」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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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수행동들은 대부분 짧은 훈련에 의해 교사들이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것들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Berliner( 1978)는 12시간 

의 워크숍으로 이런 종류의 교수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충분히 가 

능했다고 보고하고 있다(위의 글에서 재인용) . 또한 Flanders(1987:24-

25) 에 의하면， 완전학습프로그램과 Stallings 교수-학습 연구소의 프로그 

램 (The ST ALI Program)은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시간을 확대시킬 수 있 

는 교사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소개된 바 

있는 완전학습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 진단평가，@ 진단 

에 근거한 적철한 학습활동의 처방，@ 학습활동의 격려와 적절한 피이 

드백의 제공，(1) 학습진전상황에 대한 잦은 점검과 필요한 경우의 학습 

활통의 변형(척용)， @ 최종시험점수로서의 학점 부여，@ 완전학습 이 
후에 심화학습， 다옴 진도 나가기， 또는 다른 학생들 돕기 중 하나를 돼 

하게 하기’와 같은 일련의 학습과정올 거치도록 하는(김호권， 1988) 여러 

가지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2) ‘학습시간’에 대한 선행연구의 비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학습시간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취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학습시간연구 전체 

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 

시간연구에서 ‘시간’이라는 양적 측면에만 관심올 가질 뿐， ‘수업의 질’이 

라는 본질적 측면율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Shulman 

1986). 즉 교실에셔의 역통척이며 복합척인 상호작용이나 사건들을 다루 

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시간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으로 판단된 수업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용숙 • 정환규 • 박금화(1988) 의 r국민학교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척 연구J(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이용숙 · 조영 

태(1 989) 의 r수업방법 J( 배영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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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5) 

두번째의 비판은 학생들의 주의집중 여부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위의 글; 정태회 1987). 그동안의 

학습시간 연구들이 사용한， 관찰에 의한 집중도 계산방법은 한꺼번에 다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f초임교사평가연구」는 6명을 대상으로 했 

으나， 학급 학생 전체률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많았다)， 수업중의 긴박한 상황 

에서 집중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집중도 판 

단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었다. 

한편 Doyle(1979)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일반적 비판에 못지않 

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비판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바램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 

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급일수록 교사들이 읽기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 

는， 즉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6) 이와 같은 

Doyle의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학습시간의 양이나 의미 

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Rusnock와 Brandler(979) 의 연구와 Smyth(l979) 

의 연구에서는 높온 성적의 학생과 낮은 성적의 학생이 과제에 몰두하지 

않올 때의 행동(off-task behavior)에 차이가 있음올 발견하였다. 즉 성 

5) Smyth (1 979) , Grannis(1978) , Strod이sky (1 979) 퉁의 연구들온 “학생들의 교 

실 상황에 대한 해석 및 반용이 어떻게 그들의 집중에 영향울 미치는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도 한다(Smyth 1985: 527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런 연구들온 극 

히 드물었다. 

6) 이런 경향온 펼자가 관찰한 영국인 학교에서도 발견되었다. 같은 학급에서도 가장 
진도가 빠른 그룹의 학생들이 교사와의 문답형태로 이루어지는 읽기수업에 가장 많 

은 시간을 할당받았다. 이는 수준이 높온 읽기 교과서일수록 한 단원의 양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이용숙 둥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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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낮은 학생들은 과제수행 중간중간에 다른 짓을 하는 데 비해서， 성 

적이 높은 학생들은 일단 과제를 끝낸 후에 다른 짓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yth 1985: 5270에서 재인용) .7) 

학습시간 연구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학생들의 성취가 학교에서 

의 학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이라는 요인올 배제시킨 채， 학 

교에서의 학습시간과 성취도간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했다는 지적이다(정 

태회 1987; Smyth 1985). 

한편 학습시간 연구중에서 가장 발전된 개념이라는 「학구적 학습시 

간」의 개념 자체에도 두 가지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틀리는 빈 

도를 과정변인 속에 포함시키고， 산출변인인 성취도검사 결과와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는 것은 중복적 (tautological) 이라는 지적 (Harnischf eger 

1985; Shulman 1986) 이다. 

또 하나는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Doyle (1979) 의 지적처럼 

교사의 기대에 부웅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학습시간올 사용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구적 학습시간 개념에서는 과제 

가 지나치게 쉬운 것은 문제삼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 Berliner( 1979)는 다옴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쉬운 과체들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academic performance)을 개선시키지 않을 것이다. 집중도 

는 떨어질 것이고 다루어지는 내용은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이 언제 새로 

운 학습물이나 활동으로 옮겨가도록 하는가는 교사들의 복합적인 진단적 

결정사항중 하나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교실에서의 학습의 개념올 위해서는 교 

7) 이용숙 둥(1 986) 의 연구애서는 서율 소재 5개 외국인 학교(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와 1 개 한국 학교의 3학년 학급에서 같은 발견을 하였다. 또한 서울 

의 77개 국민학교 학급에서 수업관찰을 실시한 이용숙 동(1 988) 의 연구에서도， 

일부 얘외률 제외하고는 이런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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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적 쉬운 학습물과 활동에 접하도록 하는 때 

에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된다" (p.l24). 이처럼 「초임교사평가연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너무 쉬운 과제에 오랫동안 매달리게 될 때에 발생 

활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학구적 학습시간 개념에서는 ‘너 

무 쉬운 과제의 문제’률 배제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습시간에 대한 비판들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학습시간이라는 양적 측면만을 다룰 뿐 수업 중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사건 둥의 질적 측면을 같이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학생 

들의 집중도 판별방법의 정확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었다.@ 성적 

이 높은 학생과 낮온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간 

과되고 었다.@ 학교에서의 학습시간만이 분석대상이 되었율 뿐 가정에 

서의 학습시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시간 연구에서 가장 

발달된 개념이라는 「학구적 학습시간」의 개념도 성취변인으로 여겨지는 

과제성공률을 가지고 학습내용이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과제가 

너무 쉬울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발달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온 기폰의 학습시간 연구의 한계점율 극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순한 학습시간에 대한 수치만을 얻으려 하는 대신에， 학습시 

간중 또는 비학습시간중의 교실상황에 대한 질적 분석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이률 위해서는 집중관찰학생에 대한 행동관찰율 포함하는 서술 

적 수업관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련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수업중 

학습시간 손실과정에 대한 구체적 수치률 제시하는 동시에 왜 그러한 시 

간손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요인과 각 요인벌 손실시간에 대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학습올 하는 

지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관찰에 의한 집중도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긴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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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황에서 집중도를 판단하는 대신에， 수업중에는 수업의 녹음과 녹음될 

수 없는 수업상황(특히 교사 및 집중관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만 하 

고， 이률 토대로 상세한 「수업관찰기록지」를 작성한 후에 집중도률 계산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중도 계산의 신뢰도률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보통 사용한 2단계(집중/비집중)의 집중도판정방식 대신에 5단계 (0점~ 

4점)정도의 집중도판정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관련된 수업행동이 다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기 성적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별도 

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8) 

다섯째， 학구적 학습시간의 개념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적절 

성 여부률 중요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되， 구체적인 「학구적 

학습시간」 개념의 정의나 계산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올 개 

발해야 한다(과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쉬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제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는 ‘학구척 학습시간’보다는 ‘의미있는 학습시간’이 더 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학습시간과 함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도 조사하 

여， 가정에서의 학습이 학교에셔의 학습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분석할 필 

요가있다. 

8) 수업관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집중관찰 학생이 3명 이하이어야 서술적 수업관 
찰과 병행한 학생행동 관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실험 결과 

발견되었다(이용숙 퉁 1988). 따라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을 한 명씩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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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독특한 수업상황과 학습시간연구 

학습시간 연구를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상에 

제시한 미국에서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나라의 독특한 수업상황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습시간 

에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수업상황으로서는 다음의 8 

가지를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교장 • 교사들의 교육관이나 학생들의 능력수 

준의 차이에 의해 학생들에게 할당되는 교육과정내용별 학습기회시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교장 • 교사의 교육관이나 학생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정 • 검인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진도표에 의 

해， 천국의 학생들이 거의 같은 학습물을 가지고 거의 같은 속도로 학습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할당시간의 분석은 교사 

들의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서보다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능력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학습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파제가 지 

나치게 어렵거나 쉬옴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학습시간이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학생들에게는 능력집단에 따라 다른 수준 

또는 다른 양의 학습과제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과제률 먼저 끝낼 경우 가만 

히 앉아서 기다려야 하며， 과제에 손올 대지 옷할 만큼 어려워도 더 쉬운 

과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제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기 때 

문에 발생하는 학습시간의 손실은 상당 부분 집중시간에 직접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도에 대한 책임올 교사나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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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돌리는 것이 미국에서보다 더 부적절하다. 학생들의 능력과 상관없 

이 똑같은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또한 수업의 효융성과 상관없이 학생 

들의 수준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수업중 학습시간 연구는 

상위권 • 중위권 • 하위권 학생들올 포괄할 필요가 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학교의 공식적 수업시간이 학교 단계에 

따라 40분~50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수업시간 

이 엄격히 짜여져 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른 과목별 수업시간의 다양성 

분석은 공립학교의 경우 불필요할 정도이다 9) 그러나 공식적 수업시간이 

어느 정도나 실제 수업시간으로 사용되는가는 학교와 학급에 따라 다르 

다. 이런 점에서 공식적 수업시간과 실제수업시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표 자체가 융통성 있게 짜여지는 경우가 많고 수업시간 운 

영에 있어서도 교사들의 자율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학습시간 연 

구자들도 공식적 수업시간과 실제수업시간을 비교하는 대신， 교사들이 보 

고하는 실제수업시간을 「수업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공식적 수업시간파 실제수업시간의 차이를 밝힐 펼요가 있 

다. 

넷째， 미국에서는 명목적 수업시간과 학생당 실제수업시간간의 차이 

가 중요시되고 있다. 학교행사나 시험 둥 1년간의 학교행사표에 의해 쉽 

게 분석될 수 있는 수업외 활동일의 수 이외에도， 교사의 결근l0) ， 교사들 

의 협의회 둥에 의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이 결석으 

9) 사립 국민학교는 공립 국민학교보다 약간 더 많온 수업시간 배정율 하는 경향이 
었다. 

10) 교사 결근시에는 대리교사(substitute teacher) 가 지도하나， 미국에서의 수업관 

찰 결과(Lee， 1987) 에 의하면， 이런 경우 수업의 연계성이나 학생들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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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분이다. 따라서 

초임교사평가연구에서는 180일의 수업일수중 150일만을 실쩌 수업일수 

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의 결근이나 학생들의 결석 

이 드물며， 교사들의 협의회로 인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사들의 출장에 의해서 일부 시간에 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 

으나， 5개 국민학교 250여명의 교사률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업종 출 

장 • 회의 둥의 일로 교실을 비우는 것온 평균 한 학기에 1.92회 (2회 이 

하가 전체 용답 교사의 80.4%)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숙 둥 

1990). 다만 교무주임 • 연구주임 둥의 일부 주임교사들온 수업중 교실올 

비우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 주임교사를 제외 

한 일반 교사들에 대한 수업연구에서는 학교행사 및 시험에 따른 실제 수 

업일수의 축소에만 중점을 두면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초 • 중 • 고 학생들온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 

은 시간을 가정에셔의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수 

업시간이 비교적 적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 

간이 학교에서의 학습시간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많온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이용숙 둥 199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시간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공식척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 

교에 머무는 시간중 상당 부분이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 수업샤작 전에는 

아침 자습시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명상의 시간， 영어방송시간， 신문 문제풀이 시간 둥이 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중에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사들도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수업시간중의 학습시간과 수업외 시간중의 학습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곱째， 다인수 학급에서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수업상황 

에서는， 교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교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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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학습기회시간이 아닌 상황이 자주 일 

어난다. 즉 교사가 다른 과제 없이 50여명 학생들의 공책을 검사하거나， 

학생들이 이미 아는 비슷한 내용의 긴 발표(예 : 줄거리 요약)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모든 학생이 개별적 

으로 검사 받는 짧은 시간이나(대개 몇 초 정도)， 발표하도록 선태된 학생 

의 발표시간만 학습기회시간일 뿐이다. 즉 대부분의 학생에게 있어서 이 

런 시간은 학습기회사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습시간 

연구에서는 ‘(명목적인) 학습기회시간’과 ‘실질적인 학습기회시간’올 분리 

할필요가 있다. 

여넓째， 일제식 전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수업 상황 

에서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학습기회시간은 학급 전체에 대한(실질적) 

학습기회시간중에서 개별적인 이유로 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시간올 제 

외한 시간이 된다. 따라서 초입교사평가연구에서와 같이， 학급 전체에 대 

한 학습기회시간 할당의 고려 없이 개별 학생들에 대한 학습기회시간(할 

당시간)만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시간 손실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단 

계를 간과하는 것이 된다. 

4. 새로운 학습시간 분석방법 

1) r확습시간」의 개념정의 

학습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학습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 

하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과 우리나라 국민학교의 독특 

한 수업상황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보다 정밀하다고 생각되 

는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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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생들의 학습시간은 @ 수업 중 학습시간，@ 학교에서의 수업 외 
시간중의 학습시간，@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본 

다. 이중 수업중 학습시간은 여러 단계의 수업시간 축소과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축소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의미 있는 

학습시간」이며， 이는 “학생이 성취에 긍정적 영향올 미치는 학습활동에 

실제로 사용한 시간객로 정의된다. 

수업시간 축소과정은 다옴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의미 

있는 학습시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각 축소 단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î) 공식적 수업시간(시간표상의 수업시간)@ 실제 수업시간 

(실재로 수업이 이루어진 시간)@ 학급 전체의 학습기회시간(교사가 교 

수-학습 활동에 할당한 시간)@ 개별 학생들의 (명목적) 학습기회시간 

(각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아서 학습과제가 주어진 시간)@ 개별 학생들 

의 실질적 학습기회시간(‘개별학생들의 학습기회 시간에서 교사는 교수활 

동을 수행했지만 개별학생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인 학습과제가 주 

어지지 않았던 시간’을 제외한 시간)@ 개별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활동 

에 사용한 시간(과제몰두시간 또는 집중시간)(1) 개별 학생들의 의미있 

는 학습시간(개별 학생들의 집중시간중에서 학생들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한 시간) 

이와 같은 수업중 학습시간에 대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연구는 개별 학생들의 「의미있는 학습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최종 

목표로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활동에 사용 

한 시간’이나 ‘의미있는 학습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방법은 개발되 

지 않았다. 다만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위의 7단계중 5단계까지는 

수업관찰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한 후， 6단계의 경 

우에는 수업관찰결과로 얻을 수 있는 「연구자에게 개별 학생들이 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 시간」올 「실제로 학습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대용적인 측정치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제로 학습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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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시간」보다 과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학습시간」이라는 용 

어 대신에， 「집중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제 7단계인 「의미 

있는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대용적인 측정치를 구하는 방법조차 개발하 

지 못했다). 

학습시간 분석온 수업중의 학습시간 분석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수업 

외 시간중외 학습시간과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수업외 시간의 학습활동은 수업중의 학습활동과는 달 

리，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며 일부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수업외 시간중의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수업중의 학습시간과 

같이 학습시간 축소과정으로서 개념정의를 하기보다는， 학습활동에 포함 

되는 영역들올 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의 수업관찰결 

과를 토대로 수업외 시간의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는 영역들을 제시하면 다옴과 같다:00 학급 전체가 같이 하는 아첨자습 

활동(문제 풀기， 한자 공부， 예습 • 복습， 시 외우기， 경필 쓰기 둥)， @ 도덕 
수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명상의 시간」과 조회시간중의 훈화，@ 수업 

외 시간의 영어교육방송 시청활동，@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중의 학습 

활동(수업시간에 못 끝낸 학습활동 끝내기， 다옴 시간을 위한 예습 둥)@ 

공식적 특별활동 이외의 방과 후의 학습활동(교사의 부진아 지도， 그날 못 

끝낸 과제 끝내기， 컴퓨터 강습 둥). 이들 각각의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 

이 실제로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 「학습시간j( 집중시간) 계산이 가능하다 

고본다.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아동생활관찰 자체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학습시간을 구성하는 학습활동들의 영역을 셀정하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학습시간 개념정의에 대신하였다. 가정에서의 학습 활 

동 영역설정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 분석올 시도한 

유일한 선행연구인 김애송 • 남회순(1986) 의 초 • 중 • 고둥학교 학생 생 

활시간 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한 학생행동 분류기준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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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활동율 분류한 후， 그중에서 학습활동에 해 

당되는 활동들만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연구에서는 학교외 

의 공부 영역으로서， 학교외의 공부와 방송매체활용 공부의 두 가지 세부 

영역만올 선정하였다(학교외의 공부의 예로는 ‘예습， 복습， 숙제하기， 학원 

강의， 레슨(피아노， 웅변 둥)’을， 방송매체활용 공부의 예로는 ‘학습을 위한 텔 

레비션， 비디오 보기， 학습율 위한 라디오 • 카셋트 듣기’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올 숙제 외에도 많은 시간율 다른 종류의 학 

습에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외 공부영역온 보다 세밀하게 분류활 필요가 

있다. 즉 숙제하기， 숙제외의 공부(여l습 • 복습 • 문제지 풀기 둥)하기， 가 

정에서의 과외 • 학원 활동(각종 학원 • 레슨) 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 

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 세 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이 

각기 다르기 때운이다: 숙제하기는 주로 교사의 숙제에 대한 인식 및 숙 

제 내용의 영향을 받는다 11) 숙제외 공부는 학생 자신율 제외하면 학부모 

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가정에서의 숙제외 공부에 대한 담임교사의 태도 

및 구체적인 감독외 영향도 상당히 크다. 예률 들어， 어떤 교사는 학생들 

이 집에셔 공부한 연습장 • 문제지 둥을 공부했다는 증거로서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가정에서의 과외 · 학원 활동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으며， 이는 부모와 학생 자신의 의사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영역과 방송매체활용 공부 이외에도 국민학교의 경 

우에는 일기쓰기도 학습활동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김애송 • 남회순 

(1986)의 연구에셔는 일기쓰기는 별개의 행동으로 분류하였으나， 국민학 

생들의 일기쓰기는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기쓰기는 일종의 작문 공부의 역할울 한다는 것이 교사들에 

11) 학생들이 숙제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또한 개인적인 능력이나 집중도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숙제 하기에 대한 부모 감독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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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강초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기쓰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학습 활동 

중에서 매우 큰 비중율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숙 둥 1990).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은 @ 숙제하기 @ 

숙제외 공부 @ 가정에서의 과외 • 학원 활동 @ 방송매체(교육방송 등) 

활용 공부 @ 일기쓰기 둥 5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외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 학습활동으로는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스카웃 • 아랍단 활동12) • 컴퓨터 교습 • 음악교습 둥) 

이 있다. 컴퓨터교습이나 옴악교습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학생들만 강습 

비롤 내고 받는 파외학습활동이므로 가정에서의 과외활동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 

2) r수업충 실제학습시간」의 분석방법 

이상에서 실펴본 수업중 학습시간에 대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새로운 

학습시간 분석방법이 개발되었다. 수업중 학습시간 분석은 서술척 수업관 

찰 결과를 기록한 수업판찰기록지 (수업판활기록지 사례 참조) 의 양적 분석 

을 위해 개발한 「수업관찰기록지 분석표J{(표 1 -1)-(표 1 -6))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분석표를 사용하는 수업 중 학습시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업관찰기록지 분석표」는 수업중의 집중시간과 함께 수업 중의 

학생들의 발표방식 및 학생통제방식에 대한 양적 분석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는 학생들의 발표방식 및 교사들의 학생룡제방식 

12) 우리나라의 스카웃 • 아랍단 활동온 소수의 한정된 학생만 참여하여， 공식적 특 
별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에서의 과외활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 학교에서는 스카웃활동이 방과후에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참 

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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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관찰기록지에서 실제 수업시간(수업이 실제로 끝난 시간-수업 

이 실제로 시작된 시간)을 계산한다[분석표의 4J. 
@ 공식적 수업시간(시간표상의 수업시간)과 실제 수업시간간의 차이 

에 대해서， 차이가 생긴 원인별로 소요시간을 계산한다[4 (1 )J. 

@ 실제 수업시간 중의 수업시간 배분을 분석표의 5번에 제시된 항목별 

로 계산한다. 이중에서 비학습활동에 소요된 시간의 합계 [5 (1 3) J를 실제 

수업시간[5 (1 4) 또는 4(1) J에서 렌 시간이 「학급 전체의 화습기회시간 

[5(6)J 이다. 

@ 학급 전체의 학습기회시간에서 그 시간 동안 집중관찰학생(개별 학 

생)들이 각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6 (10)J을 뺀 시간이 개별학생 

의 학습기회시간[7J 이다. 

@ 개별 학생의 학습기회시간에서 준학습시간， 즉 ‘몇명의 학생만이 철 

판에서 문제를 풀거나 소수의 학생들이 이미 아는 내용을 길게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할 일 없이 듣거나 보는 시간’[5 (1-사)J과 ‘다른 과 

제 없이 숙제검사나 공책검사를 실시한 시간’[5(1-카)J을 앤다. 그러나 

준학습시간 중에서 집중관찰학생 자신이 발표 • 문제풀이를 했거나， 교사 

의 검사률 받온 시간은 쩨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된 시간이 개별 학생의 

실질척 학습기회시간[8(1 )J 이다. 

@ 재벌 학생의 실질적 학습기회시간 중 집중관찰학생들의 집중도(평 

균집중률)를 계산한다. 집중도계산방식은 〈수업관찰기록지 분석표〉의 9 

번 항목에 제시한 대로， 집중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0-4점까지의 접 

수롤부여하는 것이다. 

@ 개별 학생의 실질적 학습기회시간에 각 집중관찰 학생의 평균집중률 

을 곱하여 나온 시간을 개별 학생의 집중시간[9J으로 본다. 

이 수업중 집중도 및 학습시간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용숙 둥 

1988)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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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찰기륙지 사례 

시간 수업내용 상 중 하 해 석 

10:31:44 교사는 두 조(12명)의 학 화서장실 
생들을 데리고 실험지도 에어옴. 들 률하고 있다. 

10:32:44 다른 학개생별들과온제 철판에 제 책상에 두리번 
시된 들을 각자먼 앉아있 거린다. 
하고 있다. 개별과제를 다. 

10:34:00 저 다 끝낸 학생들은 ‘코 말하기， 
너학습’중 한 가지씩을 선 듣기 과 
태해서 하기 시작한다. 제를함 

10:35:00 지우개 할 일을 다 끝 
률만지 낸 「上」할은 후 
작거린 속으로 수 
다. 일어나 있는 코너학습 

서 왔다 (찰흙·블럭·독 
갔다한 서 둥)을 하지 
다. 않은 채 오랜 

숭연과 시간을 낭비하 
얘71. 고있다. 

10:39:00 시간이 지나자 개별과제 지우개 화장실 말하기， 교사가 한동안 

를 하는듯 학했생다들.이 약간 해 률만지 에 감. 듣기 과 주의를 환기시 
이해진 작거린 제률한 키지 않은 것은 

다. 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개별 화 

10:39:56 교실로 옆친구 습시간이 길어 l 
돌아옴. 와동시 지면， 중간중간 

에관혜 교사의 주의환 
이야기. 기가 필요한 것 

같다. 
10:40:22 교사 “다옴은 천년 여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조천년하고 여 독우수조리와조-독"수리조 나간다. 나깐다. 나간다. 

의 조별학습이 시작된다. 

여학생 (조에게별)학습 빨을리 
하게 된 친구에 
나가. 그리고지 나" 혼자 빨 
리 혜 버려야 

10:41: 19 교사와 함깨 차연수업율 양탄자 양탄자 양탄자 일반 학교에서 
하는 두 조의 학생들얘게 에앉아 에앉아 에앉아 τ E 3-6명에 
는 실험도구가 2명에 한 있는다. 있는다. 있는다. 한 셋트씩 실험 
셋트썩 배당된다. 교사는 도구가 주어지 
혼자서 실험도구 한 셋트 는 것이 일반적 
를사용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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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수업판참기륙지 분석표 

수엽판찰기록지 분석표( 집중관찰수업 ) 

1. 학교 

2. 과목 : 

3. 판찰순서 회( 월 일 요일 교시) 

4.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시간 --시--분--초부터 

--시--분--초까지 

(총---분---초) 

(1) 정규수업시간(40분)보다 적용 경우， 적어진 이유 : 

적어진이유 소요시간 

(2) 여러 과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과목별 시간배분 

시간 동시에 수업 진행된 과목 

(3) 교과서 외에 사용된 교수-학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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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수업시간의 배분 (학급 전체의 학습기획 시간계산) 

분류 번호 내 용 
활동이 소요시간 

이루어진 시간 합계 

5(1-가) 교사 강의 위주 대집단 수업 (Ì)(예 :9시 10분 11초~ 
9시 14분30초) 분 초 

@ ......... 

5 (1-나) 교사 중심 분답(약간의 셜명， 자료 찾 
분 초 

기 및 판서 포합)위주 대집단 수업 

5(1-다) 교사판서(껄명 • 문답중 잠깐썩 한 판 
분 초 

서 제외) 

5 (1-라) 학생 발표 중심 대집단 수업(질운에 
분 초 

대 대한 교사의 긴 답변 • 셜명 포함) 

5(1-마) 토론중심 대집단수업 분 초 

집 
5(1-바) 교과셔 읽기 중심 대집단 수업 분 초 

5(1-사) 한 명~수 명의 학생이 철판에서 분 
제를 훌거나 학생률이 이미 아는 내용 

분 초 
단 융 길게 벌표하고， 다른 할 일 없이 

틀거나 보는 시간(준학습시간) 

5(1-아) 숙제내주기 분 초 

1’-‘ 
5 (1-자) 재벌 • 조벌 • 발표 학습융 위한 과제 

내주기 • 안내 
분 초 

업 5(1-차) 전체 노래 부르기(융창 포항)/시낭송 
분 초 

/연주동 

5(1-카) 다른 과찌 없이， 숙쩨검사 • 공책검사 
분 초 실시(훈학습시간) 

5(1-타) 기타대집단수업 
분 초 (내용: 

5(1) 대짙단수업힐계 분 초 

조명 5(2) 소집단 수업(각 조가 똑같온 실험 • 
분 초 

개 학습수업 관찰하기 풍) 
별 

재벌학습 수업(재벌과제 훌기 • 조사 5(3-가) 
-분-초 

~←ι 학습) 

별 
별 5(3-나} 학생들의 판서 내용 필기(교사판서시 분 초 

학 학 간과 별도로 주어진 시간) 

í!- τ g. 
5(3-다)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 필기(빼껴쓰기 1까~ 

1A-
업 /r쓰기」책에 경필 쓰기) 

업 
5(3-라) 교과서 각자 읽기(묵독) 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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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소요시간 '" a 번호 내 용 τC 1T 
이루어진 시간 합계 

개별· 5(4-가) 개별학습과 교사가 지도하는 소집단 
조별 수엽이 순환적으로 혼합된 형태의 수 -분 초 
학습수업 업 

5(4 나) 기타 개별 • 조볍 수업 활동시간 분 초 

계 
5(2) (3) 재벌·조벌수업힐계 

분 초 (4) 

기타학습 5(5) 기타학습활동 분 초 
(내용: 

학습활동계 5(8) 확습기회시간(확급확생 전빼); -분 초 
(1) + (2) + (3) + μ) +(5) 

5(7) 수업진행율 위한 학급관리 시간 
분 초 (내용: 

5(B) 학생용제시간(수업진행 없이 길게 계 
속된경우) -분 초 

비 (룡쩨 이유: 

학 5(9) 교사가 수업 중 교실융 떠나 수엽진행 
습 이 안된 시간(합 과제톨 준 경우 제 -분-초 
활 

외)(떠난 이유: 

동 5(1 0) 수업이 $빼받온 시간 
-분 초 (방해 요인: 

5(1 1) 교사가 수업과 전혀 판계없이 이야기 
률한시간 분 초 
(이야기 내용: 

5(1 2) 기타비학습활동 시간 
-분-초 (내용: 

5(13) 비확슐톨톨시간(확급확생전체) 힐껴1: 
(7) + (8) + (9) + (10) + (11) + 분 초 
(12) 

흥계 5(14) 흥할계 [5(8) +5 (13); 앞 페이지의 
f4J와 일치혜야함] 

-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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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 개벌 학생률의 학습기회시간(실짚쩍 확습기획시간 계산) 

밴호 

6(1) 

내 中’ 下용 上

개밸학습 수업시간이나 조별학습 수업시간[5 
(2) . (3) . (4)] 중 학생률이 주어진 과제를 
다했거나， 필요한 자료(기구)의 부족으로 인해 
(타의에 의혜)， 할 일 없이 보낸 시간 

교사의 십부륨 • 주번 • 당번 • 학급임원업무 등 
의 일로 인해， 학생들이 교실율 떠나거나 학습 
못한시간 

학생들이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률 먹 
으러·손 씻으러 다녀 온 시간 

교사에게 개별적인 꾸중을 튿거나 벌율 받기 때 
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 

분 초 

초
 

닙
 τ
 

-
조
 

분
 -분-초 

6(2) 
분 초 -

조
 

부
 

] -
조
 

닝
눈
 

6(3) 
-
조
 

부
 
-

i·{ 
부
 
--

조
 

분
 

6(4) 
분-초 -분-초 

6(5) 교사에게 질문， 조앨 수업， 개벌지도 또는 검사 
받으러 나가서， 자기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면 1-분 초 1-분 초 | 분←초 
서 보낸 시간/과제 받기까지 기다련 시간 

6(6) I 연구자의 질문에 당변한 시간 -분-초 1-분 초 1-분 초 
6(7) 깨벌·조별 학습율 위한 좌석이용시간(전체 이 

동 제외) 1 -분 초 -
조
 

a 
τ
 

분←초 

6(8) 수업에 필요한 준비율율 가지러 간 시간/연필 
짝으러 간 시간/끝낸 과제 가지러 간 시간 분-초 초

 
를
 ι 

-분-초 

6(9) 1 가정에서 교과서나 준비률융 가져오지 않아 수 
업에 일셰 창여하지 못한 시간(교과셔외 경우， 
교과서 없이는 도저히 수업에 창여합 수 없는 1-분-초 1-분-초 1-분-초 
시간만 포함; 다론 학생과 갈이 하거나， 다른 
학생의 실험융 판활한 시간온 째외) 

6(10) l'획급 전체의 확습기회시간」 충 개톨 학생률이 I >l ." I ,,_ ... I '" ... 
수엉에 촬여없| 롯한 시간 힐껴| 1 -분-초 1-분 초 1 분-초 j 

7 l'개낼 확생률의 확슐기획시간」댐 (8) -6(10)] 1 _분 초 1-분-초 1-분 초 
8(1) F개범 학생톨의 석힐적 확습기회시간J 

[7-5(1-사)-5(1-카](*톨인이 밑표를 
하거나 결사 받은 경우예는 5(1-사)나 5(1- | -분-초 1-분-초 
카)톨빼지 않융) 

r실질척 학습기회시간」 중 수업과 판련된 일로 
교사나 다론 학생융 돕기 위혜서 보낸 시간(교 1-분 초 1-분-초 
사의 허확야래) 

분 초 

분 초 

8(2) 

8(3) 
-
조
 

부
-

효
「
 에기
 

=
τ
 

셔
-빼

 쁨
 

율
 인
 

이
를
 제깨
 

할
 이
ψ
 

1
}
。
헤
이
 내
/
 

·i 

1g 

L
ι「

간
 육
 0 

뻐
 『
내
 
싸
여
 

웹
 
책
 에
펴
 

μ
F
 
뻐
 겐
 

·
ι
-
μ
’
 ‘
시
 

￡
-
i
 내
」
 

L. 

벌
 
보
 

-분←초 " .;. l!:" .::i:. 

8(4) g훨경갤습기회시간」 중 교사의 개별 지펀j 분-초 j -분-초 | ←분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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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 개벌확생톨의 「짙충시간J{8(1) x r의짚적 확습기획AI간」 충의 짐훌톨) 

※ 개별 학생의 집중률 계산공식 : 
_1x (4점 받온 횟수)+3x (3첨 받온 횟수)+2x(2검 받온 횟수)+1 x (1접 받옹 횟수) 

l 집중률- 4 x (천체 판찰횟수) 

집중방식에 따른 횟 1 }--

집중률 점수(평정) 上 中 下

4점 : (1) (2) (3) 

3점 : (4) 

2점 : (8) (1 0) 

1 점 : (5) (9) 

0점 : (6) (7) 

전체 관찰횟수 

별도기록 
다른공부훌한시간 

내 용 

수업과관계없는 

별도기록 공부훌한시간 

내 용 

※ 개별 학생의 집중시간과 집중률 

上: 분 [집중률: ( )/( ) = ( 
中: 분 [집중률:( )/( )=( 
下: 분 [집중률:( )/( )=( 

* 집중방식애 따른 집충톨 평접방식 : 
(1) 다른 장난 없이 집충하는 것으로 보입 : 4검 (4/4) 

<D 깨법 학습 수업융 끌내고 발표에 톨어갔으나， 아직 뭇 풀낸 학생이 재벌 파제톨 하고 있다 
연 4쟁으로봅. 

@ 과제 끌낸 후， 다혼 할일이 없융 때 스스로 다용 단계 공부톨 하는 경우， 교사 허락 또는 
묵인온 4정으로 보고 아니연 2캠으로 홉. 

(2) 공부에 관련된 토론이나 이야기훌 친구와 함 : 4 점 

(3) 친구가 모르는 것융 가르쳐 충， 도와충 : 4검 
(4) 수엽활동 하면셔 연휠， 샤프 풍융 만지거나 손장난 병앵 : 3점 (3/4) 
(5) 시선율 딴 꿋에 향하거나 장난하연서도 교사 질문에 대한 당변만온 째대로 함 : 1 점(1 /4) 
(6) 완천한 장난， 연짓， 연펼 깎으러 갑， 휴지 가지러 강 둥 : 0점 

(7) 개별 과찌륭 하는 대신 친구 것 보고 빼낌 : 0점 
(8) 공부률 하기는 하나 수업내용 중 교사가 지시한 것과 다른 부분의 공부훌 함 : 2점 (2/4) 

(9) 공부률 하기는 하나 그 수업과 전혀 관계 없는 것올 함I 교사가 허락한 륙별 과제훌 하는 경 
우는포함안핍 1: 1 점 

(1이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이 기록되었는데， 한 가지는 집중이고 또 한 가지는 비겁중인 경우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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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학생개인발표방식 

* 개벌 학생톨의 개인밭표 횟수(한꺼번에 대답한 것과 “다했어요?"에 대한 답변 제 
외 ; 철판에 나가서 문제 푸는 것과 얽기 포함) 

내 용 t 中 下

(1) 앉용 순서나 번호순서대로 발표 

(r읽기」 포함) 

(2) 지원 없이， 교사 지명에 의한 발표 

(3) 지원 후， 교사 지명에 의한 발표 

(4) 발표 규칙을 무시하고， 또는 규칙 없이， 원하는 

학생이무조건발표 

(5) 지원에 의한 발표 중， 학생이 지원하지 않았는 

데도 교사가 지명하여 밥표합 

(6) 지왼에 의한 발표 충， 학생이 지원하지 않았는 

데도 교사가 지명했으나， 발표 뭇함 

(7) 조의 대표로서 발표 

(8) 기 타(내용: 

(9) 개인낼표 힐계[(8) 제외] 

*개벌 확생톨의 개인밭표 지원횟수 

내 용 上 中 下

지원기회가주어진 횟수 

(규칙 없는 발표기회 포함) 

지원한 횟수 [위의 표에셔 (4) 규칙 없는 발표 포함] 

지원하여 발표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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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6) 학생흥째방식 

* 학생 홍제 (처벌) 방식 

천체 
일부 일 부 학 생 대 상 (개별) 

내 용 「조」나 개별학생 전체 학생 「분단」 
대상 (上，中，下 上 中 下

대상 포함)대상 

말로만 횟수 

꾸중 이유 

횟수 

벌 
벌의 

(체벌 
제외) 

종류 

이유‘ 

횟수 

채벌 
체벌 
종류 

이유 

* 上， 中， 下가 속한 [분단] 단위의 꾸중/벌인 경우， ( )안에 上， 中， 下 기록I예 : 2( 中， 中)].

* 학생 륭져I(보상) 방식 

전체 
일부 일 부 학 생 대 상 (개별) 

내 용 「조」나 개별학생 전채 학생 「분단」 
대상 (上，中，下 上 中 下

대상 포합)대상 

말로만 횟수 

칭찬 이유 

횟수 

상 
상의 
종류 

이유 
L____ 

* 조나 분단 대상의 청찬， 상 기륙방식온 위의 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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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제시한 수업중 학습시간 분석방법은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학 

습시간 분석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시킨 것 

이다. 

첫째， 수업진행중에 집중도 계산올 하지 않고， 집중의 정도를 2단계 

대신 5단계로 평정하며， 개별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시간올 세밀하 

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집중시간계산이 가능하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양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시간 또는 비학습시간 동안 어떤 활동올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축소시키는 요인들을 밝힐 수 있다. 

셋째， 성적이 다른 개별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수업중 활동을 구체적 

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수업의 의미가 어떻게 다 

른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수업중 학습시간 분석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는 여러가 

지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단순 

히 학습시간의 양적 분석만을 한다면， 기존의 학습시간 분석방법이 갖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분석방법은 참여관찰 심 

충면담 둥 전통적인 인류학적 연구방법들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즉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만이 아니라 그러한 학습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다. 

3) 가정에서의 확습시간 분석 

학생들의 가정생활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므로， 여러 명의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올 관찰방법으로 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사용되는 설문조사 방식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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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확생톨의 가정에서의 시간사용 실태조사톨 위한 조사표 

나의 하루생활시간표 

날찌 '--월-_일--요일 
학교: 국민학교 

학급 ----학년---_반 

”t 

”o 
오
 
후
 

9 

5 
오
 
전
 

”
hu 

7 

그동안 면담 설문조사 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시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 바 있는데 (Lee 1987; 이용숙 둥 1990) 이중 

가장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다수 학생 대상의 조사가 가능한 방법은 24시 

간 시계모양의 조사표률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L3)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L() 

우선 조사대상 학생들에게 〈그림 3)과 같은 조사표(8절지 사용)를 

매일 야침 한 장씩 배부하고(아침 자습시간 이용)， 그 전날의 생활에 대해 

서 구체적인 시간 및 활동내용을 그려 넣도록 한다(이러한 시계 모양의 조 

사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2학년에서 배우는 방학동안의 일과 계획표와 같은 

모양이므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13) 이 방법은 김얘송 • 남회순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14)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이용숙 퉁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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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또한 학생들이 특쟁 시간대의 활동을 누락하는 경우 빠졌다는 젓이 그 

림에 나타나므로， 쉽게 수쟁이 7]-능하다. 국민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한 번씩 

만 연습하면 대부분 정확하게 기록활 수 있었다). 조사표 작성온 최소한 일 

주일간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요일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둥교하지 않는 일요일의 경우에는 미리 나누어 준 조 

사표에다 (숙제로) 토요일의 생활을 기록해서 월요일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틀 전의 생활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다옴의 〈표 n>와 같은 분류방식에 따 

라， 각 학생의 매일의 시간사용을 분류항목별로 합산한다 L5) 분류항목별 

로 합산된 자료는 알아보기 어려운 자료를 제외시킨 후， 학급별로 매일의 

항목별 시간사용 평괄과 일주일간의 합계를 계산한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학교에서의 수업중 실제 학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연결하여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습은 학교에서의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숙제 

내주는 방법 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한편 학교에서의 학습만으로는 불 

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학습시간 비교연구 사례 

이용숙 둥(199이 의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에서는 위에 소개한 학습시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6개 국민학교(대규모 공립학교 3개교， 산골의 소규모 

분교 1개교， 열린교육 실시 사립학교 1개교， 서울소재 영국학교 1 개교) 학생 

들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양적 

15) 동일 시간대에 2가지 이상의 활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중복 행동이 발생한 총 시 

간을 중복 행동의 가지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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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 확생들의 시간사용 싫태분석을 위한 뺑동분류기준표 

행톨영역 째 부 영 역 행 동 의 예 

확교생활 학교에서생활한시간 학교에서의 파외활동 이외에 학교에서 생활한 시간 

학교에서의 과외활동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부학생 대상의 수업외 시간의 과 
외활통(에 : 산수반， 탁구반， 컴퓨터반 둥의 클럽 활동， 
아랍단， 주번활동동) 

가정에서 가정에서의 과외활동 학원 수강， 레슨(피아노， 웅변 둥)과외교습 
의학습 

숙제이외의 공부 예습， 복습， 문제집 풀기 둥 
활동 

숙제 숙제 

방송매체활용공부 학습융 위한 웰헤비션·비디오 보기， 학습율 위한 라디 
오·카셋트듣기 

일기쓰기 일기쓰기 

잠 장 30분 이상 계속되는 잠 

식사 식사 아침，점심，저녁，간식 

일* 집안일 집안청소， 부엌일， 빨래， 바느질， 농사일， 가게 보기， 심 
부륨， 동생 툴보기 

신변장얼 세수， 옷 입기， 머리 벗기， 둥하교 준비， 이불 개고 펴 
기， 목욕， 머리손질(이발소， 미장원)， 병원 가기 

휴식 쉬기 휴식융 위한 30분 미만의 장， 생각하기， 쉬기 

대중매체 대중매체 시챙 교육방송이외의 탤해비견 및 학습테이프 이외의 비디오 
시청 태이프시챙 

훈동 운똥 태권도， 수영 강습소， 학원 둥에서 하는 운동을 제외한 
운동(자전거， 산책 둥) 

휘미· 취미·오락활동 취미생활， 오락， 판랍(연극， 영화， 박물관 풍)， 여행， I 
오락 애완동물 다루기 및 가지고 놀기， 가족나들이， 쇼핑， 컴 
활동 뮤터， 악기연습· 연주 

교제 교제 친척， 학교 친구 및 선·후배와 만남(대화 및 놀기)， 파 
티， 가혹과의 대화 

충교활동 종교활동 교회 • 철 퉁 가기， 집이나 다론 곳에서 기도하기 

이동 이동 자동차， 천철， 기차，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퉁으로 이 
동하기 

자유톡서 독서 학생용신문， 일반신문 읽기， 문학작품( 시 , 소셀， 위인 
전 풍)얽기， 잡지 읽기， 만화보기 

기타 기타 집안행사(결혼식， 회갑연 퉁 참석， 제사 지내기 둥)， 
생활시간표 작성， 차 마시기(영국인 학교의 경우)， 펀 
지 쓰기， 기타둥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부업(아르바이트)’을 세부영역에 포합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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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6) • 

6개 3학년 학급에서의 일주일간의 공식적 수업시간(체육 · 특활 제 

외)중 개별학생들의 집중시간은 5단계의 축소과정올 거치면서 공식적 수 

업 시간의 29.4%-86.3%로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학교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다인수 학급의 경우， 개별학생들의 집중 시 

간은 공식적 수업시간의 29.4 % -68.4 %에 불과했다. 6개 학교중에서 집 

중시간의 비융이 가장 높은 곳은 열린교육 실시 사립학교로서 (73.7%-

86.3%) , 이 학교에셔는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간의 집중시간의 차이 

가크지 않았다. 

6개 학교의 12개 3학년 학급 및 7개 6학년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싹 조사한 가정에서의 학습시간 분석결과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이 서울영국학교 학생들보다 몇 배나 많다 

는 것이다. 한국학교의 대부분의 집중관찰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의 학습시간은 학교에서의 수업중 집중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이 많다는 것은 대신 

에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쩍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학교 학생들은 주당 

11시간 33분-15시간 49분율 취미 ·오락활동(운동， 자유독서， 대중매체시 

청， 교체 동의 활동은 제외)에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당 1시간 30분 미만의 시간만을 취미 ·오락 활동에 

사용하였다. 또한 잠자는 시간， 운동시간， 자유 독서시간에 있어서도 한 

국학교 학생들은 영국학교 학생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었다. 한국학교 학생들이 학원 수강， 숙제， 문제집 풀기 동의 학습활동을 

하는 틈틈이 조금씩 남는 ‘노는 시간’의 가장 큰 부분온 대중매체 시청에 

사용되고 있다. 

16) 지면관계로 질적 분석결과는 소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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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그동안 인류화척 연구는 지나치게 질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가 낮으며 연구철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지적율 받아 왔 

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인류학의 장점율 잃지 않는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개발훨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학습시간 분석방법은 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적 

분석만이 아니라 양적 분석까지도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 

도만이 아니라 연구의 신뢰도까지 높이도록 시도한 것이다. 즉， 수업중 

학습시간 손실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학급간의 

단계별 학습시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업의 흐륨 및 상호 

작용에 대한 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왜 학급이나 학생에 따라서 각 

기 다른 종류와 양의 학습을 하게 되는지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학습시간 분석방법은 학교의 체제를 갖춘 곳이라면 어떤 사 

회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그동안 수업관찰올 해 본 

7개국 학교(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인도， 일본)중에서， 영국학교와 

우리나라 학교는 양 극단에 속하는 수업방법을 사용하고 었다. 즉 우리나 

라 학교는 철저하게 임제식인 수업방법율， 영국학교에서는 철저하게 개별 

화된 수업방법을 사용하고 었다. 따라서 이 두 나라 학교에서의 학습시간 

분석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은， 다른 나라의 학습시간 분 

석에도 부리없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위에 소개된 연구에서는， 6개 학교 학생들의 일주일간의 학습시간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학교와 

학급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생기는 문제는， 여기에 소개한 수업중 학습시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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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너무나 많은 분석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예률 들어 40분 수업 

의 분석을 위해서 최소한 8시간이 소요된다 : 수업녹음내용 풀어쓰기 

4-7시간 ; 수업관찰기록지 작성 2-4시간 ; 학습시간 분석 2-3시간. 

따라서 이 분석방법과 병행하여， 보다 많은 학급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화된 학습시간 분석방법을 개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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