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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어 수업의 질 점검을 통해 수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생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의 질에 대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학교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ISA 2018의 고등학교 국어 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3-step에 기반한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의 수업의 질에 대한
인식은 상집단(16.4%), 중집단(62.2%), 하집단(21.3%)으로 구분되었다. 즉 잠재프로파일은 양적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지만 각 잠재프로파일 내에서는 수업의 질 하위요인 간의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사 요인으로는 교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가 국어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동료 교사와 교류가 활발할수록 수업의 질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교사가 전문성 계발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하집단보다는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학교 요인 중에서는
수준별 수업 여부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하집단이나 중집단보다는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수업의 질, 국어 수업, 고등학교 교사,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 PI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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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 형태의 자료의 양과 다양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식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어 교육에서도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을 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이러한
역량은 최근 OECD(2019)에서 강조하고 있는 읽기소양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읽기소양은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반영하고,
평가하고,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국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다른 교과의 성취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므로 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국어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어 수업의 질(instructional quality)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환경, 교사의 특성 및 교수 전략 등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Bloom, 1976; Demir, 2018). 수업의 질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내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송재홍, 안연선, 정은실, 2014). 최근 국내에서
연구를 수행한 김동욱, 손원숙(2020)은 Klieme 외(2009)가 제안한 삼원 수업의 질 모형과
Brookhart(1997)의 교실평가모형을 재구성하여 교실환경 요인과 수업 및 평가실제 요인으로
수업의 질을 정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어 수업의 질은 교사가 국어과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수업환경을 조절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이호형, 2013).
국어 수업의 질은 학생들의 정의적인 태도와 인지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가르침과 지지적인 교실 환경은 학생들의 읽기 참여와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thrie, Klauda, & Ho, 2013; Tennant et al., 2015). 구체적으로 교사의
스캐폴딩, 자율성과 유능성에 관한 지지는 학생들의 읽기 유능성과 읽기 전략을 향상시키며, 읽기
참여도 촉진시켰다(Guthrie, Klauda, & Ho, 2013; Guthrie, Wigfield, & You, 2012). 또한
읽기 전략에 관한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와 같은 교실 활동도 학생들의 읽기 기술을
향상시켰다(Rosenshine & Meister, 1997). 따라서 학생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수업의 질을 점검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탐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의
질은 학생, 교사, 외부적 관찰자들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나(Wagn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인식한 수업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업 도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의사결정은
학생의 학습과 수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기능한다(Demir, 2018). 따라서 교사 스스로가 인식하는
수업의 질을 파악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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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업의 질은 수업환경 조직, 수업활동, 평가활동 등과 같은 교수실제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즉 수업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하위요인들의
독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요인을
탐색하고자한다.
교사가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업활동과 평가 방법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업의
질은 교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수업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박희진, 이문수, 2019),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활발하게
제공한다(박민애, 이빛나, 2021).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수업 방법을
재구성하므로(Elbaz, 1981), 교사가 교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수업의 질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성 계발 활동에 참여하고 동료 교사와 자신의 수업 경험이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고 보다 바람직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을
모색한다(김광민, 박성수, 2016; Johnson, 1989). 한편, 교사가 속한 학교의 특성도 수업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면하고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속한 학교에서 수업의 질이 높을
것이며, 수업에 필요한 인적, 물리적 자원이 충분할 때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서희정, 이은진, 2020). 또한 수준별 수업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수준별 수업을 하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알맞은 교수․학습방법이 제공되므로(김소영, 2011; 박소영, 2001),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교사 요인으로는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동료교사 교류를, 학교 요인으로는 교육자원, 교사
근무행태, 수준별 수업 여부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주요 영역이 읽기 영역으로 선정된
주기인 PISA 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ISA 2018 데이터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 교육에서의 수업 구조, 교실 경영과 지지, 인지적 활동 등과 같은 수업의 질을 포함한
맥락변인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한다(OECD, 2019). 본 연구를 통해 국어 교사가 인식한 수업의 질
양상을 조사하고 수업의 질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생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사가 인식한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국어 교사가 인식한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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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수업의 질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수업의 질은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내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송재홍, 안연선, 정은실, 2014). 교사는 수업 및 평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자신의 교육 철학 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실행하게 된다(Brookhart, 1997). 따라서 교사에 따라 수업의 질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업의 질은 학생들의 성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Fadime & Gülden, 2013). 수업의
질은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교실 맥락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및 평가되고 있다(Pianta, La Paro, & Hamre, 2007).
구체적인 수업의 질 구성 요소로는 수업 중 학생의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인지적
학습지원, 내적 동기나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등과 관련한 정서적 영역의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구조화된 학급경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Klieme, Pauli, & Reusser, 2009;
Pianta, La Paro, & Hamre, 2007).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학습 지원은 학생의 인지 발달을
위하여 사전지식을 활성화하고, 고차원적 인지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는지, 학생의 반응에 기초한 피드백과 수업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의미한다(Lipowsky
et al., 2009; Pianta, La Paro, & Hamre, 2007). 정서적 지원은 학생 관점을 존중하여 학생의
흥미나 동기 등이 수업 활동에 반영되었는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관계와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급경영은 효율적으로 학급을 관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수업 시간 계획 등과 같이 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Pianta, La
Paro, & Hamre, 2007). 최근에는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 등이 강조되면서 평가활동 또한 수업의
일부로서 강조되기도 한다(교육부, 2015b). 효과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수업 조정은 학생들의
인지적 이해를 높이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학습 동기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박민애, 손원숙, 2018). 이처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피드백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질 높은 수업으로 볼 수 있다(Pianta, La Paro, & Hamre, 2007). 국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피드백과 수업조정이 포함된 학생중심수업, 교사지지, 학급경영으로 수업의 질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며(김동욱, 손원숙, 2020), 학생 맞춤식 수업, 자율성 인정, 실패 이후 피드백과
지지, 정적 강화, 열정 등으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도 하였다(형지영, 조한익, 2016). 즉, 수업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피드백과 수업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활성화를 도우며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국어 수업의 질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요소를 포함한다. 예비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국어 수업의 요소를 조사한 김진희(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참여가
활발하고,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를 고려하는 학생중심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이 외에도
교사의 자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상호작용, 수업환경 및 분위기 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즉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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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수업환경을 고려해서 자신의 교수학습방법을 성찰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수업의 질은 교사가 국어과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수업환경을 조절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지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이호형,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어 수업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 수업분위기, 교사의 수업활동, 평가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업활동에는 학생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활성화하는 교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포함되었으며 평가활동에는 피드백과 수업조정을 포함하였다.

2. 수업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때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수업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먼저 교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변화해가는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 기술 등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김정환, 이계연, 2005).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에는 연수 참여나 동료 교사와의 교류, 자기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동료 교사와
수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수업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화해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김광민, 박성수, 2016).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은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등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이나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수업과 평가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므로(김난옥 외, 2018) 교과의 중요성 인식 또한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의 정서 또한 수업의 질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는 학생의 성취나 수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Frenzel et al., 2009), 특히
교직에 대해 교사가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교직 만족도는 학생 지도나 수업에 대한 헌신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박희진, 이문수, 2019).
한편, 교사는 특정 학교에 속해 근무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나 운영방침 등 학교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근무 분위기는 교사의 학교 적응과 수업 및 학생 지도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황수지, 2019), 학교
만족도는 교사의 피드백 수행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민애, 이빛나, 2021). 이 외에도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 수업을 분리하는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불안을 낮춰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등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박상복, 2016; 안애랑, 박은수,
2014), 수준별 수업은 수업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물리적
지원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나 자료,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양질의 수업이 운영될 수 있다(서희정, 이은진, 2020; 정연희, 201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 요인과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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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PISA 2018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사 1,285명, 학교
188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성별이나 나이 정보가 없는 교사를
제외하였고, 학교 수준 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학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교사
1,220명(여 737명(60.4%), 남 483명(39.6%)), 학교 178개교였다.

2.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수업의 질 하위요인으로
수업분위기, 수업활동, 평가활동을 고려하였다. 수업활동에는 수업도입활동, 학습전략촉진, 참여
유도가 포함되며, 평가활동에는 수업조정과 피드백이 포함된다. 우선 수업분위기는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며,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수업
활동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수업도입활동은 국어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 학습전략촉진은 학생들의 읽기 이해나 기술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학습을
자극하는 활동, 참여유도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업활동은 각
각 4문항, 5문항,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평가활동에 해당하는 수업조정은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수업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이며,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을 점검하고 학습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각 4문항,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같이 수업의 질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은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예측 요인으로 교사 요인과 학교 요인을 고려하였다. 교사 요인에는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동료교사 교류가 포함되었고, 학교 요인에는 교육자원, 교사
근무행태, 수준별 수업 여부가 포함되었다. 우선 교직 만족도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4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은 국어 수업에서 독해,
쓰기, 듣기 이해, 화법 기능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4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는 전문성 계발 활동이 의무인지 묻는 문항으로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코딩한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학교 요인인 교육자원은 교사, 교육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지장이 되는 정도를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교사의
근무행태는 교사가 장기 결근이나 수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같은 교육자원과 교사의 근무행태는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수업 여부의 경우,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에서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1, 해당 과목이 없다면 0으로 코딩한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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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분변인(즉,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수준별 수업 여부)과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척도지수(scale indices)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척도지수는 2모수 문항반응
모형에 기반하여 척도화된 변인이며, 지수의 수치는 Warm likelihood estimates(WLE)에 해당
한다(Warm, 1989). 이 지수가 양수이면 OECD 국가의 평균 학생들보다 해당 변인의 점수가 더
높거나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SA 2018 Technical
Report (OECD, 20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분석 변인 설명
구분

수업
활동

변인

변인 설명 및 응답 척도

문항 수

수업분위기*

∘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5

수업도입활동

∘ 국어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 학생들의 이해도 및 학습 점검, 배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4

학습전략촉진

∘ 학생들의 읽기 이해나 읽기 기술이 발달될 수 있도록 읽은 내용의 주요 주제를
확인, 이해한 것을 설명하고 격려하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5

참여유도

∘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텍스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동기 부여 질문 등을 하는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4

수업조정

∘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수업 내용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4

피드백

∘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향상 방법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정도
∘ 4점 척도(모든 수업/대부분의 수업/일부 수업/전혀 또는 거의 없음)

5

∘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

∘ 국어 수업에서 독해, 쓰기, 듣기 이해, 화법 기능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 4점 척도(매우 중요함/중요함/약간 중요함/중요하지 않음)

4

∘ 전문성 계발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 2점 척도(예=1, 아니오=0)

1

동료교사 교류

∘ 시험 출제 시 성취기준, 채점기준, 수업 자료, 교수방법 등에 대해 동료 국어
교사들과 정기적인 협력을 하는 정도
∘ 4점 척도(매우 동의함/동의함/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하지 않음)

7

교육자원

∘ 교사 인력 또는 보조 인력 부족, 교육 자료 부족, 물리적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
∘ 4점 척도(전혀 없음/별로 없음/약간 있음/많이 있음)

8

교사 근무행태

∘ 교사의 결근,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있는
정도
∘ 4점 척도(전혀 없음/별로 없음/약간 있음/많이 있음)

5

∘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학급으로 편성하는지 여부
∘ 2점 척도(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1, 해당 과목 없음=0)

1

수업의 질의
하위요인

평가
활동

교직 만족도

교사
요인

예측
요인

학교
요인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수준별 수업
여부

<주> *역코딩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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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학교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그림 1] 참고). 이를 위해 Mplus 8.3(Muthén & Muthén, 1998-2017)을
활용하여 3-step 방식에 기반한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개인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지만, 본 연구 자료와 같이 동일 학교에 교사들이 속해 있을 때
개인들 간의 종속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이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이다. 이 분석 방법은 교사가
어떤 학교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소속 확률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며,
교사수준뿐만 아니라 학교수준에서 예측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교사수준에서는
교사수준의 예측 요인이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며,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수준의 예측 요인이 T-1개(T: 잠재프로파일 수)의
무선평균(random mean)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이 적용된다(Henry &
Muthén, 2010).

<주> 교사수준에서 동그라미 표시는 수업의 질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무선평균(random mean)을 의미함.
[그림 1] 수업의 질 다층 잠재프로파일 모형

한편, 기존에 활용되어온 예측 요인과 결과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동시에
추정하는 1-step 방식은 모수추정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3-step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Vermun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 투입에
따른 추정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분류오류를 고려한 3-step 방식(Asparouhov & Muthén,
2014)을 활용하였다. 3-step 방식에 기반한 본 연구의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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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측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다.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2~5개일 때 정보지수(AIC, BIC, SSA-BIC), Entropy,

pLMR, pBLMR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지수인 AIC, BIC, SSA-BIC는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LMR과

pBLMR은 k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계층의 수가 k-1보다 k일 때 보다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과 함께 집단 내 분류 비율과 해석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이 결정되고 난 후, 분류오류를 포함하여 잠재프로파일과 예측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측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교사수준과 학교수준에서 예측 요인들을 투입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수업의 질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수업분위기 .38, 수업도입활동 -.32, 학습전략촉진 -.24, 참여유도
-.34, 수업조정 -.40, 피드백 -.28이었다. 교사수준에서 예측 요인으로 교직 만족도의 평균은 -.33,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평균은 3.55, 동료교사 교류의 평균은 .39였다. 학교수준에서 예측 요인 중
교육자원의 평균은 .45, 교사 근무행태는 -.04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구분

수업의
질의
하위요인

수업활동

평가활동

예측
요인

교사
요인
학교
요인

변인

최솟값

최댓값

수업분위기

평균

표준편차

-3.44

1.19

.38

.85

수업도입활동

-3.93

1.36

-.32

1.08

학습전략촉진

-4.17

1.14

-.24

1.14

참여유도

-4.07

1.48

-.34

1.06

수업조정

-4.31

2.00

-.40

.95

피드백

-3.61

1.61

-.28

.92

교직 만족도

-2.82

1.61

-.33

.86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1.00

4.00

3.55

.46

동료교사 교류

-2.81

1.71

.39

.89

교육자원

-1.42

2.96

.45

.90

교사 근무행태

-1.97

3.81

-.04

1.07

<주>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은 WLE점수가 제공되지 않기에 4개 문항(4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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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측 요인인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와 수준별 수업은 이분변인이므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성 계발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70.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29.7%였다. 수준별 수업을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56.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44%였다.

2.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 모형 분석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산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2~5개일 때 모두 .7을 넘는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정보지수의 경우 AIC, BIC, SSA-BIC 모두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LMR 및 BLRT 검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4집단이나 5집단에서는 집단크기가 5%가 되지 않는 소수집단이 발생하였고(Merz & Roesch,
2011), SSA-BIC는 2집단에서 3집단으로 갈 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분류기준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

집단 크기(%)

Entropy
AIC
BIC
SSA-BIC
pLMR
pBLRT
1
2
3
4
5

2
.723
19568.421
19665.447
19605.095
.000
.000
771(63.2)
449(36.8)

잠재프로파일 수
3
4
.790
.825
19108.019
18943.327
19240.791
19111.845
19158.204
19007.023
.011
.006
.000
.000
260(21.3)
249(20.3)
759(62.2)
212(17.5)
201(16.5)
735(60.2)
24(2.0)

5
.793
18795.932
19000.197
18873.140
.010
.000
645(52.9)
23(1.9)
85(7.0)
272(22.3)
195(16.0)

3.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별 특성
수업의 질에 대한 3개의 잠재프로파일에 대해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잠재프로파일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수업의 질 하위요인
평균이 .47~1.02로 가장 높은 ‘상’ 집단(16.5%), 수업의 질 하위요인 평균이 -.40~.40의 중간
수준인 ‘중’ 집단(62.2%), 수업의 질 하위요인 평균이 –1.48~.07로 가장 낮은 ‘하’ 집단(21.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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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집단 간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수업활동 중
참여유도와 평가활동인 수업조정, 피드백의 평균 차이가 다소 큰 편이었다. 반면 수업분위기의 평균
차이는 가장 작았다.
<표 4> 잠재프로파일별 수업의 질 인식 평균(SD)
잠재프로파일
(%)

수업분위기

수업도입활동

수업의 질 하위요인
수업활동
읽기전략촉진
참여유도

상집단(16.5%)

.07 (.91)

-1.07 (.72)

-1.18 (1.15) -1.48 (.76)

중집단(62.2%)

.40 (.81)

-.27 (.97)

-.13 (1.00)

하집단(21.3%)

.70 (.76)

.47 (1.25)

전체

.38 (.85)

-.32 (1.08)

평가활동
수업조정
피드백
-1.39 (.65)

-1.35 (.64)

-.29 (.75)

-.40 (.60)

-.25 (.56)

.61 (.71)

.99 (.69)

.92 (.78)

1.02 (.55)

-.24 (1.14)

-.34 (1.06)

-.40 (.95)

-.28 (.92)

<주> WLE 점수(평균: 1, 표준편차: 0)

[그림 2]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 양상

4.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예측 요인 탐색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상집단과 하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동료교사 교류, 수준별 수업 여부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와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이 1표준편차 단위만큼 높아질수록 하집단보다는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2.123배, 6.582배 높았다. 또한 전문성 계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전문성 계발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 하집단에 비해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2.181배 높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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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교류가 1표준편차 단위만큼 높아질수록 하집단에 비해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6.034배
높았다. 학교 요인에서는 수준별 수업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준별 수업을 할 때 하집단에 비해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중집단과 하집단을 비교하자면,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동료교사 교류가
1표준편차 단위만큼 높아질수록 하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1.531배, 2.116배,
2.631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상집단과 중집단을 비교하면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동료교사 교류가 1표준편차 단위만큼 높아질수록 중집단에 비해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1.387배, 3.110배, 2.294배 높았다. 또한 학교 요인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중집단에 비해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5>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과 교사 및 학교 요인 간의 관계
비교집단(참조집단)
수준

교사
요인

학교
요인

예측 요인

상집단(하집단)

중집단(하집단)

상집단(중집단)

B

B

B

오즈비

오즈비

교직 만족도

.753

***

2.123

.426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1.884 ***

6.582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780 **

동료교사 교류

1.797 ***

교육 자원

.046

-.023

.070

교사 근무행태

-.161

-.030

-.131

.756 **

수준별 수업 여부
<주> *p < .05, **p < .01,

**

오즈비
**

1.531

.327

.750 ***

2.116

1.135 ***

3.110

2.181

.320

1.377

.460

1.584

6.034

.967 ***

2.631

.830 ***

2.294

.179

1.387

.576 **

***

p < .001; 학교수준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이 적용되므로 오즈비를 제시하지 않음.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국어 수업의 질 양상을 파악하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교에 속해 있는
위계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교사 및 학교 요인을 예측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교사 요인에는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 동료교사
교류를 고려하였고, 학교 요인에는 교육자원, 교사 근무행태, 수준별 수업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은 상집단(16.5%), 중집단(62.2%), 하집단(21.3%)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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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질은 수업분위기, 수업활동, 평가활동과 같이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집단
내에서 하위요인별 이질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3개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수업의 질
하위요인 중 수업분위기의 평균 차이가 가장 적었고, 수업활동 중 참여유도, 평가활동인 수업조정,
피드백의 평균 차이는 다소 큰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이 소란스럽거나 무질서한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활동들이
수업의 질 인식 정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손원숙 외(2019)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평가인식은 긍정인식, 중간인식, 부정인식의
3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집단 간 양상을 비교했을 때 학습향상과 교수개선과 같은 평가활동의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따라서 수업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점검하고,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는 교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각 집단에서 교사들이 속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상집단과
중집단의 비율이 78.7%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하집단의 교사 비율도 21.3%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집단에 속한 교사들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을 격려하며, 피드백과 수업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으로 교직 만족도, 국어기능 중요성
인식, 동료교사 교류가 파악되었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는 연구(박희진, 이문수, 2019), 교직 만족도는 교사의 피드백
경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민애, 이빛나, 2021)를 통해 지지된다. 한편 교사가
지식, 교수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면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김찬종, 2009)는 점에서
국어기능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수업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동료교사와의 교류도 수업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박주호, 송인발, 이전이, 2016; 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
2007)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동료 교사와의 협력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가활동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원숙 외, 2015). 본
연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국어 수업의 질에서도 동료 교사의 협력이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전문성 계발 참여 여부는 수업의 질에 대한 상집단과 하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즉, 전문성 계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수업의 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교사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계발에 전념할수록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므로(김찬종, 2009), 이에 따라 수업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료 교사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모여서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상경아 외, 2020). 또한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간의 협력을
위한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계발과 더불어 교사의 개인적 정서가
반영된 교직 만족도가 수업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미루어볼 때,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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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어 수업의 질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으로 교육 자원, 교사 근무행태,
수준별 수업 여부가 고려되었으나, 수준별 수업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준별 수업을 할 때 수업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선행연구(Mcmillan, 2010)에 의하면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구분하여 수업을 할 때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능력 수준에 따른 평가방식 또한 달라진다. 수준별 수업이 구성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택하게 되어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의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 교양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서정아, 2018),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심지연, 임현우, 2017). 그러나
성별, 학년, 교과를 분리해서 고려한다면 수준별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김소영,
2011). 이러한 결과는 수준별 수업 효과가 학생의 개인적 특성, 교사의 전문성,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급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박소영, 2001; 심지현, 임현우, 2017). 따라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이 요구되며, 보다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수준별
수업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 자원이
풍부할수록 양질의 수업이 운영될 수 있으며(서희정, 이은진, 2020), 교사들의 학교 근무 분위기
등은 교사의 수업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수지,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교사의 수업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육 자원, 교사
근무행태는 수업의 질 인식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학년이나 교과의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교육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던 국어 교과에 주목하여 수업의 질 양상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어 수업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참여유도, 피드백, 수업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의 질과 관련된 교사 및 학교 요인을 탐색하여 국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교사의 교과 중요성과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내실있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및 전문성 계발 연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교사 및
학교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나, 이 외에도 교사의 교과 지식이나 자기효능감(Holzberger, Philipp,
& Kunter, 2013), 교사의 경험, 학부모, 학교 특성(이봉우, 2016) 등 다양한 변인을 보다 폭넓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PISA 2018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수업의 질 인식을 함께 비교한다면 보다 폭넓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교과의 교사, 다른 국가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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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nt profile patterns of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of “instructional quality”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Bitna Lee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Minae Park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tterns of instructional quality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with teacher and school factors in Korean language instruction. To
this end, a 3-step multilevel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for 1,220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achers using PISA 2018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profiles such as ‘high(16.4%)’, ‘middle(62.2%)’, and ‘low(21.3%)’ groups
were derived. Second,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the teaching profession’,
‘perception of importance on Korean skills’, and ‘teacher collaboration’ were more
related to the ‘high’ group rather than the ‘middle’ or the ‘low’ group. Also, the
teacher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 group rather than the low group when
teachers

were

required

to

participate

‘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level-differentiated classes’ among school factors predicted more positive groups.
Finally,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are discussed.
Key Words: Instructional Quality, Korean Language Instruction, High School Teacher,
Multilevel Latent Profile Analysis, PI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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