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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
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C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예비
교사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좋은 수업의 주요 영역 4가지와 각 영역별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24가지 모든 요소들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한 결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집중해야 할 
요소가 3가지,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유지해야 할 요소가 9가지, 우선순위를 낮게 두어야 할 요소가 9가지 
그리고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할 요소가 3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초등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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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major factors that constitute good instruction, and attempted to find ways to improv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157 pre-service teachers who were senior 
students at a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main areas of good instruction and major 
factors for each area, a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factor were answered on a 5-point 
scale. As the result of the t-test on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all 24 factors. In additi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3 factors to be concentrated for the 
improvement, 9 factors to be kept up because of their good work, 9 factors to have low priority, and 
3 factors to avoid excessive effort.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proposed issues to be considered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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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혼합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 경
제 활동과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초지능, 초연
결, 초실감 등과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
다[1][2].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유
별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관심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더 질 높은 교
육 활동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절박함에서 비롯
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1]. 

그러한 노력을 교육부의 ‘2020 업무계획’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
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며, 온라
인 협업학습과 같은 ICT 활용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가
급 무선 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3].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며, 그 수업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4-7].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각종 테크놀로지가 발
달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축
소될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며 자신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능동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풍
부한 학습 상황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역할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 

교사가 목표로 하는 최선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칭할 때, 그 용어가 갖는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특성 때
문에 좋은 수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
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공감하는 좋은 수업의 요소
들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요소들이 좋은 수업
을 실행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9][10].

많은 선행 연구들이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을 파악하려 하였지만 중요하게 인식된 좋은 수업의 특
징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좋
은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4]. 또한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 수준을 분석했던 소수의 연구도 현
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다. 2020년 초에 교육부가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예
비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교사대 교육과
정을 개편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3]. 이에 예비교사
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좋
은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중요도와 실행 수준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초등 예비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들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좋은 수업에 대한 시각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좋은 수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 개념을 정의하
고 특성을 탐색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좋은’이라는 
단어가 갖는 주관성과 상대성 그리고 ‘수업’이라는 단어
가 갖는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좋은 수업’에 대한 탐색
은 쉽지 않다[1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이 
추구하는 공통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교사가 이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실행할 때 
좋은 수업은 실현될 수 있다[9][10].

좋은 수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어 왔다. 이에 시대 변화에 
따른 그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
거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수업은 지식의 체계적인 
전수를 통한 학생들의 지력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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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은 다양한 자료, 방
법, 매체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13][14]. 

이후 교육 분야에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도입, 지식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혁신 노력 등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수업의 구성과 실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능숙하게 실행하기를 요구받아왔기에 이 세 가
지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구성주의 측면에서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이 능
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탐색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
한다[10][11][13][14].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들이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토의 학습, 협동 학습, 프로
젝트 학습 등을 중시하며, 학교 교육 상황에서 학생 중
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립 러닝과 같은 새로
운 형태의 교수-학습방법도 도입되었다. 평가에 있어서
도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등이 이전 보다 더 강조되
고 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도입은 수업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
생 간의 신뢰에 기초를 둔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학생
들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
하게 되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대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들을 신장하
도록 주력을 기울이게 되었다[1][15]. 이에 따라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게임기반학
습,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등 교수-학습 방법을 변
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개별화된 교육, 학생의 주문에 
의한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
향과 전략’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학
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사고력문
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 학생 개인
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16]. 

이와 더불어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혁신적 변
화를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한 연구[17]는 교육 혁신과 관
련하여 국내의 제도권 안(혁신학교, 자율학교, 일반학
교), 제도권 밖(대안 교육기관) 그리고 ‘OECD 교육 
2030’을 포함한 해외의 교육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자율과 책임의 실행, 관계 회복, 학생들
의 선택권 확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실생활과 연계
된 교육 내용,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참여형 수업, 시간
과 속도의 상대성을 인정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주체
적인 교육 설계자로서의 학생 인정 등이 공통된 특징들
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된 요
구가 전통적인 수업에 대한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강의식 수업은 객
관적인 정보를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에 학생이나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중
요한 수업 방식이다[10].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좋은 수업
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특성의 
폭이 넓혀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대상 학생이나 학습 
내용의 특성, 수업 상황 등에 맞게 주요 요소들을 선택
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
서 나열한 여러 변화 요소들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여 
그 요소들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 인식과 실행 수
준을 분석하였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좋
은 수업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
적 접근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시적 접근을 했던 선행연구 사례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은희와 유준호[5]는 심층면담과 저널
쓰기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과 예비초등교사들이 좋은 
수업의 공통 요건으로 ‘활동중심 수업’과 ‘학생중심 수
업’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신재한[12]은 Q방법을 사용
하여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유형으로 ‘학
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수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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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업’, ‘학생이 자신감과 성취
감을 경험하는 수업’,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잘 이
루어지는 수업’ 등과 같은 4가지를 제안하였다. 조규진, 
김도기와 김명수[7]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인식하
는 좋은 수업의 조건을 탐색하고, ‘짜임새 있는 수업 설
계’, ‘효과적인 언어적 전달력’, ‘효과적인 시청각적 전달
력’,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와 상호작용’,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업목표 도달’ 등과 같은 5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김무길[9]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풍부
한 교수매체가 활용되는 수업’, ‘효율적 교수전략이 수
립된 수업’,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수업’과 같은 3가지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박희진, 
성경환과 권동택[10]은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면
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수업을 ‘교과 내용 전
달을 위해 잘 구조화된 수업’,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
한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
량을 키워주는 수업’, ‘학생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학생
중심수업’,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활발한 수업’, ‘학생
의 학습을 위해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있는 수업’, ‘학생
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준비하고 노력한 수업’의 7가지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을 미시적 
수준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수업
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서경혜[11]는 초중등학교 교사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교과내용과 관련한 ‘전
달’, 학생들의 지식 구성 활동과 관련한 ‘구성’, 상호작
용 및 상호 신뢰와 관련한 ‘관계’ 그리고 수업목표 달성
과 관련한 ‘결과’를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4가지 주요 
관점으로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된 
조난심 외[18]의 연구는  ‘수업 내용’, ‘수업 방법’, ‘수업 
환경’과 ‘학생 평가’를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과 관련된 주요 조건들을 동시
에 만족시키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수업의 전 영역(내용, 방법, 환경, 평가)을 종합
적으로 다루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권성연[4]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위의 조난심 외의 연구가 제안
한 4가지 영역들 각각에 대해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

을 도출하여 좋은 수업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
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6개 요소, 교육 방
법에 대한 10개 요소, 교육 환경에 대한 5개 요소 그리
고 교육 평가에 대한 3개 요소를 추출하여 모두 24개의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좋은 수
업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던 
연구들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좋은 수
업을 구성하는 영역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주요 요소
들을 추출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
에서 여러 영역들과 각 영역별 주요 요소들에 대한 예
비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의 좋은 수업에 초점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유형이나 조건을 분류하거나(예: [7][12]),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거나(예: [13][14]), 좋
은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예: [4][5][10][19])하거나, 
또는 교과와 연계하여 좋은 수업의 특성을 분석(예: 
[6][20])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수업의 특성을 
모색하였다. 초등 교육과 관련하여 좋은 수업의 특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여 수행되었으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소수(예: [5][6][10])에 제한된다. 예비교사 교육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 방법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분석하자
면,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현
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
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좋
은 수업과 관련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
들(예: [4][21][22])이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중
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했던 선행 연구들은 모두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
으로 좋은 수업과 관련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
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예
비교사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의 실태 파악과 더불
어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요
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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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C대학교에 2020년 1학기에 컴퓨터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던 4학년 7개 전공분야의 예비교
사 157명이었다. 총 17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
며, 이 중 13명이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여 연구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4
명(21.7%) 그리고 여학생이 123명(78.3%)이었다. 전공 
계열별로는 문과계열 47명(29.9%), 이과계열 48명
(30.6%) 그리고 예체능계열 62명(39.5%)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권성연[4]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24가지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조난심 외의 연구[18]가 제시한 수업의 주요 4가지 영
역(내용, 방법, 환경 및 분위기, 평가)별로 정리하여 개
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해 교육공학 
전문가 1인, 교육평가 전문가 1인과 수석교사 2인의 검
토를 받았으며, 문항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 요소들에 대해 좋은 수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주요 특성으로 인식하는 정도(중요도)
와 자신이 실제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실행도)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5)’까지 그리고 실행도의 
경우에는  ‘매우 못한다(1)’에서 ‘매우 잘한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가지 영역별 
중요도 및 실행도와 관련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수업의 주요 영역 중요도 관련 신뢰도 실행도 관련 신뢰도
교육 내용 .837 .848

교육 방법 .886 .875

교육 환경과 분위기 .745 .830

교육 평가 .716 .829

표 1. 주요 영역별 설문 문항의 신뢰도

3. 자료 분석 방법

초등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
준과 실행도를 비교분석하고자 먼저 좋은 수업과 관련
한 영역별 세부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 예비교사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응답의 평
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x축에는 실행도를 그리고 y축
에는 중요도를 놓고, 각 항목별 요소들의 중요도와 실
행도 점수를 그래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그래프에서 위치한 영역에 따라 개선을 위해 노력
해야 할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23]. 중요도와 실행도
가 모두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하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중요도는 높은데 
실행도는 낮은 2사분면에 위치하면 집중적으로 노력하
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한,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 위치하면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고, 중요도는 낮은데 실행도가 
높은 4사분면에 위치하면 이미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기에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중
요
도  

개선 노력 집중
(Concentrate Here)

좋은 상태 유지
(Keep Up the Good Work)

낮은 우선순위
(Low Priority)

과잉 노력 지양
(Possible Overkill)

실행도 

그림 1. 중요도-실행도 좌표

IV. 연구 결과

1.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4개 영역에서 좋은 수업과 관련한 주요 요소들에 대
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 
내용’ 영역과 관련한 6개 요소 모두에 대해 중요도와 실
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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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 것은 ‘문제해결능력, 추
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
용을 구성한 수업’이었으며, 가장 작은 차이가 발견된 
것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
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학생의 
(사전)지식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이었으
며,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기본적이고 구체
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
이었고,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
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
업’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한편 실행도에 대해서는 ‘학
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
성한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실행도

차이 t

학생의 (사전)지식수준에 맞
게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
(C1)

4.541
(.5828)

3.427
(.7613) 1.114 15.187***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
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2)

4.471
(.6051)

3.605
(.7575) 0.866 12.799***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C3)

4.503
(.6758)

3.516
(.7812) 0.987 13.059***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4)

4.223
(.7215)

3.420
(.7436) 0.803 10.735***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5)

4.490
(.6367)

3.325
(.8859) 1.165 14.435***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
업(C6)

4.331
(.7458)

3.146
(.9116) 1.185 14.320***

표 2. 교육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p<.001

‘교육 방법’ 영역의 10가지 주요 요소들에 대해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요소들 모두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
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
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에 대
해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수업의 목표와 학생
에게 기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수업’에 대해 
가장 작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던 요소는 ‘질문
과 답변, 피드백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수업’이었으며, 이와 비교할 때 ‘학생에게 
많은 권한, 책임과 선택권을 주는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강
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플립러닝, 실험 등)
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한편, 실행도
는 ‘수업의 목표와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
을 사용하는 수업’에 대한 점수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
다. 이와 비교할 때, ‘다양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
일을 반영하는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
음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강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
트학습, 플립러닝, 실험 등)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실
행도가 낮았다.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실행도

차이 t

수업의 목표와 학생에게 기
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
하는 수업(M1)

4.401
(.6589)

3.650
(.7413) 0.751 11.149***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업
(M2)

4.605
(.5402)

3.650
(.7059) 0.955 15.531***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잘 조
직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해주는 수업(M3)

4.548
(.6248)

3.497
(.7392) 1.051 15.167***

다양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
(M4)

4.439
(.6825)

3.134
(.8328) 1.305 16.396***

다양한 교육방법(강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플
립러닝, 실험 등)을 활용하
는 수업(M5)

4.268
(.7957)

3.153
(.8855) 1.115 13.542***

다양한 교구, 매체와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M6)

4.299
(.7718)

3.376
(.8197) 0.923 11.918***

학생에게 많은 권한, 책임과 
선택권을 주는 수업(M7)

4.217
(.7706)

3.197
(.8506) 1.020 13.248***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을 위주로 하는 수업(M8)

4.554
(.6242)

3.599
(.8538) 0.955 13.610***

질문과 답변, 피드백 등 교
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수업(M9)

4.631
(.5345)

3.599
(.8075) 1.032 14.227***

학생 간에 상호작용과 협동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
(M10)

4.624
(.6036)

3.605
(.8826) 1.019 13.832***

표 3. 교육 방법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p<.001

‘교육 환경과 분위기’ 영역의 5가지 주요 요소들에 대
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소들 모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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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실 내 규칙
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보였고, ‘물리적
인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에 대해 가장 작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던 요소는 ‘교사
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이
었으며, ‘물리적인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실행 수
준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실행도

차이 t

물리적인 환경이 잘 구비되
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E1)

4.217
(.6917)

3.510
(.7478) 0.707 9.915***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
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
업(E2)

4.420
(.6615)

3.363
(.8177) 1.057 13.400***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의 수업(E3)

4.609
(.6177)

3.744
(.8181) 0.865 11.980***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
(E4)

4.783
(.4712)

3.764
(.8254) 1.019 14.156***

학생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수업(E5)

4.669
(.5237)

3.662
(.8363) 1.007 13.456***

표 4. 교육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p<.001

마지막으로 ‘교육 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3가지 주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소들 모두에 대해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의 기
억이 아닌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 이해와 적용을 평가
하는 수업’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가장 큰 차이
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평소 수업 활동
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에 대한 점수가 가
장 높았다.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실행도

차이 t

평소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A1)

4.580
(.5897)

3.414
(.7848) 1.166 15.434***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나 
개인의 발전 정도에 따른 평
가를 실행하는 수업(A2)

4.497
(.6852)

3.369
(.8029) 1.128 13.800***

지식의 기억이 아닌 깊이 있
는 수준의 지식 이해와 적용
을 평가하는 수업(A3)

4.484
(.6365)

3.261
(.8559) 1.223 15.265***

표 5.교육 평가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p<.001

2. 중요도-실행도 분석

예비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
화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y축으로 하고 
실행도를 x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나뉘어진 사
분면에 각 영역별 세부 요소들의 점수들을 위치시키고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
와 같다.

그림 2. 좋은 수업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그래프에서 점수가 분포된 위치에 따라서 세부 요소
들의 개선 방안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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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로 구분된 개선 방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
져야 할 부분은 2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들로서, 이 요소
들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이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지만 
실행도가 낮기에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교육 내용 영역에서 학생의 지식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수업과 교육 평가 영역에서 수행평가
를 실시하는 수업 및 절대평가와 개인의 발전 정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선적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실행도 역시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 구
성, 학생의 흥미와 동기 자극,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
위기 등을 포함하여 3개 영역에서 모두 9가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소들은 현재 중요성도 높게 인
식되고, 좋은 실행도를 보이기에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이 모두 낮
아서 3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들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다루는 수업,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 능
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 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수업, 심화 수준의 지식 이해와 적
용을 평가하는 수업 등 4개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들
이다. 이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실행 수준도 낮기에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가 
낮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실행도가 
높아서 4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수업 내용 구성, 수업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
는 수업, 물리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진 수업과 같이 3
개 영역에서 3개 요소들이었다. 이 요소들은 중요도와 
비교할 때 실행도가 더 높기에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이에 따
라서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 왔다
[5][6][10]. 교육부[3] 역시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
원 종합대책(‘(가칭)교원정책 2030’)을 수립하겠다는 계
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
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고, 예비교사 교육에
서 개선해야 할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의 2가지 측
면에서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4가지 영역의 주요 요소들 모
두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
육에서 전반적으로 실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며, 각 영역별로 특별히 

구분 좋은 수업 구성 요소

좋은
상태
유지
(1사
분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C3)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업(M2)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잘 조직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수업(M3)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는 수업(M8)
질문과 답변, 피드백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M9)
학생 간에 상호작용과 협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M10)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E3)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E4)
학생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수업(E5)

개선
노력
집중
(2사
분면) 

학생의 (사전)지식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1)

평소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A1)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나 개인의 발전 정도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는 
수업(A2)

낮은
우선
순위
(3사
분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
(C4)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
성한 수업(C5)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
을 구성한 수업(C6)
다양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M4)
다양한 교육방법(강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플립러닝, 실험 등)
을 활용하는 수업(M5)
다양한 교구, 매체와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M6)
학생에게 많은 권한, 책임과 선택권을 주는 수업(M7)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E2)
지식의 기억이 아닌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는 수업
(A3)

과잉
노력
지양
(4사
분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2)

수업의 목표와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수업(M1)

물리적인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E1)

표 6. 중요도-실행도 분석에 따른 4가지 개선 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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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먼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살펴보자면, ‘학생의 지식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가장 
컸다는 결과에서 예비교사들이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
업을 중시하고 있고, 그 인식이 교육 현장에서 구성주
의적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
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
은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을 통해 개별화된 
적응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지원
이 가능하며[1][16][24][25], 교육부[16] 역시 이를 고
려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한 교육 전략 중 하나로 개
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명시한 바 있다. 향후 교육은 테크롤로
지가 융합된 수업을 중시할 것이기에 교사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사회 변
화에 따라 학생 중심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과 고차
원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을 중시하게 되었다[13][16][26]. 이러한 경
향과 관련하여,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차원
적 사고 개발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는 모
두 낮게 나타났고,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의 교
육 변화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 피드백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예: [7][12][18])의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수업
의 목표와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수업’에 대한 실행도 점수가 높았던 것은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주도하는 방법에 대한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양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에 대한 실행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
났고, 중요도와 실행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교육부[16]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미래교육을 위한 주
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의 실행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
불어서 ‘다양한 교육 방법(강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
트학습, 플립러닝, 실험 등)을 활용하는 수업’과 관련한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게 나타난 결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프로젝트기반학습, 게임기반학습, 협동
학습,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1][17][27].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방법 도입의 필요를 인식하
고,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하겠다. 

교육 환경과 분위기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 신
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
식과 실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상호 존중하는 분위
기는 다른 연구들(예: [5][10][11])에서도 좋은 수업과 
관련한 주요 요소로 제안된 바 있다. 또한 ‘교실 내 규
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
한 실행도가 가장 낮았고,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소는 학교 현장에서 초
등학생들과 실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그 실행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대상 교육에서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소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현 교육의 문제를 전문가
들이 진단한 결과, 학교교육의 문제들 중에서 객관식 
평가에 의해 경쟁적 서열화를 강조하는 교육이 가장 심
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1].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
회 변화와 미래를 전망한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
은 연구들(예: [11][17][26])이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지
적한 바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예비교사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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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사분
면과 3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들이 많았다. 이 결과는 예
비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한 만큼 실행 수준도 갖추게 된
다는 경향을 보여주기에 좋은 수업의 주요 요소들에 대
한 예비교사의 중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밝혀준다.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을 각 영역별로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일상생활
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C3)’이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유지해야 할 요소이며, ‘학생의 
(사전)지식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1)’이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4)’,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
(C5)’,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 개발
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C6)’과 같은 
3가지 요소들이 낮은 중요도와 실행도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 수업’은 중요도 인식은 낮지만 실행도가 
높기에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요소는 없었으며, ‘다양한 
학생의 특성, 능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업(M4)’, ‘다
양한 교육방법(강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플
립러닝, 실험 등)을 활용하는 수업(M5)’, ‘다양한 교구, 
매체와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M6)’, ‘학생에게 많
은 권한, 책임과 선택권을 주는 수업(M7)’ 등의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그리고 ‘수
업의 목표와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
는 수업(M1)’에 대해서는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비교할 때, ‘질문과 답변, 피드백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
(M9)’을 포함한 나머지 5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과 분위기 측면에서도 개선 노력
을 집중해야 할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할 
때,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

는 수업(E2)’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그리고 ‘물리
적인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E1)’은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
업(E4)’,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E3)’, ‘학
생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수업(E5)’과 
같은 3가지 요소들은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평가의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
이기에 유지해야하는 요소와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하
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수업 활동과 연계하
여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A1)’과 ‘상대평가보다는 절대
평가나 개인의 발전 정도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는 수업
(A2)’ 요소들은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하는 것으로, 그리
고 ‘지식의 기억이 아닌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는 수업(A3)’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교육부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다
양한 테크놀로지, 교육수요 등에 맞춘 교육 방법 및 평
가방법 혁신, 교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
나 그 추진 속도가 부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 학
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하여 교
육 방법과 교육 평가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
울여야 하겠다.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해 발견된 개
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요소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좋
은 상태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
도록 관리하며,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비교사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예비교사 교육에 반영함에 있어서 좋은 수업
의 주요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인 특성을 갖기에[10], 좋은 수업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
해 복합적이며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지도할 필
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요도에 가중치를 주어 요구의 우
선순위를 파악하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방법과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등 보다 다양
한 방법으로 좋은 수업 운영과 관련한 요구 분석을 수
행하고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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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년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예
비교사 교육의 세부적인 지도 방안을 교육 실습과 연계
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대두되
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교육과 관련한 
좋은 수업의 특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교사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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