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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냉성취도 비교 연구인 α;;(，1) 국제학업성취도 연구에 따르연 우 

리나라 학생툴으1 ξL엉성취도는 최상위권의 결과를 나타낸대이띠경 외 

때r.:m 깅경희 21. :J:11Q: 41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틀이 홍이플 가지고 

교싣 학습애 ￡μ껴t.는 정도는 "H우 낮다는 지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 휠 

것이다 그리고 학생틀이 수업 시간에 자말적으로 발표하는 한똥이나 태 

도가 학교급이 올라갈수흑 갑소t.는 경%뭘 보인다는 정도 문제이대박 

진용 외. :m> 34. 1751 

학생들의 기본 교육 내용올 싱화하연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인 고퉁 

학교 교육은 공교육으로서의 최종 단계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측연에서 고둥학교 교육파정의 실세적 훈영과 학습자 훈석， 그리끄 고둥 

• 쩨주예억요 극어쿄육까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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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엽의 현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연구 둥은 교육과 샤회의 

연계상 애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퉁학교에 대한 현실성 

있는 연구가 고퉁학교 교육과정을 개선i뜯 데 설실히 요구왼다 하겠다 

그러나 대학 잉사의 중앙갑으로 인하여 교육 연구어 서 고등학교 학생 

틀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다 즉 고 

동학교 학생들에게 설문 및 연당 퉁을 실시하서나 수엽을 판장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 둥은 연구자 학교 교사 짝생 오두에게 부담스러용 일로 여 

져져 왔다 교실 연구 상횡이 이러하므로 그동안 우리는 주연 학생툴파의 

일상적 대화 또는 일부의 공식적 기회， 그리고 공개가 허용된 제한왼 수 

엽과 교사틀과의 협의회 응을 흉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모 

습을 정직써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틀이 국어 수업 

에 대하여 어떤 인식올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 

근한 자료냐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지들의 궁어 수영에 대한 얀식 실태 자료를 실중 

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선앵 연구를 살펴보연 다응과 같다 

‘국내외 초퉁학교 교실 학습 연구(전효선 외， 때71’에서는， ‘국내외 초등 

학교 학습자을은 교설 학습을 어떻게 인식하며， 교실에서 어떻게 ξ땅하 

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국내 초퉁학교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에 

대한 일딴 사항， 교실 학습 환경， 학습 신념， 성취 목표 흥미와 요구， 수엽 

망엉， 학습 활동 교실 학습 겉썩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교 

실 학습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운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풍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정검하거나 모르는 것을 교사에게 

묻논 빈도 수엉 내용올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측 

면에서의 교실 학습 침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웅학생놓은 수용적으로 학습 활농에 참여하여‘ 자신이 공무즐 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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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에 판심을 두기보다는 과제쓸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에 초정 

을 우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중학교 표실 학습 연구{악진용 흉이영， 찌III’에서는， 국어 수 

업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을이 어영게 학숨하며 수업에 대해 어영게 인식 

하는지，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올 어영게 지원히는지흘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초동학교 교설 학융 연귀'X1JI1’과 갇운 ‘앙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끌어 쿄실 학해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은 수엉 과정얘서 학생을 간에 이루어지는 동료 관계얘 대한 인식은 높으 

나 함께 활동tf는 협동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 이지지 옷하였고 학생들이 

생각tl-는 교사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않지 않 

고 교사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국어 수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안 그에 비하여 학습 준비 정도나 학습 옥표 인식이 낮은 결과를 보였 

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 교실에서는 학생틀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 

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는 결과블 블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외 고둥학교 국어과 R실 학습 연구(송현정 외‘ :ID)1에서 

는， 우리나라 미국 일온을 대상으로 고둥학교 학생들의 국어과 교실 학 

습얘 대한 조새 관창 및 연담이 이푸어졌으며 연구 대상국의 교육과정 

및 수엉 분석， 교싣 환경 인식 동에 대한 구셰적인 조사 경과흘 채시하였 

다 

이상으로 국어 수업 및 교실 환경 인식과 관련된 선앵 연구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애서는 고퉁학교 학생율의 국어 수영 옹뼈에 대한 학습자 인식 

을 중심으로 실종객 용석 을 하:;r;<f 한다 그리고 이 절과흘 분석하여 국 

어 수엽 .. "져도 시|고플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의 l상홍댄 모색하는 

데에도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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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의 배경 

l 이론적 검토 

이 설에서는 연구의 영료성을 기하기 우1하겨 일반적인 관정에서의 수 

엽 창여 개념을 이흔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호는 이 연구의 주제인 국어 

수업 칩벼를 검토하기 위하여 판련 항옥 내용을 살펴보겠다 

11 수엉 잉여에 대한 개념 겁토 

수엽 죠씩에 대한 개념은 그 내용파 벙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효써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 *1가 많은 이유는 초뼈에 판련왼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한 휠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긍까 

지의 연구플 용해서 수엉 죠뼈에 대한 판정올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있다 

첫 번째 관점은 학습자가 다은 학습자 또는 교수자와상호작용하는 것 

을 ￡k겨로 보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의사소통융 송F는 방엉이나 강도도 포 

항된다 두 언째 판정은 효k져 개념을 자기 조절 짝습 및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대노영혜， XU@ 뼈n & Patric, :roil 이 

는 노력과 학습 전략 사용 퉁~I 인지적 작용도 죠썩라고 보는 판정이다 

세 번째 판정은 학습자의 준비도 태도 및 구제적인 행동을 참여로 보는 

관성으로 이때의 앵동플은 교사의 관찰로도 측정 가능하며 과제 수행 정 

도 수엽 시간 바른 자세 유지 등이 수업 참여에 해당한다{차인정 외， 

3Hα 1971 

이와 강은 수업 죠써에 대한 다양한 정의릎 정리하연 다음과 강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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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수엉 g여의 다잉힌 개녕 

i￥a t 1 ‘ • • - . ~ ... '1' .' ~'- 1'- ‘ -

(j) fu꺼n밍m 
’*융자가 운찌8 스스호 앙견하고 얘경하는 직접적인 

O\iver & Reeves 
안동 1= ) 

@ 하창순 깅지 악엄 성취얘 1Y.8~ 요인으호 작용안 수 있는 흑각적인 

현 외여영 유 욕구 충족 앵동융 유보하고 학교 수엉 안동에 자융적， 

현성 I:m;) 엄동적으료 앙여하깐 것 

0> Ryan 
악생이 수엉 과찌에 잉앗 예 수영에 ，~뼈되는 앵용용 

-하녕11 ‘ )lOtU" 
하지 않고 자기 죠영 아습용 하는 것 & ]ia (aXY7) 

적극적인 깐여 헌신 잉중식인 한싱 지식이나 기술 풍 

@ 악소영 1200여) 용 학숭하기 위얘 §이는 싱리적인 우자나 노역 학습 

에 소요의뉴 싱러직 까생， 한십， 주의 "자， 노역 둥 

@강공이 · 깅진호 
어생 스스호가 자산>1 져식이나 끼놓용 나타냉 수 있 

"륙 양올 작성하거냐 안표하거나 산용용용 안을거나 
I:!:XXl) 

앵징으로 냐타내도확 요구하는 아융 잊 멍가 망식 

(ß) Ryan et al. 
학습시가 학슴에 앵상적 인지적으호 싼여 하는 정도 

1:r07) 

ø Tatar (3lE) 적극석인 언어석 상호작용 

요사'1 에사힌 개앤 까에 수앵하기 신안 안동에서 주 
@ 깅언영 악승 어진 역힐 수앵하기 손용고 교사의 씬운에 대안하기 

'1 1:r07) 손흔고 성운하기 수업까 @동용 '1언 훈"1하기 교사 
의 언어적 지시에 따라 식성한 앵용 수앵하기 

g 선에선 1= ) 학습자와 내용 야*자와 쿄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산 

>1 역동적인 상호작용 

깨개인이 자신의 학융 요구용 진안하고 욕표용 성정 

@ 노영에 tID1) 히고 욕표융 ‘4성하끼 '1에 명요한 인적 융적 '1현용 
선액하여 적션인 학습 전략윷 싣앵하고 악습의 성파 

용 갱가하는 까정 

II 자인정 ~:lCDIO: 19J에서 용l의 è~1와 깐언이 석응 일9 내용윤 삭*!i~고 제시혀 

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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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 김대용 
교과 교사 용료 하생 잊 수엉 환경에 대하여 자신율 

의 생각이나 느낌융 표현하연서 영양읍 주고받는 형얘 
(=) 

료， 신재적， 언어적， 띠언어적 앵흉 포항 

@ 악승계 용에정 아생이 당구 수행 과정얘서 당구 '1재와 인지찍으로 

(]잊)9) 상호작용하는 갱도 

| 때"'" 廳nvωnia&s 학습자가 학숨에 앵용적 인지적으ζ 잔여하는 갱도， 

[ (:었)5) 
판한올 용해 확인 가능 

ißI Sklnner et 이， 
학생용이 교싱 상항얘서의 수영 II용에 있어서 껴극적 

이고 영정적이며， 노력왈 기융이는 것으혹， 크게 앵흥 
(:roJ) 

적 장여와 정서적 앙여로 구분명 

이상으로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의이에 대한 다양한 개념올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 말견할 수 있는 공흥원 주요 특성으로는 수엉 초써의 

개념에는 직접적 활똥， 자율성， 적극성， 학습 과제 및 언어적 비언어적 행 

동 퉁이 내포되어 있옹옹 암 수 있다2) 

본고어 서도 설명의 일판성을 위하여 다양한 개념걱 접근에서 양견할 

수 있는 공통적 특성에 초정융 맞추고 분석의 합리성올 워하여 우리 교 

육 현실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엽 침여의 개념을 ‘학습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얄척 의지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행"1-는 수업 옐동 일체1 

로 정의하".:ì!，:J J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문제인 국어 수엉 잉뼈에 대한 인 

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의 국어 수업에서 앵하는 휠동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말석 의지를 가지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뺑 

"1-는 수업 휠동 일체에 대한 학습자의 의삭이라는 판정에 입각송애 국어 

수업 죠k껴에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2) <요 1>의 (j).lZ\l5\@!íl@@0]\@ 동 대다수의 개녕 정의얘서 이러한 욕생융 찾융 
수있다 

31 이러한 개녕적 겁근온 후숭안 논의에서 설운 조샤 사 l안응한 인삭융 꾼석안 예의 기 
중으" 그펴고 성셰 수엽에서 학융자가 보이눈 대도의 구얘영 어우올 엔안하논 기 

준으흐삼도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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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어 수업 징여 인식 파악을 위한 질문 내용 검토 

학습자의 국어 수엉 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약하기 위하여 호주1 대만1 

싱가포르 우리'-1라， 미국 동에서 번역하고 사용되어 타당도를 검증받은 

교실 학습 환경에 대한 설문인 What is haw3'ûng in 미5 Classl이하 

WIHICI를 근거로 승째 재구안한 조사지플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원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여1 수 

업에 인지적으로 장여하는지 어떠한 당구 환동을 하는지 다른 학생들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동적으로 학습히논지， 교사로부터 수업 조뼈 

기회 동의 측연에서 다른 학생플파 평퉁한 대접을 반고 있다고 느끼는지 

동을 묻고 있는 공인왼 설문지로서 교설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가 주옥적 

이고 호주의 프레이저 외IFraser， Fi하lef . M:f값Jbie， 1!lli 1가 기존의 교실 

학습 환경 조사 도구 및 선뺑 연구에서 밝혀진 교실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을 고려하여 개알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개알 당시에는 9개 

변인 %운항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Ef당도 검중 과정에서 변인 수와 문항 

수가 축소되었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가장 최근에 사용왼 설문 

지로서 변인이 동료 관계 교사 지원1 평둥성 과제 지향， 협동성， 수업 참 

여‘ 당구 휠동’의 7개 변인 %운항으호 구성왼 젓이다 이 설운지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어 타당도즐 겁중받은 바 있으며(씨cbidge' Fmse 

r 바뼈‘ axJU,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전국의 12개교 짧영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다{Kim . Fi약lef 

Fraser. 때:01 이 셜문지는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I 1lI 1찌III’에서 션문가 

협의 및 예비 검사흘 용i써 ‘당구 활동1 변인을 ‘이해 영동’으로 수정하였 

다 이는 실험 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학과 같은 과옥에서의 

당구 활동 연인은 언어활동올 위주로 하는 국어 교파의 경우 이해 활동 

이 좀 더 일안적인 교싣 학습 한동。1ιF는 판단 3써 전문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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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예비 검시플 동하여 타당도와 신외도를 검증하였대박진용， 

= 151 

설문 항목「은 동료 관계 교사 지싼 수엄 침벼‘ 이해 힐똥， 과제 지향， 협 

동성， 평동성 퉁 흥 7개이며， 각 항목마다 8개 문￡벡 총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은 각 진술운에 대하。{ ‘전혀 그형지 않다， 거의 그형지 

않다， 가끔 그영다 자주 그렇마 거의 언제나 그영다 중 한 가지를 션쩍 

하는 5정 리커트 혀도로 제시되어 있다 

다옴에 찌시한 표는 설문 조샤지의 전얘 구성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 

의 주제 항옥인 수업 죠썩 항목은 진하게 이댈릭채로 표시왼 17번부터 24 

번문헝써 해당한다 

,K" 극어 교엉 익습 익k영 잉운 조사지엌 구성 개요 
영익 ’‘t 

톨'ttl: 
용"- 판혜(S，‘xlent Cohesiv윈""，) 1-8 

고!.q -^I완 (Tcacher SUI찌뼈， ) 9- 16 
쿄싣 학습 II경 

1''11 N예lnoolvmψ，0 17-24 
What Is 

h짜앓’1ing In 이빼 활풍(없찌쨌뼈nsion) 25-;l2 !l;문앙 
this Class '1쩌 '1향<Task 앉ientatiα，) 33-40 
(‘씨HlC) 명똥성(~따00) 41 -48 

명강성(Equîty ) 49-!l;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수영 εk껴와 판련한 질운은 구셰적으로 다읍과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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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냐는 국어 수업 시간에 여러 생각용 냐늘다 
Q1& 냐는 국어 수업 시간에 나외 외견융 째시한다 
Q19 션생닝깨서는 냐에게 징용용 하신다 
α” 내 생각과 제안이 국어 수업 충얘 논의원다 
Q21 나는 씬생닝깨 징용융 한다 
Q22 나는 내 생각융 다톨 학생을얘개 성영얻다 
αa 다흩 어생툴용 11흥 과셰용 어영게 에경혜야 하는지 냐와 외논한다 
Q24. 나는 내가 활용 파찌톨 에걸한 앙엄융 성영하도용 요갱방는다 

위에 제시한 8개의 질문은 고퉁학교 학습자의 국어 수잉 창여에 대한 

인식융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QI7파 QI8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 시간에 

다픈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며 학생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안표플 

하는시애 관련원 내용이다 QI9와 잉l은 국어 수업 시간 중 학생파 교사 

와의 상호관계에 초성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그 역 

의 판계로 질분응 하는지 동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견문 

휠동。1 01루어지는지에 판연왼 내용이다 WJ과 Q22는 학습자가 생성한 

아이디어가 학생들에게 공유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αg파 Q24는 학 

습자의 한통 과제를 장의척이고 협역적인 침여로 해결하는지활 알아보는 

내용。1다 

2 연구의빙업및절차 

우리냐라 고등학생의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우10써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 방법올 활용하었i!， 1l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 

뺑한 연구 자료의 수집 절차는 다융파 같다 

" 용 연구의 주씬 망언은 설용 조'1이고 주사 ￥석에 따른 갱과5 보씬!~ 앙엽으호 
서 국어 요사21 연안 내용차 수엉 씬한 낀'1잔 영우 보충하여 셰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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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Z8%인 æ개 고퉁학교를 fr충 표집하여 2학년 

국어 교사에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총 2개 ξL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5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계열별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운에 

고풍학교 학습자 인식에 대한 분석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 

다 그리고 설문의 시기는 새 학기에 접어틀어 수엉 환경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웅이 되는 시기라고 판단되는 4-5월 중에 실시하였다 또한 설운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 규모별로 고루 표정하였으며 학교별 특 

수성보다는 일반성에 초정을 맞추기 위해 사링학교의 비율보다는 국공렵 

학교의 비율을 높였다 설문 대상 인원은 약 2，lX)여영으로서 남학생과 여 

학생 비율을 비슷하게 고려하였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한 균퉁한 

훈포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 학교별 및 학생 분포는 다 

옹과같다51 

지역 규모영 

생컵유영병 

션셰 

〈요 3) ~냉 잉운 조시 대상 악교영 운오 

3<.29 

융연지역 7 "'.00 

7 "'.00 

5J 송현정 외(:mll의 l자 자효애 근거하여 성문 죠사 대상 잊 시앵 샤요융 제시한 것입 

융 앙힌다 그리고 이하 내용의 용석 경괴 자료논 본고의 주셰인 수억 양여블 중심 

으호 재훈석a얘 구성하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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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4) 찌엉 엉운 죠시 대상 힌k엉엉 운오 

: -i" .. • :;:샤 .. ‘ .,. + ; 
훌53.!1l‘ ‘ 

냥 1 .Zl4영 

성냉 여 l 여8영 <15.76 
우용당 8영 0.35 
인운계영 1.170’g 5l.æ 

제영영 자연혜영 1 .113명 48.60 
우용당 7영 0.31 

갱세 2.2!X1영 100.00 

m 국어 수업 초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둥학생들의 국어 수업얘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의 전세 개요를 살펴보고 결과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융 알아보는 학생용 설문 자료의 용석 

은 각 운항열 웅당에 대하여， ‘전혀 그랭지 않다{ l정1. 거의 그랭지 않다{2 

껍). 가끔 그렇대3정). 지주 그렇대4점L 거의 언제나 그렇대5정)’에 각각 

정수용 부여한 다옴에 SPSS 용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옥연 영균 정수 

와 표준 연차 동을 알아보는 방엉으호 이루어졌다 연인멸 상깐판계 빛 

성멸에 따은 웅당 유영 및 웅당 비율얘서 차이가 있는지훌 용석하였으여， 

학교급열 '1<> 1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학생의 학습 환경 인식 결과도 비교 

하였다 

l 곁과개요 

1) 국어 수업때 대한 인식 소시 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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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수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각 항옥의 

선셰 학생 평균 정수 및 표준연*.는 다옹과 같다 

<H. 5> 교잉 획a t，~엉 인식의 쁜밍엄 l!li! 및 g준펀치 

-rfl MltrlXJlvemer씨 

이얘 영용(COmJ:<엔leJ'lSÌon) 

과세 지양(Task Orientationl 

119 I 0.66 

2.49 I 0.74 

2.94 I O.ffi 
3.33 I 0.00 

조사 결과， 학생틀 간의 판계에 대한 인식인 동료 판계 인식이 119로 

가장 놓았으며 과제 지향(3331파 평동성(1111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그 

디옴으로 높았으며， 교사 지원(26l1파 수영 초썩(2491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인데 그 중 수엉 침뼈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퉁학표 학생들이 국어 수업에서 친구 풍의 동료 

판계나 수업 옥표 및 내용애 판한 과제 지향 정도는 높은 반연 교사가 지 

원해 주고 있다는 의식과 본인이 수엉애 작성적으로 옹빽하는 정도얘 대 

한 인식이 상대적으효 낮다는 것율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틀이 학급에서 친구틀과 함 

께 지내는 판계에 대해서는 긍정이지안 수업에 자말적으로 갱썩~I는 의 

식옹 ';tt:f는 정융 실중적으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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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번인엄 상관관계 

국어 수업 침썩블 중성으로 하여 연인영 상관판져1 용석한 결과는 다음 

과같다 

<1i 6> 교잉 t ‘ßOI 대한 익g지 잉식의 연인엉 싱굉굉계 

와찌 지향 I 0.34 I 0.39 

엄용생 I 0.41 I 0.39 I O.정 I 0.47 

영풍성 I 0.37 I 057 I 0.57 I 0.57 

위의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경과에 따르연， 동료 관계블 재외하고는 각 

변인들은 비교석 끓은 상판판계륜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복징적인 몇 가 

지를 살펴보연， 수엽 ~l<져는 교샤 지원(Q611. 평풍성(057)과의 상관관계가 

늪은데， 이는 수엉 'l."겨에 있어서 교사의 역힐L이 미치는 영%에 애우 높 

으며 학생의 핵념에서 평퉁직 대우 인식이 학습자의 태도에 이치는 영향 

력이 크다는 것융 얄게 해 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가적으호 언급할 정 

은 가장 높은 상판깐계를 보인 연인이 과채 지향과 이해 환동인데 이는 

모두 학생이 국어 과목의 내용과 학습 한동에 관여하는 요인틀에 해당한 

다 이 울의 상판판계가 가장 높다는 것은 학습 내용과 활동에 집중하는 

우리나라 고퉁학교 학생틀의 현실융 반영.~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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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영에 띠흔 국어 수업 장여 인식 차이 

국어 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비표하였다 성별 자료 

를 분석한 이유는 국어 과 현장 교사을 대부분이 국어 수업에서 올 수 있 

는 여러 i에가 냥녀 학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적한 현장 교사들의 의 

견올토대로한것이다 

(li η 성영애 띠뺀 언인얻 치이 검정 

컸썩 ?향~혔D.;원~l흰τF정 ’ι -‘ 1 •· 

홍료강계 냥학생 1,234 3,79 0.62 
(Stude<‘ 

여학생 1.1껴8 3.79 
-j).o;씨 

싫쨌jVI없ess) 
0.70 

교사지원 냥학생 )Zl2 2.62 O.IÐ 
(Teacher 5uαJOrt) 여학생 

• .o,æ; 
1.1}뻐 2.ffi o,æ 

-rflN여 냥학생 1.233 2.46 oη 

(JmJOiuement) 여악생 
-2.'17* 

1.048 2.53 O끼 

이해 훌홍 냥학앵 1.233 2,æ 0,63 
(Can!x당leßsioo) 여학생 l↑。〈뻐 

1.318 
2.96 0.Õ1 

과찌지양 냥학생 1Zl2 3.37 o,æ 
(Task ori윈\tation) 여학생 

2‘뼈4-
1 ，(껴8 3:ll 0.72 

냥학생 1;2Zl 2.gr 0.77 
협홍성(ÛJq>erntion) 

여학생 
1.16 

1αp 2.93 0.84 

영풍성 11띠매ty) 
냥학생 1;2Zl 316 O없 

여학생 
2얘9-

1.03J 3.117 O암 

*.Ol < p ::;; ‘앓 ••. 001 < p ~ .01 , *** p S 없1 

성멸에 따른 국어 교실 학습 인식에서는 수업 참여1 과제 지향， 평풍성 

항옥이 유의수준 ,01 < P " .a;에서 풍계석으로 유의마한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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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용계 용석 결과， 교사들의 예상대로 여학생들이 수영 창여에서 남 

학생틀에 비하여 높은 인식올 보여 준다 

이 회교급에 따른 국어 수엉 징여 인식 ""'1 

학교급별로 어떤 측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흘 살펴보기 위하여 

선앵 연구 자료(박진용， 었ll)흘 근거로 하여 중학생과 고둥학생의 국어 

수업 인식얘서의 차이툴 비표하였다 

<11 8> 악교급얘 따! 연인엉 '101 검엉 

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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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b 

O:ro 
O없 

ORζ 

•-00o-%9gl-i…-4 1 23 • 2…I· . 

• . 01 < 1> :5 α5. ". α)1 < p S .01, ... p S 



126 국어 교욕연구 셰29징 

비교 결파， 이해 활흥을 제외한 6개 항옥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국 

어 교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옹을 나타냈다 

수엽 칭벼를 비풋하여 교사 지원과 과제 지향은 유의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동료 관계와 평동성은 유의수준 .001 

< p :;; .01어 서 1 그리고 협동성은 .01 < p :;; .IE'에서 흉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 주욕하는 수영 ?S썩는 중학생틀이 고퉁학생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높은 효k져도를 보이고 있었다 안연 고동짝생을은 중 

학생보다 파제 지향어 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보다 

입시 부당이 없는 중학생의 정우 국어 수엽의 죠뼈도가 높은 반연 파제 

지향과 같은 측연은 고퉁학생들이 대학 엽시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 자체 

에 대한 충실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2 결과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조사에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수엽 칭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환석하고자 한 

다 

수업 죠썩는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교실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웅는 8개의 운용k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유의미한 결과흘 가진 

다옴 4개의 문항틀에 대한 우리나라 고풍학생을의 인식 실태를 용당 분 

포를 중싱으로 분석하연 다응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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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어 수엉 잉여에 대힌 용딩 운오 

꺼여 거의 갱” 
. • 훌훌톨. 샤‘ 그!져 그’찌 

가를 져추 

그 연1’냐악 x' 
“...:," '1，치· 

수 
앙다 앙다 

QI& 나는 묵어 수영 시간에 
Z낀8 1; ‘1 3&2 32.2 10,6 '''' 100> 

나의 외견흩 세시힌다 

QJl. 내 생각피 찌안이 육어 
22fiI ~.7 4ι2 25.1 '40 lGO 3.47-

수업 용에 논의원다 

Q21 나는 션생닝’ R운용 언 
2.28。 19.2 32.3 345 10.2 "'" 1.07. 

다 

Q23 다흔 학생률용 ‘동 ，.~ 
톨 어영제 예정에야 하는 2"" 15.0 2J!.5 41.8 2.40 5"" 
지용 냐와논의언다 

이 연인애 대한 우리나라 고둥학생틀의 반웅 평균은 249정으로 가장 

낮은 정수플 보였다 학생플은 ￥{ 수엽 중에 21견융 새시하괴Q181 내 

생각이 수엽 중에 논의되고(q)이‘ 선생닝께 질문올 하고10211‘ 친구틀과 

해결해야 할 과제풍 함께 논의하는~QZlI’ 풍의 국어 수영 칩이 환동에 적 

극적이지 않온 것으로 나다났다 웅당 용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와 같 

은 수업 ￡썩 한동얘 대하여 7냄 그영거나 거의 그랭지 않다는 부정적 

웅당이 ffi%-lO"/o의 학생뜰에게서 있었으여‘ 말표나 견운 논의 둥과 강 

은 적극적 수엽 *써 ~동에 대a뼈 선혀 그렇지 않마는 옹당도 15%-

25%를 보여 학생툴은 수엽 창여 연인에 대하여 극영하게 소극적이고 부 

정적인 인식올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풍학교 중학교 국어 

교실 분석에서도 주적하였던 바이고 고퉁학교에서도 여전히 국어 교심 

의 수영 침뼈도는 다픈 연인에 비히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수업 '1，"셔 운~f.가 초둥학교 이래로 알표나 

토흔 중성의 수영얘 익숙하지 않온 학생툴얘게서 고퉁학교에 gμ1 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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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엽 송썩즐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교실 환경에 

기인한다고 싼단원다 따라서 수업 침여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문 

제가 되기는 하지안 상대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싱각해지므 

로 중학교 이후 교실 수엉 힐용의 연화， 언어할동 문화의 새로용 인식 퉁 

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해결잭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W 국어 수업 참여도 제고률 위한 제언 

이 장어 서는 국어 수엉 칩벼도 재고를 위한 제언을 한다 교수 학습의 

주셰에 초점을 잊.~ 교사와 학습자 차원으로 구분.~껴 제시한다 

수엉 동얘는 ~습자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학습자 

에게 수업에 참여송빠고 요챙할 수 있는 생질의 것이 아니다 즉 학습자 

가 자발적으로 죠써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 주어야 힐 일이 

다 이러한 판정에서 본다연 학습자 측연에서의 제언도 궁극적으로는 교 

새 학교 국가 둥이 해야 할 엘올 제안하는 일이 원다 

l 교사차원 

앞에서 분석한 연인별 상관관계 결과를 참고하연， 다른 연인툴 간의 관 

계보다 학습자의 수엽 ~1.(져와 교사 지원과의 상관관계가 0.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역흥에 학생의 한습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다는 것을 얄 수 있게 해 주는 닝서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국어 수엽 

칩벼 재고를 위혜서는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정이 실제석으로도 중영되 

었는데， 이와 관련째 본고가 저 안하는 지1언은 다음과 같다 



극어 수업 장여에 대얻 학융자 인식 실예 훈석 129 

첫에 쿄사의 교수 학습 망엉 개선에 대한 의지가 션앵되어야 한다 교 

사의 짚이 교육의 질융 좌우한다는 앞이 있융 정도호 교사의 비중옹 애우 

크다 그러나 수엉 개선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 제익똘 다음 교사의 언급 

에서 엿용 수 있다{송현정 외， 없B 671 

학생용의 아이디어용 안전시키고 생각얘서 앙g하는 앙흥용 앙이 하 

는 수엉이 ü)링직하다고 생각앙니다 중학쿄 예는 죠영호 협흉악습융 

많이 힌아고 하는에， 고용따:iit는 주호 강21 삭 수엉이 입니다 학생률용 

션생닝이 직어주는 내용이나 용려주는 내용용 핑기하는 것얘 융우하고 
궁사는 생명 충싱으로안 수엉을 하게 핑니다 여생융이 장으l걱으호 생 

각항 시간이나 기찌가 거외 었으여 교사도 그런 앙용올 유도하게 되지 
앙융니다 예로는 교사가 그런 휠동용 시도하더라도 학생흩이 수능 시 

엉과 안린이 없다고 하지 양자고 앙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쿄사 !f얻 

어엉쩌 해야 학앵담의 요구도 안영하연서 사고펙도 개안힐 수 있는 앙 
양으로 수영예야 하는지에 대한 륙영한 션학적 져식도 없는 경우가 대 

￥운잉니다 학생훌도 극어 수엽에서 무엇융 근용객으로 애우는 것이 
생요언져에 대언 의식이 연화에야 하고 쿄시도 국어 수영외 온연외 용 

J[2) 성격융 고려빼서 수업 앙식융 개선하혀는 노혁이 있어야 한다E 
앵각하는셰 안타깐*니다 

이러한 재익i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지와 함깨 교수 앙엉 개선 

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연수 및 욕 

성화 자료의 개얄 질운 전략과 같옹 수엉 노하우의 구얘적인 방엉 개발 

교수법의 다양화 추구1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관계 재고 둥에 초정융 두어 

수엉의 연화플 위한 프로그햄 차원의 개선 또는 개엘이 이투어져야 한다 

이의 한 액로 가장 현실적인 앙엉으로는 교사의 공개 수업융 흉한 수엉 

개선 ~J-.융 모색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는 형식척인 연구 수업 공개가 

아닌 교사들이 평상시의 본인 수업 공개와 동료 교사 수엽의 판창올 동 

시에 진앵하언서 딸진적인 엽의회을 운영히는 것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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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울에 연화δ꺼능 교실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ll14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교과교실제와 감은 교실 환경의 연화 

는 교실 수엉 '1 새로웅 선환기가 원 수 있다 에를 들연 국어 수업에서도 

교과표실이라는 환경은 다옴과 갇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도 가능하게 

해 주어 수업 시직에서부터 국어파 교실에서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다옹은 변화하는 표실 환경올 황용한 국어 수업 분위기 선환의 적 

극적 대처 방안의 한 예이대흥미영 외， :llll: l!l) 

교생 앙푼융 앙용한 수엽 션 의l사소홍 양동 

중악교 국어 수엉올 앙당하교 있는 정교사는 교사와 학생툴 간의 소용용 

작용 것에서부터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 교사의 의사소용온 교과교실의 잉 
구에서우터 시작힌다 국어과 jil성이라는 의이용 보여용 수 있는 교싱 이용 
응 정하고 얘당 교과교상의 교샤가 자주 강조하는 사항이나 하고 싶옹 당융 
.2i'}jl설 충잉운애 재시하였다 ‘어서오셰요 욱어송송 쿄싱잉니다 jil싱에 
§어오연 자리얘 앙아서 액윷 11융냐다 농 샤강용 밖에서 농다 오세요 와 
강이 국어과 쿄실이라는 정융 인식시키는 쿄싱 이용과 학생용이 jil싱에 용 
어요기 선 준비해야 앙 아용의 자에찬 짚어중으로써 ’*생융이 쿄실얘 흩어 

오기 선부터 국어 jil성의 분위기용 파악하고 융어온 후애는 국어 수업에 충 

싱히 잉았 수 있는 준UJ1} 하도~. i>"}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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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어교육의 욕표룹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실적 용영이 필 

요하다 

고퉁학교 국어과의 옥표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윤 ‘사고력과 표현역의 

신장， 의사소통 갑상 능녁의 신장”바른 언어생활과 이해역’을 국어과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송현정 외. :rOJ: 531 

쿄시률이 인식하는 
국어요욕의 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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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흔 언어생영~l 이예펙 
• 외샤소정 능역과 강상연 
외 신장 

• 사고허까 표현역의 신장 

교사률의 국어교육 옥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국어 수업에서의 주요 

고려 사%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는데 에를 들어 표현릭이나 사고력올 

국어교용의 주요 목표로 인석하는 쿄사틀은 학생툴융 계속 생각하고 요 

현하도록 유도하는 교수 전략과 항동융 강조하게 되는 성이 그것이다 이 

러한 교수 학습 할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하는 일반적인 방엉이다 

2 획읍자차원 

고퉁학교 국어 수업의 현실은 대학 입시흘 앞둔 고퉁학교라는 현실적 

상형이 주는 압박깅f이 크기 때문에 학생툴의 엘표나 토흔 풍으로 구현되 

는 교실 학습보다는 교사의 강의에 따라 학생들은 수동적 자세로 수영에 

영하게 왼다 이에 따라 교사의 설영 위주와 단당영 만웅 중심의 정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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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앙식의 수업이 대부분율 차지하게 원다 이러한 정도 학생틀의 수업 

잉뼈도가 낮다는 인식올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용 수 있다 

다응 수엉 장연에서는 학생들의 자엘적 수엽 죠k져도가 낮아서 내용율 

이끌어가기 위한 당올 교사가 채시하고 판련 사항올 다시 설명해 주는 방 

식으로 수엽이 진행되고 있응을 올 수 있다61 

교샤 이얻 셰욕에셔 우리가 그깅 용셰의식용 느영 수 있다연 굉장혀 강 

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에기는 가라고 힐었다는 것용 언찌 
가 생얘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슨 말인지 이얘.1죠? 

학생툴 (무용당) 
쿄사 다시 앙하연 풍부 옐잉히 하고 있는 얘언에 ·꽁￥ 옐싱히 뼈”라고 

양하는 것용 의이가 없어아 용우 안 하는 학생에재 영싱히 하라고 

하에아요 그거 하고 똑강용 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떼기는 가 
라고 이야기g융 예 화자가지긍외 상황이 엉에기라고 인식하고 있 

는얘 그러연 화자가 인식하는 껑얘기는 어떤 상양인지 그철 생각하 
여 시톨 잉으연 꺼씬 더 이혜가 장 되고 이 껑얘기가 상징하는 바 

가 우엇인지톰 장 이뼈힐 수 있겠죠? 자 계속 용시다 

억생 (교피서톨 용다) 

a사 껴떼기는 가라 사앵도 양맹이안 냥고 껍얘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 

악톨 어영세 에이요? 
악생 (우용당) 

교사 두 언 안욕g죠? 우리가 안욕훌 하연 시에서 안욕융 하연 시에서 
용을이 느껴지연서 내용연으로는 어영다고 영어? 

학생 강초 
교샤 그영지 강죠한다고 그냈죠? 껑에기는 가라흩 계속 강죠하는 거지 

이러한 현실융 고려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응， 첫째， 학습져에게 

무엇이 가장 션앵되어야 하며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률 재인식해야 

6l 연구자가 용 연구와 싼련하여 am년 A고쿄 K요사의 국어 수언훌 안항한 내용의 얼 
￥용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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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대해서는 학습자는 ~h습 활동에 대한 판싱파 동기화가 선앵되 

어야 하며， 또한 학습자에게는 교육 내용의 수준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정 

올고려혜용수있마 

다옴으후 학습자의 학습 성향 '1이률 고려하여 성근 앙식율 차영화혜 

야 한다 여기에는 모둥별 활동 구성의 재고 발운 앙식의 다양화， 지도 

자료의 차별화， 흉기 유일 방법의 재고 퉁이 관련된다 예툴 들어， 학습 

내용과 수준얘 따라 개인별 또는 오둠별 힐동의 영헝F이 다용을 인식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영 칭앤를 유도혀여 효과격인 수엽이 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올 조성하거내71 학습자 성향에 따른 차별적 지도와 다햄 자 

료 제시 빛 활동올 구성해야 할 것이다 

수업에 자발적으로 ￡썩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십도 깊은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부쪽한 주요 원인올 고혀혜 보연 발표나 토폰 중심의 수 

엽에 익숙하지 않용 학생틀에게 고퉁학교에 와서 휠알한 수엉 참여를 기 

대한다는 것온 현실적으로 가궁하지 않은 교실 문화의 당연한 귀걸이라 

고 판단왼다 따라서 고둥학생 수업 {I썩의 긍정적 연효별 위해서는 초동 

학교 때부터 단계석으로 교실 수영 한동의 변화， 언어활똥 운화의 새로용 

인식 둥이 이루어집올 전채로 혜야 한 것이다 

V 요약빛마무리 

이 연구애서는 국어 수엽 정써에 대한 학습자 인식 실태율 성중적으로 

용석하고 그와 관연한 셰언을 제시하였다 

기 이는 교싱 안정 연i에 따랴 짝습 싼위기도 앤화하는 영향 잔찌l! 인식하고 교실의 
연경꺼 구죠원 안정씌으로 아령하논 퉁의 의식적인 노혁f 요구띤다는 정율 의이한 

다 



134 궁어 교욕연구 세?J집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연 다옴과 같다 

우리나라 고퉁학생틀은 ‘동료 관계， 교사 지원1 평풍성， 파제 지향， 협동 

성， 수엉 참여， 이해 휠동‘ 중에서 수엉 침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동료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멸에 따 

른 국어 수업 인식의 차이에서는 ‘수업 칩뼈， 과제 지향， 평풍성’ 빵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 참여에 인식이 높 

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해 힐동을 제외한6개 항목에 

서 모두 유의이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의 수영 칩벼 인식이 고퉁학생 

보다 높은 인식올 나타냈다 

。1상의 결과를 정리하연 우리나라 고퉁학생을은 학생틀 간의 관게 즉 

동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한 반연에 수업 칭벼도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실중적으로 살펴보았 

듯이 학생을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수영 효썩’에 대한 인식인데， 이 

것은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플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낮게 

나온 기준이었다 앙선 연구에서 드러난 중학생들의 수엽 칩뼈 인식올 고 

동학생의 수엽 -{，~져 인식과 비교한 결과， 고퉁학생틀의 수업 침벼 인식이 

중학생보다 더 낮은 것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엽 칩애에 대해서는 학 

교급별로 보았을 때도 고등학생이 가장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학생의 수엉 ~l-<겨도가 낮은 것은 여러 7f.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수동 

적 분위기의 수엉 학습자의 표연 의지 및 활풍의 부재， 효율적인 수업 전 

략 부족 퉁 복합적인 원인。|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수엽 칩벼도를 높이 

기 위한 교사 촉연에서의 고허와 학습자 대상 중심 측연에서의 고려， 두 

가지 측연으로 구분하여 생각뻐 보았다 

교사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전자의 경우， 교사 수엽 능역 개선 의지와 

구체적 프로그램올 마련하는 실질적 합동이 펼요하며 연화하는 교육 환 

경의 인식파 능동적 대처가 요구원다 학생 엽장에서 고려하는 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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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 학생틀에게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으호 학습에 대한 한심과 동기 

화 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틀의 능동적 칩f여 및 표현 활동을 

유도하는 수영 환경을 조성히논 것이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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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어 수업 창여예 대한 학숭자 인식 생태 용석 

송현정 

이 연구는 우이나야 고등학교 학생용외 국어 수엉 창여에 대한 인식용 운석 

하요 싼연 요인과 현상 개선용 껴안하기 위힌 실층석 연구이다 

온 연구의 정근 깐껴용 영악하깨 。|뼈하기 위해서 수엉 앙여의 개닝융 갱의 

항 밍요가 있다 수엄 앙여 개닝은 ‘학습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안끽 의지로 언어 

석 에언어적으로 앵하는 수영 영용 일얘’동 의이한다 따라서 온 연구의 연구 운 

셰인 국어 수영 앙여에 대한 인삭’이란 교홉과정상의 국어 수엉에서 앵하는 안 

동 션반에 대하여 야습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앙석 의지호 언어잭 '1언어적으로 

앵하는 수엉 옐흉 연찌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융 뜻한다 

연구 앵언으호 고동아jj[ 학생을융 얘상으로 한 성운 조사흩 성시하여 그 경 

과용 운석하였다 연구 경과 우리나라 고둥학생툴온 학생률 간익 싼계‘ 즉 흥료 

판찌에 대한 궁정적 인삭이 강현 안연얘 수업 안여 인식용 가장 낮용 것으로 용 

석되었다 그리고 성영에 따은 국어 수업 인삭의 짜이에서는 여학생이 냥학생보 

다 수엉 창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식이표 아교급에 따라 즉어 수엉 앙여도용 비 

교혜 온 경과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파 고등학생옹 이얘 11용융 셰외한 6개 항 

목얘셔 모두 유의이하게 차이룡 보었는대 그 중 중학생의 국어 수엉 장여 인식 

이 고둥학생보다 높용 것으효 냐타낭다 그러고 국어 수엉 앙여도 찌고흩 위한 

셰언으료 교샤와 아습지 >.핀애서‘ 교사외 교수 학습 양냉 개선 의지의 선앵， 교 

길 환정 연화 인식 잊 석극적 대서 국어교홉 목표등 고려한 국어와 쿄욱과정의 

현실적 웅영， 학습자 선앵 잊 전제 초건 인식 학습자 성향얘 따용 차영화된 정 

근의 핑요성 둥융 새안하였아 

{주셰어] 수업 앙여 국어 수엉‘ 학습자 인식‘ 교실 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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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lSIract 

A stuly cn Kcrean CIæS Partici!>rticn of Hi앙1않I때 않빼1ÌS 

없11)，삐삐αp 

η-n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뼈t analyzes Korean class 

mv이 vement 이 high sch띠 students and suggests related foctα， and 

αα))s에S 10 iITqJrOve K어1'!arl c1ass 

ln this reseaπh. 'Korean class participation(or involverrentl ’ means that 

students cany oot tt에r leaming tasks s!Xmtaneously with their will to 00. 

ηle swnnαy 이 thisresα디1 is as followìngs 

on the whole, the level of voluntary participation toward the class on high 

SC"때 students was JoW. on the other hand, fl에1311.' students showed the 

higher level of the 야π야Jtion tow띠us the class partici띠tiOl1 than maI따 

이uc!ents 써1drr:뼈le school students’ pen:eption 이 Kα .. n 미ass participaboo 

was higher than high sch띠 뼈아nts’ 

We Suggest that teachers' precedence for teaching 뻐rπ"" methods, 

recognition aboot classroom environroo1t‘schangζ lX'actical manage to 

Kαrean curricul띠π awareness on leamers’ 얘1<1띠on ar떠 d잉lITunatJve 

aαIα~hacco띠ing to students’ 떠피encymtαK:hers and students asαru 

We need to attract vú ωntary participation from 양udents 따'OUgh ωr new 

understanding and effort for Korean education improVetm1l 

[key-w이tlsJ Korean class 때1icipation. KI이ean class, students 떠떠Jtioo， 

classroom env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