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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교수 ․ 학습 측면에서 본 국내 수업모형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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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수업모형 관련 논문을 연구시기별, 연구주제별, 수업모형별,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분류하
여 연구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표집기간은 1977년부터 2013년 3월까지로 설정했으며, 최종 586개
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업모형 연구의 변천사를 시기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기(1977

년~1996년), 제2기(1997년~2006년), 제3기(2007년~2013년)이며, 제1기에 8%에서 제2기에 51%로, 제2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세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설계 및 개발’이었으며, 연구가 가장 활발한 수업모형군은 ‘교
과 교육과정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로 보면, ‘범교과’ 연구가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수업모형의 국내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수업모형,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방법, 정보통신기술, 교수기술

Abstract  This study categorized the literature on instruction models by research period, theme, teaching model, 
class, and subject to identify research trends. The sampling period was from 1977 to March 2013, and 586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Changes in the studies on instruction model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Stage 1 (1977–1996), Stage 2 (1997–2006), and Stage 3 (2006–2007). Research papers increased rapidly from 
8% in Stage 1 to 51% in Stage 2, showing a rapid increase in Stage 2. “Design and development” was the 
most researched theme throughout the three stages, and the most researched instruction model type was 
“curriculum-oriented.”By subjects, it was found that studies on “cross-curriculum” were being conducted more 
actively than other subj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domestic research 
on instru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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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의 가치는 수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수업이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수와, 지식이나 학업을 배우

는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수업을 효과

으로 실행해 나가기 해서는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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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유기 인 련성을 맺고 이를 유지할 때 효율 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여기서 의미하는 교

수활동이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한 개인의 반응으

로서,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  사 에 의도한 행동이나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 으로 조

성하고 조작하는 과정이다[3].

Shulman[4]은 교수활동을 1)이해, 2) 이, 3)교수, 4)

평가, 5)반성, 6)새로운 이해 등 6단계로 세분화 하 다. 

즉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려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가 된 

생각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 때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방

법으로든 이가 되어 다양한 교수 행 로 실행하게 되

며, 학생들의 이해와 함께 자신의 이해나 오개념을 평가

하고 자신의 교수를 증진시키기 한 반성의 과정을 거

치게 된다. 한편 기술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사

는 목 , 교과, 학생, 교사 그리고 자신에 한 새로운 이

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간단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교사

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만도 않다. 특히 1997년 제 7

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과 학습자 심의 활동  

실생활 연계, 체험 활동이 차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교육내용이나 순서를 재구성하는 등의 자율성까지 허

용되면서 수업활동에 한 교사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

어지고 있다. 

과연 효과 인 수업을 해 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

은 무엇이며, 어떻게 용하고 재구성해야 하는가? 교육

의 주된 목 은 학생들에게 가장 한 수업환경과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문

화의 층과 학습된 정도를 가지고 학습상황에 임하게 된

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유형의 교육을 한 수업모형

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1][2][5]. 이 외에도 최근에는 

교육 매체로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ICT를 교육의 목 과 학습 목표

에 시 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

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업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 체계 인 활용 략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

하기 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에게 단순 주입식의 지식 수를 지양하고 

새로운 교수방법과 도구 활용 방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

이 공감 를 형성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수업모형 련 

연구들이 꾸 히 증가하고는 있다. Nak-Won Kwo과

Kwang-Jae Chu[2]에 의하면, 최근까지 알려진 수업모형

만 하더라도 10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업모형이나 교수․학습방법 련 연구와 개발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이루

어진 연구에 한 검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 진 일부 수업모형 는 교수․학습모형 

련 동향 연구는 주로 스포츠교육 모형이나, 인지갈등

수업모형, 개별화수업모형, STS 수업모형, 열린 수업 모

형, 과학 교수-학습 방법, 유아교육 교수․학습법, 사회

과 교수․학습 방법, 문제 심학습 등[7][8][9][10]을 주

제로 이루어졌다. 즉 부분의 연구가 특정 교과나 특정 

수업모형 는 교수․학습 방법에 국한하여 연구동향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국내 수업모형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와 함께 ICT 교

수․학습 측면에서의 수업모형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도구로, 국내에서 수업모형 련 연구가 시작

된 1977년～ 2013년까지의 학술논문과 학 논문을 연도

별, 상별, 연구주제별, 연구모형별, 학교 별, 교과목별 

동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까지 수업모형 연구에 한 동향분석이 시도되지 

않은 상황으로, 련 연구물을 수집하여 체계 으로 분

석 정리 하고 수업모형의 연구 동향, 문제   개선방안

을 구체 으로 모색하는 것은 연구에 한 지식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수업모형 연구의 학문  체계 

정립에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수업모형에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연

구목 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

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수업모형 연구의 연구시기별 연구의 동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수업모형 연구의 연구주제별 연구의 동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수업모형 연구의 수업모형별 연구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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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수업모형 연구의 학교 별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수업모형 연구의 교과목별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수업모형의 개념

수업모형의 개념에 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Cole과 Chan[11]은 수업모형을 

수업의 실재를 기술하기 해 수업의 특징을 요약해 놓

은 ‘설계도’ 는 ‘계획’으로, Eggen과 Kauchak[12]는 학

년이나 교과내용 는 특정한 주제와 상 없이 수업목표

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처방 인 수업 략’으로 설명하

다. Reigeluth[13]는 일련의 방략요소들 즉, 모든 부분들

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완 한 방법으로 수업모형을 

설명하 다. 

2000년  들어서도 여 히 수업모형 개념에 한 뚜

렷한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Ki-Ok Yoon 외[14]는 수

업 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부분들을 짜 이룬 체의 

 즉 ‘얼개’로, 같은 맥락에서 Gunter, Thomas 그리고 

Mintz[15]는 수업을 통해 도달될 바람직한 결과에 필요

한 단계를 제시하는 ‘청사진’, ‘ 시피’ 등으로 수업모형을 

정의하 다. Nak-Won Kwon과 Kwang-Jae Chu[2]는
복잡한 수업 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언할 수 있는, 수업의 주요 특징을 간추려 단순화․체

계화시켜 놓은 형태 는 략으로 수업모형에 한 

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수업모형은 

수업의 차, 단계인 동시에 교사의 수업방법이다. 

이처럼 수업모형에 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령 수업모형이 교수․

학습방법, 교수․학습모형, 교수이론, 교수유형, 교수기

술, 수업이론, 수업설계이론, 교수체제개발, 교수개발, 교

수설계이론 등의 개념과 뚜렷한 차이를 밝히지 못한 채 

혼용되고 있음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2].

다른 한편에서는, 모형(model)이라는 단어가 내포하

는 의미의 다양성 는 수업모형을 이해하는 이나 

방식의 차이를 이유  하나로 꼽기도 한다. Ho-Kwon 

Kim[16]에 따르면 모형은 실물이나 원형이 지니고 있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여 표 한 것으로, 실물이나 원형보

다는 간단하고 축소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 

Nam-Soo Kim 외[17]는 모형에 한 개념을 1)본받거

나 따라야할 모범 사례, 2)실재 세계의 체계나 사건의 작

동 방식에 한 단순화된 표상, 3)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인 사건 혹은 일상 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상의 

재 으로 정의하 다. 아울러 각각의 모형 정의를 바탕

으로 수업모형을 설명하 다. 모형에 한 1)의 정의를 

따를 경우 수업모형은 교사가 따라야 할 수업 방식, 순서 

혹은 략 등이며, 2)를 토 로 정의된 수업모형은 수업 

계획이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 3)의 정의에 

의한다면 행해지고 있는 수업  몇 가지 특징을 추려서 

드러낸 것이 수업모형이며, 이 게 볼 때 특정 교사에게 

반복 으로 나타난 행  패턴 한 수업모형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수업모형은 교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주요 특징들과 그 계를 체계 으로 정리하여 

표 한 차 는 단계임과 동시에 교사의 계획 이고 

의도된 행동 차, 략  반복 으로 나타나는 행  패

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수업모형의 분류

교사들이 효과 으로 수업모형을 용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수업모형 분류 기 에 한 고민이 일부 학자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 은 다양하다. 

수업의 차는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교

육목표 그리고 환경에 한 일반 인 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Joyce, Weil 그리고 

Calhoun[18]은 수업모형 분류 기 으로 정보처리 모형, 

사회  상호작용 모형, 개인지향 모형, 행동수정 모형 등 

4가지를 제시하 다. 정보처리 모형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처리, 자료조직, 문제인지, 개념형성, 문제해결, 언어

․비언어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표 으로 개념수업모형과 문제 심 학습모형이 이에 속

한다 할 수 있다. 사회  상호작용 모형은 개인과 사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계를 강조하며 사회성을 기르려는 

데 목 을 둔 모형들을 포함한다. 집단탐구 모형, 토론수

업 모형, 역할놀이 모형, 동학습 모형 등이 이 모형군으

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지향 모형(창의성 개발모형)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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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나름 로의 독특한 실체를 구성하고 조작하는 과정

을 강조하는 것으로, 창의성 개발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수정 모형은 체로 내면 인 심리  구

조와 찰이 불가능한 행동보다는, 찰이 가능한 학습

자의 행동을 강조하며, 개별화 수업모형이 이에 속한다.

Yong-Boo Bea 외[19]는 수업모형을 개인  모형군, 

사회  모형군, 집단탐구 모형군, 행동 모형군 등 4가지

로 분류하 다. 개인  모형군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

의 성장을 책임지고 리하도록 돕는 모형군으로, 학습

자의 특이성(uniqueness)을 강조한다. 사회  모형군은 

다양하고 이질 인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상승작용(synergy)에 근거를 둔다. 집

단탐구모형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학습을 

한 에 지를 이끌어내는 집단군을 의미한다. 행동모형

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능력이나 련된 선수 학습 

등에 따라 학습속도나 과제의 복잡성을 조정하여 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학습자들의 역량 즉, 특정 주제에 한 깊은 이

해력과 사고력 신장,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사회  상호작용 향상 등을 바탕으로 한 

수업모형 분류기 이 제시되었다. 특정 주제에 한 깊

은 이해력과 사고력 신장은 귀납  모형(귀납  수업 모

형, 개념획득 모형)과 연역  모형(강의․토의 모형, 직

교수 모형)을 포함한다.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은 문제 심 학습 모형(탐구학습 모

형, 로젝트학습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그리고 사

회  상호작용의 이용은 사회  상호작용 모형(그룹 활

동 모형, 동학습 모형, 토론 모형)이 있다. 

이 외에도 구조 인 교수학습방법, 상호작용  교수방

법, 자기주도  교수방법[20], 학문/교과 교육과정 설계, 

구체  능력/기술 교육과정 설계, 인간 특성/ 과정 교육

과정설계, 사회  기능/활동 교육과정 설계, 개인  흥미

와 필요/활동 교육과정 설계[21], 교사의 행동 유형, 교육

과정 달 체제, 교수․학습의 조직[22] 등이 수업모형 

분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1].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수업모형 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 다. 

자료 수집을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

학술정보(KISS), 국회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도구

로 활용하 다. 검색어는 ‘수업모형’과 ‘교수․학습모형’

이었다. 1차 검색 결과에서 2,124개의 련논문이 검색되

었다. 이 에서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학술 회 발

표문 는 등재(등재후보)지가 아닌 논문 등을 우선 으

로 제외하 다. 한편 연구보고서가 학술논문으로 발표되

거나 학 논문이 학술지 논문으로 복 발표된 경우, 연

기  순서를 반 하는 것이 연구동향 분석을 하는데 

있어 더 합하다는 측면에서 출 연도가 빠른 것을 선

택하 다. 이후 수집된 논문들의 제목을 검토하여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모형’연구와 거리가 멀거나 련 연

구로 간주하기 어려운 논문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거쳐 

672개의 연구를 상으로 2차 검토를 실시하 다. 2차 검

토는 논문의 록을 주로 활용하 으며, 필요한 경우 논

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총 586개의 

연구논문을 토 로 분석을 진행하 다.

3.2 분석 준거

수집된 연구물들을 토 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분석 틀

(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시기별 출 된 연구논문 유형, 

연구주제 유형, 수업모형 유형, 학교 , 교과목 등을 분석 

거로 설정하 다. 분석 거는 교육 분야에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수 1인과 함께 검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개발하 다. 

3.3 연구 동향의 자료 분석

3.1.1 연구논문의 유형

수업모형의 연구추진 시기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해, 분석 상 수업모형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1977

년을 시작으로 2013년(3월 재)까지 각 연도별로 나

어 양 분포를 분석하 다. 한 제 7차 교육과정이 발족

된 1997년과 4차 개정된 2007년을 기 으로, 1977년～

1996년까지를 제1기로, 1997～2006년까지를 제2기로 그

리고 2007년～2013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

별 양 증감의 경향을 분석하 다. 연구논문의 유형은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Instruction Models for ICT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43

학술논문, 학 논문으로 분류하 으며,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4U) 는 국회도서 을 통해 검색된 학술논문 

는 학 논문으로 한정하 다. 학술논문은 등재지 는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상으로 하 다. 

3.1.2 연구주제의 유형

연구주제의 범주는 코딩에 의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 다. 내용분석을 해 연구자는 수집

된 논문을 검토하면서 각 논문의 연구주제를 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코딩하 다. 산발 으로 생성된 주제어들

은 통합하여 추상  개념을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범주는 3회를 반복하면서 재조정하 다. 최종 으로 1)

이론  고찰, 2)설계  개발, 3) 용 방안  사례, 4)효

과 측정  평가 등 4개의 개념범주를 선정하 다. 

<Table 1>과 같이 연구주제의 범주 이름과 설명을 정리

하 다.

Concept 

Category
Explana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instruction 

models

-Critical studies on instruction models of 

specific subjects 

Design and 

Development

-Suggestions for the design directions of 

instruction models

-Designing and developing instruction 

models

-Writing a teaching guide based on an 

instruction model

Application 

Method and 

Case

-Applying an instruction model and 

presenting plans for using the model

-Case study on instruction model 

applicatio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Measuring effectiveness after application 

of the model: Academic Performances, 

Attitude, Interest, and Competency 

Improvement on Specific Subject Areas

<Table 1> Conceptual category by research 
theme

3.1.3 수업모형의 유형

수업모형의 유형을 분류하기 한 사  작업으로 

련 문헌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은 개인  모형군, 사회  모형군, 학

습자 역량 는 행동 모형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자는 1차 으로 이를 본 연구의 수업모형 유형군으로 설

정하 다. 이후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  ‘설

계  개발’ 범주에 속하는 연구논문에서 다 진 내용들

을 토 로 특징 인 주제어를 생성한 뒤, 이를 통합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모형 유형을 분류하 다. 

그 과정에서 개인  모형군, 사회  모형군, 학습자 역량 

는 행동 모형군 이외에 특정 교과나 특정 단원의 내용 

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을 두고 있거나, 특정 

자료나 도구 그리고 특정 이론을 잘 활용하는데 목 을 

두고 설계 되거나 개발된 수업모형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1)교과 교육과정지향 

모형군, 2)구체  능력지향 모형군, 3)개인지향 모형군, 

4)사회  상호작용지향 모형군 등 총 4개의 수업모형 범

주를 생성하 으며, 구조화된 주제어들을 표할 수 있

는 추상  개념을 형성하 다. 생성된 수업모형 유형은 

다른 모형군과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디에 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향하는 

지를 심으로 범주를 분류하 으며, 이를 토 로 논문

의 분포를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은 수업모형 연구의 

주된 심유형을 확인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개

념범주의 이름과 설명은 <Table 2>와 같다. 

Concept 
Category

Explanation

Curriculum
‐oriented 
Instruction 

Model

-Instruction model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goals of specific chapters
-Instruction model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specific technology, tools, and 

theory

Specific 
Ability‐ori

ented 
Instruction 
Model

-Instruction model introducing and 
developing abilities such a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Listening/Speaking/Writing/Appreciative 
Intelligence Ability, Sense of Ethics, 
Cognitive/Affective Ability

Individual‐
oriented 

Instruction 

Model

-Instruction model focusing on individual 

academic improvement through GAT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level‐
oriented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individual investigation

Social 

Interaction
‐oriented 
Instruction 

Model

-Instruction Model focusing on improving 

social skills through field trips, problem 
solving, collaboration, group discussion, 
group investigation, role playing

<Table 2> Conceptual category by instru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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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교급

학교 별에 따라 축코딩을 이용하여 국내 수업모형연

구의 경향을 분석하 다. 학교 은 유치원, 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기타로 구분하 다. 논문에 따라 

연구 상의 학교 을 직 으로 언 한 경우 그에 따

라 분류하 으며, 특정 학교 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내

용의 흐름을 악하여 특정 학교 이나 기타라는 항목으

로 분류하 다. 

3.1.5 교과구분

교과구분에 따라 축코딩을 이용하여 국내 수업모형연

구의 경향을 분석하 다.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지리 

포함), 과학, 기술․가정, 국사, 도덕, 외국어, 체능, 컴

퓨터, 통합(비교과 포함)으로 구분하 다. 사회의 경우 

지리 교과를 포함하며, 도덕은 윤리를 포함, 외국어의 경

우 어, 일어, 불어, 국어 등을 포함한다. 체능은 음

악과 미술 그리고 체육 등을 의미한다. 한편 통합은 내용

에서 특정 교과를 언 하지 않아 연구자가 논문의 내용

을 토 로 분류한 것이며, 창․체 등과 같이 비교과를 포

함하고 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논문의 유형

수업모형 연구의 시기별 논문유형 빈도  백분율은 

<Table 3>과 같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 출 된 

연구물은 47편(8.0%)인데 비해, 제2기에는 300편(51.2%), 

제3기에는 239편(40.8%)으로, 제2기 이후 국내 수업모형 

연구는 양 인면에서 비약 인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세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출 된 연구논문의 유형은 

학 논문으로 총 413편이었으며, 비율로는 체 논문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학술논문 173편(29.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제2기에 특히 목할만한 성장을 하

다. 즉 1997년 이후 학습자 심의 다양한 수업활동과 교

수 활동에 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학 논문의 주제로 

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Stages
Scholarly 
journals

Dissertations Total

Stage 1 
(1977–1996)

12 35 47
(25.5%) (74.5%) (8.0%)

Stage 2 
(1997–2006)

87 213 300
(29.0%) (71.0%) (51.2%)

Stage 3 
(2007–2013)

74 165 239
(31.0%) (69.1%) (40.8%)

Total
173 413 586

(29.5%) (70.5%) (100.0%)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age of 
research type

4.2 연구주제별 동향

1977년부터 2013년 까지 46년에 걸친 연구논문의 연

구주제별 추이는 <Table 4>와 같다. 국내학술지와 석사

학  그리고 박사학  연구물들의 연구주제를 이론  고

찰, 설계  개발, 용 방안  사례 그리고 효과 측정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각 주제별 연구동향 빈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체 586

편의 논문  설계  개발에 한 논문이 292편(49.8%), 

효과 측정 143편(24.4%), 용 방안  사례 113편

(19.3%), 이론  고찰 38편(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연구주제는 설계  개발로, 제1

기에는 15편이었던 연구가 제2기에 이르러 160편으로 

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 방안  사례 연

구의 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제2기에 52편, 제3기에 54편

으로 제3기의 기간이 제2기에 비해 훨씬 짧음을 감안할 

때 양 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3이

기에 이르러 다른 이들이 개발한 모형 는 연구자 본인

이 설계하거나 개발한 모형을 장에 실제 용하거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장 연구에 한 심이 차 고

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Stages

Theoreti
cal 

consider
ations

Design 
and 

develop
ment

Application 
proposals 

and 
examples

Effects 
measure
ment

Total

Stage 1 
(1977–1996)

7 15 7 18 47

(14.9) (31.9) (14.9) (38.3) (8.0)

Stage 2 
(1997–2006)

17 160 52 71 300

(5.7) (53.3) (17.3) (23.7) (51.2)

Stage 3 
(2007–2013)

14 117 54 54 239

(5.9) (49.0) (22.6) (22.6) (40.8)

Total
38 292 113 143 586

(6.5) (49.8) (19.3) (24.4) (100.0)

<Table 4>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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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tage 1 

(1977–

1996)

Stage 2 

(1997–

2006)

Stage 3 

(2007–

2013)

total

Korean
4 32 19 55

(8.5) (10.7) (7.9) (9.4)

Math
1 24 8 33

(2.1) (8.0) (3.3) (5.6)

Society
1 31 24 56

(2.1) (10.3) (10.0) (9.6)

Science
10 36 30 76

(21.3) (12.0) (12.6) (13.0)

Practical 

course

2 12 4 18

(4.3) (4.0) (1.7) (3.1)

Korean 

history

- 2 2 4

- (0.7) (0.8) (0.7)

Morality
6 17 14 37

(12.8) (5.7) (5.9) (6.3)

Computer
- 7 12 19

- (2.3) (5.0) (3.2)

Cross-cur

riculum

8 39 44 91

(17.0) (13.0) (18.4) (15.5)

Foreign 

language

6 40 40 86

(12.8) (13.3) (16.7) (14.7)

Arts and 

physical 

education 

9 60 42 111

(19.1) (20.0) (17.6) (18.9)

Total
47 300 239 586

(100.0) (100.0) (100.0) (100.0)

<Table 6> Research trends by subjects

4.3 수업모형별 동향

<Table 5>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업모형 논문  

설계  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 292편을 상으로, 연구

의 시기별 수업모형의 빈도  백분율을 정리한 것이다. 

수업모형 유형은 교과 교육과정지향, 구체  능력지향, 

개인지향, 사회  상호작용지향으로 구분하 다. 각 모형

군 별 연구동향 빈도를 살펴보면, 체 292편의 논문  

교과 교육과정지향 논문이 170편(58.2%), 구체  능력지

향 55편(18.8%), 개인지향 40편(13.7%), 사회  상호작용

지향 27편(9.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6년 동안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수업

모형 유형은 교과 교육과정지향 연구 다. 제1기에는 12

편이었던 논문편수가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인 제2

기에는 93편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 진 2007

년 이후에는 65편이 연구되면서 목할만한 성장을 하

으며, 이러한 가운데, 제3이기에 이르러서는 학습자들의 

구체  능력이나 기술을 지향하는 연구 즉 자기주도 학

습능력, 문제해결력, 듣기/말하기/쓰기, 운동능력 등을 개

발하기  한 연구가 체 으로 볼 때 21.4%로, 미미하

기는 하지만 가시 인 성과물을 보이고 있다.

Stages

Curriculum 

-oriented 

models

Specific 

ability-ori

ented 

models

Individua

l-oriente

d models

Social 

interactio

n-oriente

d models

Total

Stage 1 

(1977–

1996)

12 3 - - 15

(80.0) (20.0) - - (100.0)

Stage 2 

(1997–

2006)

93 27 26 14 160

(58.1) (16.9) (16.3) (8.8) (100.0)

Stage 3 

(2007–

2013)

65 25 14 13 117

(55.6) (21.4) (12.0) (11.1) (100.0)

Total
170 55 40 27 292

(58.2) (18.8) (13.7) (9.2) (100.0)

<Table 5> Research trends by instruction model

4.4 학교급별 동향

수업모형 연구의 시기별 학교 에 따른 빈도  백분

율은 분석하기 하여, 국내학술지와 석사학  그리고 

박사학  연구물들의 학교 을 유치원, 등학교, ․고

등학교, 학교, 기타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각 주제

별 연구동향 빈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체 586편의 논문 

 ․고등학교가 294편(50.2%), 등학교 176편

(30.0%), 기타 71편(12.1%), 학교 26편(4.4%), 유치원 

19편(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학교 은 ․고등학교 학

생 는 교사를 상으로 이 진 연구 으며, 제1기에는 

17편이었던 연구가 제2기에 이르러 164편으로 격히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를 상으로 한 연구물

과 기타 즉 특정 학교 에 한정되지 않는 연구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제1기와 제2기에 각 3편씩 총 6편에 

불과하던 학교를 상으로 한 논문의 수가 제3기에만 

총 20편으로 증가하 다. 

4.5 교과목별 동향

수업모형 연구논문의 교과목별 추이는 <Table 6>과 

같다. 국내학술지와 석사학  그리고 박사학  연구물들

의 교과목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실과, 국사, 도덕, 외

국어, 체능, 컴퓨터, 범교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각 

교과목별 연구동향 빈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체 58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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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  체능 교과와 련된 논문이 111편(18.9%), 

범교과 논문이 91편(15.5%), 외국어 련 논문이 86편

(14.7%), 과학 교과 련 76편(13.0%), 사회 교과 련 56

편(9.6%), 국어 교과 련 55편(9.4%), 도덕 교과 련 37

편(6.3%), 수학 교과 련 33편(5.6%), 컴퓨터 교과 련 

19편(3.2%), 실과 교과 련 18편(3.1%) 마지막으로 국사 

교과와 련된 논문이 4편(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능과 범교과에서 수업모형 연구가 다른 교

과에 비해 상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체능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교과에 비해 

체능이 새로운 수업모형에 한 고민과 용을 하는데 

있어 상 으로 부담이 거나, 제2기에 어들면서 양

으로 팽창한 연구물이 이후 수업모형 연구를 하는데 

해요인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197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수업모형에 

련된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논문을 심으로 연구동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수업모형 연구의 연구시기별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수업모형 연구의 연구주제별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수업모형 연구의 수업모형별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수업모형 연구의 학교 별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수업모형 연구의 교과목별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각 연구문제를 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수업모형 연구시기별 연구동향을 알아본 

결과, 제2기에 들어서면서 제1기와 비교해 약 7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양 으로 비약 인 성장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 를 주

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이념을 

토 로 진행되기 시작한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으로 인

해, 수업 변화에 한 필요성과 심이 차 높아지고 있

음을 반 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제1기의 기간이 20여

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더욱 힘을 얻는다.

한편 1977년 국내에서 수업모형 연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이 출 된 연구논문의 유형은 학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논문의 2.3배로, 그간 국내 수업모형 

연구가 학 논문 주제로 집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즉 1,2,3,4차에 걸쳐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이 학계나 

연구기 을 넘어 학교 장으로까지 그 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든 국민  심을 얻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국내 수업모형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

펴본 결과, 세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수

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지도방법을 제시하

고 그에 따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실제 수업모형

을 설계 는 개발한 논문 즉, 설계  개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제2기에 이르러서 이 과 비교해 10.7배 이상의 

증가추세로 보 으며, 제2기 체 연구의 53.3%로 반 

이상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제3이기에 이르러 조 씩 변화하는 양

상을 보인다. 바로 용 방안  사례를 주제로 한 연구

의 증가이다. 그간 수업모형의 기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설계  개발 심의 연구에서 실제 이를 장에 

용하여 그 사례를 제시하거나, 더 나은 활용방안을 탐색

하여 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을 두는 방향으로 

심이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 수업모형 연구의 수업모형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46년 동안 연구가 가장 활발한 모형군

은 교과 교육과정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이 발되기 이  12편에 불과했던 논문수가 제

2기에는 93편으로 이 과 비교해 7.8배 이상 양 으로 늘

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상당수가 교과 특정단원의 내용 

 교육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데 을 둔 연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1세기는 학습자들로부터 다양한 역

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 을 해 학

습자 심의 다양한 수업 창안에 한 고민과 심이 필

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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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내 수업모형 연구에 한 학교 별 연구동향

을 살펴보았다. 학교 은 유치원, 등학교, ․고등학

교, 학교, 기타 등으로 나 었고, 교사나 특정 학교 에 

한정되지 않은 연구는 기타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학교

으로는 ․고등학교를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등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상 으로 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등학생인 경우 발달수 과 교과 내용 개 방

식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용하기에 

어려운 이 있다고 밝힌 Kyung-Hee Kang[10]의 연구

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하다. 가령,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이 강조되고 있는  시 에서, 이를 효과 으로 수업에 

반 시키기 해서는 오히려 유치원이나 등학교의 학

습자나 교사 등을 상으로 한 수업모형 연구가 더욱 활

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보다 양질의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교육

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업모형 연구의 교과별 연구동향을 살

펴본 결과, 범교과의 경우 매우 주목할 만한 동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제2기에는 39편으로 체의 13%를 차지하

으나, 제3기에는 44편으로 체의 18.4%로 가장 높은 빈

도를 차지하고 있다. 범교과로 분류된 연구들의 경우, 멀

티미디어 통합형 수업, ICT 기반 수업, 창의  문제해결 

기반 수업, 신문 활용 수업, 동학습 는 토론 용 수

업 등을 다룬 연구로, 그 에서도 테크놀로지를 기반으

로 한 수업모형 연구가 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발표된 교육정보화 정책과 그 일

환인 디지털교과서에 한 심이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

에 한 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교과의 특성과 수업목표 그리고 수업내용 등에 따라 

한 교수․학습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23]. 즉, 수업

모형에 한 연구물 축 은 곧 수업 개선이나 장 교사

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수업

모형에 한 새로운 근을 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데 요한 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이러한 측

면에서, 상 으로 연구가 미약한 교과에 한 연구 

해요인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모형 연구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수업모형 활용이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수업 

설계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정

이지만, 여 히 교사들에게 있어 수업모형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17][24]. 왜냐하면 게의 

교사들이 한 수업 모형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활용하

는데 필요한 문 지식이나 구체 인 안내 그리고 활용 

사례에 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은 국내 수업모형 연구의 활성화와 

체계 인 연구물 축   장과의 공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 으로 교사가 효율

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는데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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