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를 위한 탐색 

김경주* 

1. 틀어가며 

수엽은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수엽은 교실이라는 상황 속에 

서 교사의 지도(tea뼈ng， 교수)와 학습자의 학습l었따19)이 상호 작용적 

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교수 학습 과정이라고 불 

려지기도 한다. 교육을 교사가 합의된 목표 하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의도적이고 체계적 

인 과정으로 볼 때 수업이야말로 교육 현상의 핵심이다. 

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논의를 펼칠 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경구가 지주 인용된다. 이는 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여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가 교λl-è}는 인식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 

육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요소틀을 통 

합하고 그 효과를 증대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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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교사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엽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장면이며 실제 교사의 역량이 발 

휘되고 그의 교육적 성취가 일어나는 장면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정 

이다1). 

이 연구는 실제 교사의 가르침과 학습자의 배움이 일어나는 장변인 수 

엽에 대한 분석과 평7까 교육적 성취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엽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실 

제 교육 수행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엽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이론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은 한두 가지 

형태로 정형화될 수 없으며， 수업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다양한 장면과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수엽을 분석하고 평 

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수엽과 그렇지 못한 수업이라는 칠적 가치 판단 

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수업에 대한 다양한 7}치관과 인식들이 쉽게 동화 

· 수렴되기 어렵다는 데에 수업 분석과 평가의 문제가 있다.2).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엽이 실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장면이라면 

1) 수엽의 효융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학급 조직， 교과서의 질， 학교 시설， 교사의 자질 
등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디는 결괴를 내놓고 있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그 

보다는 교사의 교수 요인(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또 수 

업 기술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Orrnr띠 없X)) ， 교사의 수엽 행위와 학습 효과 간의 

상관 관계(Glickman， axJ2) 등의 연구에서 교사의 수업 기술(또는 수업 행위)이 효융 

적인 수업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게 되었대변영계 외， 때4: 25). 
2) 이런 이유로 실제 수업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OJ'한 해석을 도출해낸 

다. 최근 교사 평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엽의 분석과 평가는 교사에 대한 평가 

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는 교사가 수업만을 담당하 

는 것이 아니므로 수업의 분석과 평가가 교사 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교사 평가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논의는 교사에 대한 논의 

외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즉 수업 장변에서의 인적 구성 요소로서 교사의 역할과 지식， 

능력에 대한 논의와 학교 조직 구성체로서의 교사에 대한 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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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수업 장학。l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3) 그러나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적인 관점에서의 수엽 장학 수업 분석은 실제 수엽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대)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하는 의도는 대상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교육학이 다루는 

교육 현상은 이미 일어나 있는 객관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변화시켜야 

할 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업 분석과 평가는 수엽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수엽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엽의 분석과 평가는 수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어과라는 교과 특수성을 전제로 국어과 수 

업에서의 수엽 분석과 평가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 이의 실행을 위한 바 

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수엽연구， 수업 장학， 임상장학， 교내 자융 장학， 동료 장 

학， Àr7] 장학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또 끊임없。1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4)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행하기를 꺼린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사들 

의 수엽 장학 혹은 수업 분석에 대한 기억이 체크리스트 방식의 수업분석들인 경우 

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방법이 각 교과의 특수성과 고려하 

면서 수엽의 효율성을 충분히 평가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 또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1분'， 3분， 혹은 5분 단위의 체크 행위들은 전문적인 관 
찰자， 분석자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것이 수엽 분석을 꺼리는 이유가 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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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분석과 평가에 대한 논의 

2. 1. 수업 분석과 평가의 목적 :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업 분석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수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5) ‘수엽의 효율성’이란 학습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최대한 높여주 

기 위해 수업에 투입되는 활동 또는 동원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수엽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샤 수업자의 수업 행위(수업 기술)， 교수 매체 수업 환경 등의 

수엽 지원 체제 틀인데，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수업자의 인성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 새로운 수업 방법에 초점을 둔 연구，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초점을 두 연구들이 수엽 효율성을 논의송배 왔대변영계， 

2001: 23-32). 

이 중 수엽자의 인성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수엽자의 과제 지 

향적 수업 행동， 적극적인 수업 행동，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 협동과 책 

무성을 강조하는 성향， 민주적이고 옹화한 분위기 등이 수업의 효율성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디-6) 새로운 수업 방법에 초점을 둔 연구 

5) 원효헌(:nl2: 12-14)은 수업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CD 수업 평가는 교수 학습 과정이 복합성을 반영해야 한다 .. ~ 수업 펑가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발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 수업 평가는 교사 

의 교수 활동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 수엽 평가는 교사들의 
교수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5) 수업 평가는 그 자체가 교사들 
에게 유용한 교육적 학습 경험이어야 한다 .. @ 수업 평가는 교수 활동의 전문화를 

지향해야한다. 

6)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좋은 수엽 사례를 선정하 

여 그 수업과 수업자의 특성을 설명한 연구가 있었다{이주섭 외(때)2)， 학교 교육 내 

실화 방안(II)국어과 교육 내실화 빛반연구- 좋은 수업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 연구 
보고 RRCJXl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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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이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국어 

과 수엽의 경우 읽기 등의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학습자의 인적 구성을 

변화시킨다든지， 직접 교수법이니 현시적 교수볍과 같은 수엽 방식을 도 

입하고 이를 수엽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다든지 하여 수엽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침여를 통해 수업 효율성을 제고하그I자 

하는 경우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혁습자 행동의 변화 교사의 상호 작용 방 

식의 변화를 통한 학습자 학습 태도의 변화 등을 통한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수업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경우， 요 

소들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설제로 

그런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엽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미흡하다. 따라서 이런 수엽의 역동적 과정을 실 

제로 드러내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이 경우 수업을 분석하거나 평가 

한다기보다는 ‘수업 관찰(classroom ob양vation)’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수엽을 드러내 보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수업 관 

찰 연구(classroom observation resem-ch)’의 경우 수엽에 대한 평가는 표변 

에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은 관찰이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 영향 

을 받는 해석적 행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석의 결과를 강조하지 않음 

으로써 해석의 주관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논 것이다. 즉 평가 

와 같은 주관성이 강조되는 판단 행위를 보류함으로써 해석의 다%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업 관찰 역시 수업 관찰의 목적에 부합하여 관찰을 수행하 

고 그 결과가 수업을 행한 사람과 관찰한 사람 모두에게 수업 기술을 발 

달시킬 수 있음을 전제한대E.C. Wragg, 뻐)2: 19-22) 그러나 수업 관찰의 

경우 수업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객 

관적으로 전달，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수업을 통해 어떻게 

수업 기술을 발달시켜야 승}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찾기 어렵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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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업 분석과 평가으| 기준 : 좋은 수업의 조건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업， 바람직한 수엽은 어떠 

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좋은 수업에 

대한 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합의된 상으로 수렴한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주섭 외(::m2)는 박성익(1뺑" axx)), 김주훈(1ffi4) 등 

의 논의를 정리하여 좋은 수엽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어 제시 

하고있다. 

〈표 1> 이주섭 외 (2002: 54), 좋은 수업을 이루기 위한 조건 

여。여「 좋은 수업을 이루기 위한 조건 

교육관 

교사특성 학습자존중， 신뢰 
교육에서의 보람， 즐거움， 성취감 

흥미와관심 

학생특성 긍정적 특성 
학습에서의 즐거움 성취감， 자신감 

교육과정 
삶과긴멸히 연계된목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내용 
미래 삶에 펼요한내용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밀착된 내용 

학습동기 유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탐구적 발견적， 문제 해결력 강조 

교육방법 
개인의 적성과 능력 존중(개인차 존중) 
다0.1한 교수 학습 아법 활용 

정보와자료활용도 

통합적 접근(생활， 지， 되， 체)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 

7) 래그(W.c. Wragg, 3X)2), 주삼환 외(1'쨌)， 보리쉬(G.D. furich, aXE) 등에서 보듯이 수 

엽 관찰의 목적， 방법 안내， 사례 둥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관찰한 수업으로부터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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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달도평가 
평가 수행평가 

지적， 정의적， 심체적 영역 조화 

교사양성 및 연수 제도 

교육환경 
교육시설 
행， 재정 지원 
입시제도 

그러나 이 조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조건을 나열하고 있 

을 뿐 교과적인 특성이나 수업 과정의 총체성 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8). 실제 수업 장변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엽의 형태가 달라 

지고 중요시하는 교육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엽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과 

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과의 수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바이스(WI밍ss 외， :m3) 등은 여러 가지 과학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 

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효과적인 수엽의 초기， 효과적인 

수엽의 완성 모범적인 수업의 5단계로 수업의 수준을 나누고 각 단계에 

서의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 중 효과적인 수엽의 척도는 다음과 같 

다. 

8) 대체로 교수론， 장학론 등 일반교육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업에 대한 접근이 교과적인 

특성의 반영에 대핸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브로피와 굳(BπlPhy 뼈 G뼈， 1쨌)이 제시한 과정 산출 연구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젠사인과 푸르스트(Ro엎1해ine와 Frust)의 연구， 브로피와 굳(Brophyand 

G뼈， 1쨌)， 로젠사인과 스티븐슨(R∞ens빠 때 Stev없s， l'쨌) 등에서도 효과적인 
교수 행동 특성 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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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스(Weiss 외 2003)의 과학 수업의 단계 - 5단겨1: 모범적인 수업 

수업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업 시간 동안 유의미한 활훤예-

학습자의 활동 탐구， 교사의 설명， 학생틀 시아의 토론， 읽기 등)에 적극적으 
로참여하고 있읍. 

수업의 설행· 교사·학 수엽은 잘 설계되어 있으며， 학생틀의 펼요와 흥미에 적힐L하 
습자의 상호작용 게 조절되면서 기술적으로 실행됨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틀의 과학 내용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수엽의 전체적 평가 판단되며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히여 과학을 할 수 있는(doing 
scienæ)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서 수엽의 목적이나 수업 시간의 유의미한 활동에의 초k겨 등은 

일반적인 조건 혹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을 할 수 있는 역량 

(doing scienæl의 개발과.관련하여 수업의 조건을 결정하려고 한 부분은 

교과적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수엽 분석에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다.g) . 

2.3. 수업 분석과 평가으| 방법 : 수업 분석과 평가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해석 

지금까지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들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 등으로 나뉘어서 설명되어 왔다. 양적인 방법은 주로 

정보를 양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을 범주화 

하여 반응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해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에는 어떤 행위의 정도에 해당하는 평정척을 사용한다든지 해당 항목 

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좀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수업 

9) 국어과의 경우 이 국어를 할 수 있는 역램do때 m얹n)는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능 

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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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상호 작용 분석법 화석표에 의한 분석표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 

이 있다. 질적인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양으로 변환시켜 처리하 

는 대신 현상의 이면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λ까 3분 이상의 설명을 5변 했다’가 양적인 방법과 ‘교사는 

같은 내용을 설명을 깊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5번이나 했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도에 완벽성을 요구하는 교사의 행동이었지만 일부 학생들 

에게는 효과가 없었다’와 같은 질적인 방법은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물론 양적인 방식이 더 우월한지 질적인 방식이 더 

우월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평가 방법의 선택은 그 방법이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그 행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업 분석과 평가의 방법은 필요한 정보의 확보와 해석을 

위한 도구로 보0싸 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양적으로 분석하든 질적으로 

분석하든 이러한 일련의 분석 방법은 수업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위한 것 

이다. 그러므로 수엽의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무엇을 보고 싶으 

며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분석과 평가를 양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질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미리 결정하는 것보다 분석과 평가 

과정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연한 접근 

법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수업 분석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 

은 수엽이 교과라는 측면에서 매우 특수한 장면이라는 것이다. 즉 교과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업 분석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수업 분석과 평가의 목적에 

좀더 충실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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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의 방향 모색 

3. 1. 국어과 수업의 특수성 - 과도한 교사 의존 

국어과 수엽은 다른 교과의 수엽과 매우 다르다. 국어과는 교과의 성 

격， 교과의 하위구조， 교과의 교수 학습 내용， 교과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 

할 등에 있어서 매우 특수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국어과 수엽의 특 

수성은 필연적으로 국어 교사의 자질에 의존승}는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준다. 국어과 교사가 국어과의 특수 

성을 얼마나 충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있는가에 따라 국어과 수업의 효율 

성이 결정되므로 교사는 수엽의 수행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국어과 수엽의 특수성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국어과의 

수엽은 ‘도구 교과’라는 의미에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 역사나 사회와 같 

은 일련의 ‘내용 교과’들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용 교과들은 

그 내용이 나온 기반 학문에서의 지식이 학습 상황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 

로 나타난다. 물론 국어과 수업 역시 수사학， 의사 소통 이론， 문학， 국어 

학 등의 지식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용 교과의 변화는 

지식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만 도구 교과에서의 지식은 그 지식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습득히여 실제로 사용하는 것 

에 있다 사회 수엽을 하면 그 수엽을 통해 배운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 정 

리되고 학습자는 그것을 장기 기억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수업을 종 

료할 수 있다면 국어 수업에서는 수엽의 내용을 요약한다는 것이 수엽의 

종료가 아니다. 다시 말해 ‘판단하며 읽을 수 있다’로 요약되는 수업을 한 

다고 하였을 때， 학습자가 얻게 되는 것은 판단하며 원을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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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단하며 읽기에 관련한 지식， 판단에 관련한 지식 흑은 판단하며 읽 

기를 배우기 위해 활용한 텍스트의 지식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하며 읽기의 조건， 과정 등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은 국어과 수 

업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국어과 수업은 국어과라는 단일한 교과명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는 ‘듣기， 말하기， 입기， 쓰기， 국어지식， 문략과 같은 ̂cf이한 언어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하위 영역의 수업은 또한 서로 다른 특 

성으로 나타난다. 이틀 하위 영역이 국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 

할지 몰라도 이들 영역을 수행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과 수엽은 

이틀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 하위 영역을 통힐념}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도 하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이지 이들 하위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만약 하위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 

게 되면 국어 사용 활동 영역보다는 활동의 내용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며 

이 경우 국어과의 수업의 특수성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게다가 국어과 수엽은 이들 하위 영역에서도 국어 사용 능력， 문학 감 

상 능력， 국어지식 활용 능력 등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명시 

되는 지식보다는 그 지식의 산출 과정과 활용 과정이 주된 수업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출 과정에 대한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 결과가 수업되는 과정과도 다르다. 

또한 국어과 수업은 이상과 같은 국어과 수업의 특이성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역시 다르다 국어과 수업 진행 과정에 

서의 교사는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요약하고 전달하는 전망에기보다 

유능한 국어 사용자， 모델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어 사용 활동에 대 

한 해설자， 분석가가 되기도 한다. 이는 교사 스스로가 국어 수업의 내용 

인 국어 사용 능력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를 대상화하여 학습자들에 

게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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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교사에 의해 학습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교사에 의해 주 

도되는 수업이므로 국어과 수업은 교사의 능력이 수업의 효율성과 학습 

자들의 학습의 성과를 결정한다. 

이러한 국어과 수엽의 특수성은 국어과 교사에게 수업 진행에 대한 과 

도한 부담감을 야기한다. 그러나 수엽의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1O)? 

국어 수엽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조새김정자 :ro1)는 자신의 수업에 

만족하는 교사는 25% 정도 또 자신이 이수한 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 

에 대한 만족도가 약 때% 정도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이수한 교사 ö~성 과정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이론과 실제가 통 

합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국어과 수업을 실제 수행 

에 연계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실제적 

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 노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수엽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 교사의 개인적 능력과 자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이것이 국어 수엽의 다%댄의 근거가 되지만 또 

한 국어과 수엽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교사의 개인 

적 특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나 교사 스스로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 

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어과 교사들에 

10) 이 문제는 실제 연구자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지 
니고 자신의 수업의 효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교사들 

에게 지금까지 제공된 혹은 앞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교사에게 수업 

에 대한 부담을 수용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교 

사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수엽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교사의 자질은 말 

을 재미있게 한다든지 재치있는 수업진행과 같은 개인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 

어교육적 전문성이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국어교육학의 연구 성과들이 교사 

틀에게 국어 교육적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가 하는 

의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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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람직한 국어과 수업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줄펼요가있기 때문이다 

3.2.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으| 의의 

국어과 수업의 특수성은 국어과 교육에서 수업이 열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낸다. 그리고 수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엽의 질 

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앞의 논 

의들을 통해 수업의 질이 교사의 질에 의존하는 H까 크므로 교사의 자질 

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수행 과정에서 교사의 자질 

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교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 

엽의 질에 대한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1). 

그런데 여기에서 국어과 수엽의 특수성은 또다시 실제 교사들에게 필 

요한 것이 지식보다눈 실행 능력임을 강조한다. 즉 실제 수엽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국어과 수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더 중요한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수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있는 방안으로 제 

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질 관리이며 이 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11)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을 교사의 인적 특성으로 귀결시킨다변 국어 교사가 될 사람 

은 그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요소의 영홍t이 미미하다논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교사 양성 기관의 역할을 무의미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 능력은 선천적인 인성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후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 

으로 학습， 발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라는 측면에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법은 교사가 되기 전， 교사가 되고 난 이후 

에 따라 교사 %탱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과 교원 연수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 등으 

로생각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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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는 수업의 실행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과 수업의 효율 

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사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어 교사의 인적 특성의 계발 국어 교육의 지식과 내용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체제 구성， 효과적인 국어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국어과 교수 학습 수행 능력의 신장 등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교육적 

효과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어 수업 능력 즉 국어과 교수 학습 수행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는 교사들에게 국어과 

수업 능력 제고를 위한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업 분석과 평가는 

교사의 수업 능력을 판정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업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과 수엽을 

수행하는 국어 교사들의 전문적인 수엽 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할 뿐 

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훌륭한 부분을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된다면 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과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수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교사 평가가 아니라 수업이라는 장 

변에서의 인적 요소로서의 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해야 한 

다고 하였었다. 이는 수업 분석과 평가가 교사의 능력을 측정하고 판단하 

는 과정보다는 수업을 통한 교육 효율성의 제고에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 

문이다12) ， 또한 국어 수엽의 효율성은 국어 수업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12) 교육 활동에서 평가는 대상에 대한 판정만이 아니라 판정 이후의 활동에 중점을 둔 
다. 즉 평가 역시 교육 과정의 일부로 보고 결파적으로 평가 대상이 성취해야 할 목 

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의 계 

획에는 목표에 대한 기준과 판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송환(feedback)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일련의 학습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자기 점검 활동을 제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습의 반복과 심화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관이 명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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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업 분석과 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때도 국어 교육적인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3.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으| 방향 

그렇다면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어 수업 

을 구성히는 요소와 구성 요소의 행동 특성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며 그 

특성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함으로써 수엽의 분석과 평가 

과정에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펼요하다. 이는 곧 국어 수업을 

통해 국어 교λ까 학생들에게 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doing korean)을 어 

떻게 길러주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국어 수업을 통해 국어 교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doing 

korean)을 지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그 

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시적L해야 하며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이들 질 

문에 대해 탑하는 것이 국어과 수엽 분석과 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어과 수업을 교사의 행동 특성을 통해 구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과 수엽의 분석과 평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행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국어과 수업도 수업의 일환이니만큼 수업 장 

면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교사와 학생 수엽 환경 등 다른 과목 

의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어 수업의 특성은 수업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교사가 보여주는 국어과적 행동 특성을 다른 교과의 수업과 

구별시킬 것이며， 또한 하위 영역에 따라서는 다른 하위 영역에서의 행동 

특성과도 구별될 것이다. 다음의 표는 국어 수업 중에서도 읽기 수업에서 

국어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 특성을 간단하게 예시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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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어 수업의 구성 요소로서의 국어 교사의 읽기 수업에서의 행동 특성 

구생요소 구생 요소의 행동 륙성 
국어과력 행동혐의 예 l 
(얽기 전략 수업의 청우) 

· 교수 학습 과정에 따른 적절한 행동 
방식 

· 수업 절차 계획 수립 및 이행 능력 . CD교과서 접근 방법에 대한 다 

· 수업 목표 설정 및 교수 내용 · 전략 OJ한해석 및 결정 

선택 

교수 
· 학습자진단기법의 선택 및 활용 . (î)텍人E에 대한 해석 결과의 

견학 
· 설명멜문 동 교수 행위에 대한 전략 제시와 해석 과정에 대한 설명 

사용 을병행 

· 학습 안내의 제공 

· 학습자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학습 . @텍스트를 내용보다 자료를 

활동 계획 및 수행 디루는방법으로결정 
· 교수 자료 및 자원의 선택 및 구성 

교 
· 평가의 실행과 수엽의 연결 

사 ·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 
교파 · 해당 교과， 해당 단원에 대한 전문적 

. @)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지식 
지식 지식 

· 교과 밖의 관련 전문 지식 

· 학습자와 의사 소통 기법 활용 
상호 · 학습자의 동기 유발， 요구 수용 . (5)학습자의 언어 활동 역시 수 

at.용 ·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태도(긍정적 엽의 주요 대상 

자아개념 조성) 

·시간의 효과적 사용 
. @언어 유희， 언어적 상호 작 

· 교실 여건에 대한 이해(학습 촉진 환 
상황 

경조성) 
용중시， 촉진 

초쟁 
· 학부모、 학교 사회의 요구 조정 
· 교사로서의 의식， 태도 조정 

. (J)국어교사로서의 언어 의식 

이 표에서 보다시피 교사는 ‘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일환으로 학습 

자에게 ‘읽기 전략의 습득’이라는 목표를 지닌 얽기 수엽을 준비하고 수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텍스트의 내용보다는 텍스트를 다루는 

13) 이 표에서 연구자는국어 교λ까국어과의 읽기 수엽에서 특정 읽기 전략의 습득이 
라는 측면을 강조히는 수업을 진행할 때를 중섬으로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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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수업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므로 교시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해석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읽기 전략의 

지도’와의 관련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대CD). 이 과정에서 교재의 제재는 

다른 제재들로 대체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 많은 국어 교사들이 수 

업에 교과서 외의 다양한 텍스트나 학습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의 교 

과서 외의 텍스트나 학습지는 교과서의 역할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대체하기도 한다. 이는 교과서 속의 텍스트가 지니는 특수 

한 내용보다는 그 텍스트가 그 전략을 지도하는 데 적절한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읽기 수업에서 교사는 텍스트(교과서 내의 텍스트이든， 대체된 

텍스트이든)를 다룰 때 텍스트 이해를 위해 텍스트 자체의 내용을 전달하 

기도 하지만 그 수엽이 ‘읽기 전략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 

게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된다. 텍스트의 

내용(텍스트 해석의 결과)에 대한 지도와 텍스트 접근 방법(읽기 전략)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게 되는 것이대(2)). 따라서 이 읽기 학습이 종료되었 

을 때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다룬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겠지 

만 그러한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눈가에 대해서도 이해해 

야한다. 

특히 ‘읽기 전략의 습득’이라는 수엽 의도(수엽 목표)를 수행하고자 한 

다면 교사가 수업에 도입할 텍스트를 결정하거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 

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어야 할 요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략이라는 

방법적 지식의 성격과 특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대@). 그리고 이러한 교 

사의 수엽 내용과 방법의 선택과 결정은 이 국어 교사가 국어 교육을 어 

떤 교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교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으로 접근 

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대@)) 

또 이 임기 수엽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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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습득’과 같은 수업 내용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 활동과 

학습자의 언어 활동을 중요한 예시와 자료로 활용하면서 실제 읽는 방법 

을 익히는 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디-((5)， @).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원기 행동의 모델이 되기도 하 

고 촉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 사용을 통제하게 

될 것이대(J)). 

그런데 모든 ‘읽기 전략의 수업’은 위의 행동 특성들을 똑같은 방식으 

로 드러내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교사에 따라서 혹은 학습 상황에 따라 

서 교사와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 끊임없이 비교되고 분석되는 일이 중시 

되는 수엽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5)@(J).의 강조) 학습자들에게 교과서보 

다 훨씬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마치 문제를 풀 듯이 

보충 자료를 통해 ‘원기 전략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는 수 

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3)'4)의 강조). 수업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지， 수 

업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는 교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결정의 다%댐과 자율성이 국어 교사의 자질에 의존하는 국어 수업의 특 

성이 되는것이다. 

국어 수업에서 국어 교사에 따라 수업 상황에 따라 이 과정은 전혀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두 가지 수업 모형이나 특성만으로 모든 

수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어과 수업의 분석과 평가는 각각의 수업이 수업의 구성 요소들을 얼마 

나 유기적으로 잘 구조화하며 국어 수업의 특수성을 구현하면서 완성되 

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의 수업이 보 

여주는 특정 행동 특성의 강조가 수엽의 질에 어떤 식으로든 영횡t을 미치 

게 되며 이 영향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정하고， 필요하다면 문 

제가 되는 행동 특성을 바꿔나기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과 수업의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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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역할과 실행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어과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국어과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여 국어 수업 행동의 효율성을 판정， 

평가뼈 송환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어 수엽의 질을 제고하고 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게 하는 것이다. 

국어과 수업이 지니는 다양성은 국어과 수엽의 분석과 평가가 보편적이 

고 정형적인 해석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어과 

수업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 수업의 분석과 평가의 과정이 고 

려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어 수업의 특수성을 김안히여 접근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교사가 수엽 과정 내내 자신의 행동 특성을 

잘 구현하면서 그 수업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수엽을 하고 있는가를 국 

어 수업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나오며 

지금까지 교육 현상 속에서 수엽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의하고 

그러한 수엽의 중요성 때문에 수업의 효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빙박f으로 

서 수엽의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국어과 수엽 분석과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어과 수업에 대한 논의는 국어과의 특수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어과가 지니고 있는 교과적 특수성 때문이다. 그리고 국어 수업은 

그러한 국어과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수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역시 그러한 특수성을 수용해야 한다. 특정 교과의 수업 

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특정 교과의 지향하는 바를 그 수업이 얼마 

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이며 또 그 판정의 과정을 통해 그 

수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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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상횡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곧 국어 교사 

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과 수엽의 분석과 평가는 

국어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판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 

사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수엽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여 국 

어과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능력의 

신장에 직접 관여하는 수엽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좋은 

수엽 사례를 선정하고， 교실 대화 분석， 교실 관찰 등 다양한 수업 분석 

기법을 논의하여 수엽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여러 곳에서 일어 

나고 있다14). 그러나 실제 국어과 수업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할 할 것 

인가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교사 연수의 수 

업 분석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반 교육학적 입장에서의 분석 기법의 도입 

과 설명에 그치기도 하였고 국어 교육 관련 학회에서의 논의는 실제 국어 

교실에서의 수업을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과 수업에 

대한 논의와 방법의 개발은 국어과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이 연구가 국어과 수업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미흡하나마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국어 수업 분석과 평자 국어 수업， 수업 분석， 수업 평가 

14) 최근 현직 교사 연수의 주된 주제는 ‘교실 수업 개선’으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 
여 인천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등에서 때4 없E년도 국어과 1정 연수， 직무 연 

수， 심화 연수 등을 통해 다OJ한 수업 분석 및 개선 방법을 다루고 있다. 또 국어교 

육학회， 화법 학회 등에서도 국어 수업， 교실 대화 분석 등을 중요한 학술 발표 대 

회 주제로다루었다. 
* 본 논문은 :mJ.5. 'lJ 투고되었으며 :mJ. 6. 4 심사가 시작되어 찌E. 6. 11 심사가 종 
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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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oncept of Korean Instructional Analysis and Assessment 

Kim, Kyeong Ju 

The instruction is VeI}' ÏIn!Xlrtant s뼈 in 따빼ngandl얹ming prooesses. It 

works in the accomplishrnent teachers and students’ acts, in the transmssion of 

knowledge and abilities, and in the interchange of ermtions and attitudes in the 

classroom so the efficiency of the education acts ap뼈'S in the ob앞vation and 

analysis of Ïnstruction. 

Ko없n instructions have v'며r charac뼈istic traits in the Jrethods and the 

contents. The other su비ects， Scienæ, Matherna따， history, etc 따e ÏIn!Xlrtant of 

the contents and know뼈ges， but Ko없n instructions are ÏIn!Xlπant of the treating 

Jrethods of the 1얹ming 0비ects. so Korean teachers d짧e the teaching Jrethods 

and ab피ties of th앉n Kor얹n instructional analysis and assesSJrent is satisfied 

with their 11뼈sar띠 desires. But aα:orr뼈ishrnents of Kor;없1 instructiαlal 빼ySlS 

and assesSIrel1t is not the 따Jplication of general 어ucation theαy but of the 

Kor;없1 instructions’ charac뼈'S. This study is on the right 마-ection of the Ko뼈n 

instructio뻐1 analysis and assesSJrent, and eXj:Ets to proc뼈 with these studies in 

Ko뼈n instruction. 

[Key Words] Korean Instructional Analysis and AssessIrel1t, Ko없n Instruction, 

instructional 뻐alysis， instructional asses않æ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