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학습에서 형태표현의 창의적 감각을 기르는 아이디어 계발 자료
미술교육의 주된 목적인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들이 지닌
인습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상을 초월한 색채와 형태의
표현을 체험 함으로써 디자인
학습에의 강한 흥미를 유발하고
표현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본 자료는 개발되었다.
1) 전동 모터를 이용한 회전원판
-인버터 스위치를 이용한 회전속도
조절이 자유로운 원반위에 도화지
및 각종 오브제를 쉽게 고정시킬수 있는 장치를 하였다2) 회전 원통
-4절, 5절, 6절, 8절,16절의 직사각형 도화지를 고정시킬수 있는 회전원통3) 좌우 진동판
-진동폭을 조절하고 판위에 4, 5, 6, 8, 16절 도화지를 장착할 수 있는 진동판4) 보조 자료
◎ 기계 자료 : 회전판용 오브제 고정판. 붓(모필)지지대. 눈금자. 도화지 크립. 회전혼합실험세트.
진동판용 컴퍼스. 눈금자. 표현용구 지지대.
◎ 표현 자료 : 각종 도화지. 모필. 물감. 크레파스. 사인펜. 물통 등
A. 회전판의 사용법
① 비닐 덮게를 장착한 후 회전판을 돌려 도자기 성형의 물래로 사용한다.
② 오브제 장착용 판 위에 각종 오브제를 올려 놓고 회전시의 형태변화를 감상한다.
③ 색의 회전혼합 세트를 차례로 장착한 후 회전혼합의 현상을 관찰한다.
④ 도화지를 장착한후 회전속도를 조절하며 붓에 물감을 묻혀 표면에 대고만 있으면 저절로 그림이
그려진다
⑤ ‘원’ ‘직선’ ‘나선’ 등을 선의 굵기나 색채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그릴 수 있다.
⑥ 색채나 명암의 섬세한 변화, 미묘한 복카시 효과를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다.
⑦ 특수학교의 정박아, 유치원생, 초, 중, 고, 전문인에 이르기 까지 필요에 따른 표현을 할수있다.
⑧ 단색, 또는 화려한 각종색이 조화된 색상지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

※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힘에의하여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므로 표현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흥미진진한 가운데 학습을 할수
있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정박아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 까지 그 사용 범위
가 넓어서 자기의 능력, 취양,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깊이
있는 표현을 할수있으며 본 자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
하는 가운데 표현력과 창의력이 크게 신장된다.

(현)

멀티미디어 활용 및 저작 안내
김민구 교수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 공학부)
PC 통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 사회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는
단순 문자 정보에서 그림, 소리, 동화상 정보, 소위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손쉽
게 제작하고 통신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전반적인 활용 분야와 활용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교육에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 방법, 교안 제작 방법 및
이를 위한 저작도구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멀티미디어의 이해
좁은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란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디어
들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이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오디오와 비디오 등은 대부분 아날로그(analog) 방
식을 이용하여 저장되고 재생되어 왔었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 및 전자 기술의 발달로 오디오와 비디오
들도 디지탈(digital) 데이터로 손쉽게 저장되고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내에 저장되는 디지탈
데이터는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를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 원하는 용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편집할 경우 원하는 위치의 비디어 데이터를 복사
하거나 변경, 재생하는 것이 컴퓨터 명령어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 그밖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화면을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들로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멀티미디어는 좁은 의미의 뜻 이외에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기술,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데이터 축약 기술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사실상 멀티미디어의 이용이 대
중화 된 근본 원인 중의 하나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1분 정도의 비디오 데이터를 디지탈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하려면 약 1G 바이트(약 10억 글자의 양)
정도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많은 데이터를 1분 동안에 재생하
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약 1/100 이하로 축약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사용하므로 비디오 데이터를 쉽게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축약 기술은 통신의 전송량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으로 디지탈 방송, 화상 전
화 등의 멀티미디어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
2. 멀티미디어의 활용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분야는 통신, 방송, 오락,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넓으며,
21세기를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화 방식도 디지탈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개인휴대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의 등장으로 디지탈 방식은 물론 화상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성통신, 케이
블망, 데이터망, 전화망 등이 복합적으로 통신, 방송 등에 사용될 것이다. 2010년경에 초고속망이 완성되
면 화상전화, 화상회의, 인터넷의 이용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더욱 보편화되리라 예상된다.

TV 방송도 디지탈 방송으로 화질이 고급화되고 HDTV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보급되어 컴퓨터와
TV의 구분이 어려운 가전제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소위 VOD(Video On Demand)와 같이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골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미, 인터넷 TV나 케이블 망을 이용
한 인터넷 접속, 전자 상거래의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영화 분야에서는 고급의 그래픽, 애니메이션 기술이 이용되고 대화용(interactive) 영화의 등장이 예
상된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 첨단 애니메이션과 음향 기술을 이용한 만화, 게임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이용한 게임으로 이미 상용화된 Maddog McGree라는 타이틀이 있다. 이
타이틀은 서부영화를 배경으로 사용자의 총 솜씨에 따라 스토리의 전개가 달라지는 최신 게임 타이틀이
다.
교육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멀티미디
어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가상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학
습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다양한 학습교재(멀티미디어 타이틀), 전자교과서 등이 출현 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일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 화폐 등의 개념이
바뀌고 사무, 행정의 업무가 바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대부분 컴퓨터의 통제에
따라 조정되고, 보안, 관리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3.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가장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시청각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이다. 인터넷, CD 타이틀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시청각 교육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수업 전에 자료 수
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각종 웹 사이트를 찾아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에듀넷(edunet.nmc.nm.kr)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다. 에듀넷은 현재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이다. 또한 교사들이 좋은 자료를 만들어 무료 혹은 유료로 에듀넷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웹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CD 타이틀, 예를 들어 전자 백과사전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방법은 단순히 있는 자료를 보여 주는 수준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안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나 학생들이 그림, 동화상, 음악, 대사, 글 등을 이용하
여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 발표함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힐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개인 학습용 교안으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연습할
수 있는 교안 또는 교육용 타이틀이다. 교육용 타이틀은 크게 나누어, 단순반복형, 시뮬레이션형, 게임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러한 형태를 혼합한 타이틀도 있다.
단순 반복형은 전자교과서의 형태로 일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교사 위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기
존의 책과 다른 것은 음성, 영상 등이 지원되고 간단한 상호작용을 학습자의 대답에 따라 학습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시뮬레이션형은 비싼 실험장비로 인하여 혹은 직접 실험을 하면 위험한 경우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 혹은 기구 사용을 연습하므로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다. 게임
형은 게임을 통한 학습으로 학습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여 학습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교육용 타이틀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수학계산 연습, 영어 회화, 가상적인 개구리 해
부, 화학실험, 악기 연습, 색칠하기 등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네 번째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험 학습 또는 열린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열린 학습 프로그
램의 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그 활용 방법을 설명하
기로 하겠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대하여 학습을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하여 3-4명 단위로 팀을 만들
어 임진왜란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간단한 타이틀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1-2개월 정도 꾸준히 팀별로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기 쉬운 멀
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간단한 타이틀을 만들게 된다. 다 만든 후 최종 시사회를 통하여 타이틀
을 발표하고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각 팀별의 주제는 가급적 다른 것을 선정하여 여러 학생들의 자료
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거나,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혹은 이순신 장군 영화, 비디오 자료, 인터넷, 소
설, 동화, 음악, 라디오 드라마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팀별로 타이틀 제작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야한다. 따라서, 교사들도 한 사람이 아
니라 팀으로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은 무수히 많으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멀티미디어나
컴퓨터는 단순히 교육 보조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내용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사들이 단순발표 자료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 교안 혹은 타
이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4. 멀티미디어 저작
그림, 글씨, 비디오, 오디오 등을 이용하여 단순 발표용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저작도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owerPoint가 대표적이
다. 국내 제품으로는 칵테일97(98)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물론 더 간단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글, MS-Word 등과 같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단순한 발표용 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의 교안 혹은 개별 학습용 타이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타이틀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누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상업적 타이틀 제작 단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교사들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준에서의 제작 단계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시장조사 및 개념 정립
(2) 기획(Planning)
(3) 설계(Design)
(4) 미디어 제작(Production)
(5) 저작(Authoring)
(6) 검사(Testing)

(7) 대량생산(Mass Production)
여기서, 우리는 위의 일곱 단계를 기획, 설계, 저작, 검사의 네 단계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로 하겠
다. 기획 단계에서는 타이틀의 전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참여할 인원, 사용할 대상, 예산 및 일정 등을
정한다. 참여할 인원은 타이틀 주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디자인 기술, 프로그램 기술,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이틀의 내용을 스토리보드의 형태로 만드는 일이 주가 된다. 영화나
연극을 만들 경우 대본을 만들어 사용하듯이 타이틀을 제작할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스토리보트를 만들
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작할 타이틀의 모든 화면에 포함되는 글과 멘트에 대한 원고는 물론
그림, 비디오 등에 대한 스케치를 가능하면 색깔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는다. 예
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이용하여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다.
타이틀이름: 보물

씬이름: 도입

컷이름: 로고

설 명
1.

배경음악으로 비
발디의

보 물

약 10초

사계가
동안

흐른다.
2.

중간에

안녕하

세요!

보물을

찾으러 갑시다”
라는 멘트가 나
온다.
3.

로고그씨가 애니
메이션 되어 나
온다.

스토리보드의 예
설계가 끝난 다음 저작 단계에서는 각각의 미디어, 즉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
과 편집 과정을 거쳐 하나 하나를 미디어 클립화 하는 작업을 거친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새로 타이핑
하거나 이미 컴퓨터에 입력된 부분을 편집하는 작업이 따르게 된다.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이용할 경우에
는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스캐너로 입력할 수도 있으나 한글의 경우 아직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하
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얻는다.
비디오의 경우에는 디지털 비디오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편집한다. 사운드의 경우에는 녹음된 효과
음이나 음성, 또는 연주를 D/A 컨버터를 통하여 PCM(Pulse Coded Modulation)방식의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녹음된 상태를 CD-DA(Compact Disc - Digital Audio)의 오
디오 트랙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사운드의 경우에도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음의 경우에는 MIDI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클립을 제작한다.
각 클립이 완성된 다음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최종 타이틀을 완성하는 과정이 남는다.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도형의 처리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제작된 각 미디
어 클립을 저작 도구를 통하여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에서 설계된 대로 전체를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타이틀을 시험 수행하여 검사를 한다.
나머지 두 장에서는 각 미디어를 제작하는 미디어 저작도구와 미디어들을 통합하여 타이틀을 제작
하는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소개하려 한다.
5. 미디어 저작도구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다섯 가
지의 미디어 저작도구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텍스트는 정지된 문자 미디어를 말한다. 텍스트는 ASCII 코드나 EBCDIC 코드와 같이 단순히 문자
하나를 한 바이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의 크기 형태 등을 포함하여 두 바이트 이상으로 표
현하는 리치 텍스트(rich text)가 요즘에는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문자의 크기와 다양한 글씨체 등을 이
용하여 인쇄 및 발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리치 텍스트의 경우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같는 문자들의 집합을 폰트(font)라고 한다. 폰트의 형태는 예를 들면, 고딕체, 명조체 등과 같은 글씨체
의 구분과 굵음(bold face), 흘림(italic) 등의 스타일이 있다. 폰트의 크기는 보통 포인트(point)를 단위로
한다. 대표적인 외국 상품으로는 워드프로세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글이 있다.
정지한 이미지는 선, 원, 사각형, 타원 등의 기본 요소를 이용하여 그려진 벡터 이미지(Vector
image)와 비트맵(bitmap) 이미지 혹은 래스터(raster)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래픽 도
구를 이용하여 건축 설계 도면이나, 만화, 삽화, 표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는 스캐너
(scanner)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입력받아 페인팅 도구 혹은 이미지 편집기 등으로 특수 효과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사의 Photoshop,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mage Composer 등을 들
수 있다. 벡터 이미지를 저작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코렐사의 CorelDraw, 어도비사의 Illustrator 등이
있다.
비디오 미디어는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캡처할 경우 오디오와 동시에 캡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캡처된 파일을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을 하게된다. 대표적인 편집기로는 프레미어를 들
수 있다. 비디오 파일 형식으로 많이 쓰는 것은 Macintosh의 경우는 QuickTime의 Movie 파일, IBM
PC의 경우는 AVI 파일, MPEG 파일 등이 있다. 비디오 미디어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제작
하기도 한다. 단순한 애니메이션은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가 포함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만으로도 충
분하나,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애니메이션 전용의 도구가 사용된다. 애니메이션 저작
도구는 매킨토시의 경우 마크로미디어 (Macromedia)사의 디렉터(Director), IBM PC의 경우에는 오토
데스크(Autodesk)사의 애니메이터(Animator)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렉터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외에 하이퍼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 멀티미디어 저작 도
구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3차원 애니메이션을 위하여는 3-D Studio(DOS 버전, 윈도우95 버전으로

는 3-D MAX)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차원 렌더링, 모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6.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에는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새빛,
GREAT, 시스템공학연구소의 MATIC(Mutimedia Authoring Tool for Interactive Coursewere), 프로텍
사의 한올, 계몽교육정보의 그림터 등이 있다. 국외에서 개발된 저작 도구로는 미국 Asymetrix의 툴북
(Toolbook), 매크로 미디어(Macromedia Inc.)의 오소웨어 프로페셔널(Authorware Professional), 디텍터
(director), 미국의 AimTech의 아이콘오서(IcornAuthor) 등이 있다.
위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는 저작 기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저작할 때에
사용하는 메타포어(Metaphore)에 따라 흐름도(Flowchart) 방식, 책(Book) 방식 및 시간선(Timeline) 방
식, 혼합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흐름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정적인 구조보다는 타이틀의 동적인 제어 흐름을 표현하는 방
식이므로 흐름도 방식의 저작 도구는 하이퍼미디어 형태의 정적인 타이틀보다는 저작자의 동적인 시나
리오가 많이 방영되는 프리젠테이션이나 교육 및 훈련용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그리고 스크립
트 언어를 쓰지 않고도 고급 수준의 타이틀을 저작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
들이 쉽게 배워서 사용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흐름도 방식에서도 흐름도로 모든 제어 흐름을 나타낼
수는 없으므로 변수에 값을 배정하거나 외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스크립트 언어가 제
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용 저작도구 중에는 오서웨어(Authorware) 및 아이콘오서(IconAuthor)가 흐
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저작도구로는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새빛 등이 있다.
책 방식은 책과 유사한 형태의 타이틀을 만드는 데는 매우 편리하며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저작
자는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다양한 입력에 대한 제어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방식은 세 방식 중 가
장 객체 지향 모델(Object-Oriented Model)에 가까운 방식이며, 버튼, 필드, 페이지등 각 객체들의 동작
을 그 객체에 연결된 스크립트 문장을 통해 기술한다. 상용 저작 도구 중에는 Asymetrix사에서 개발한
툴북(ToolBook)이 책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개발중인 제품으로는 시스템공학센터에서 개발 중인
MATIC(Mutimedia Authring Tool for Interactive Coourseware)이 책방식으로 되어 있다.
시간선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미디어 파일들간의 동시 실행관계를 프레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
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에서도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제어 흐름은 스크림트 언어를 이용
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용자의 입력이 많지 않고 화려한 화면 효과나 오디오가 필요
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제품 홍보 타이틀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 방식은 프로그래밍 모델 면에서만
보면 애니메이션 도구나 비디오 편집 도구와 유사하다. 실제로 시간선 방식의 저작도구인 매크러미디어
사의 디렉터(Director)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혼합 방식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메타포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타이틀의 기획을 위하여
는 흐름도 방식을 저작을 위하여는 책방식과 시간줄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저작 도구로
는 계몽교육정보의 그림터를 들 수 있다. 그림터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서버에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하여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기획
과 저작 단계를 모두 컴퓨터에서 이루질 수 있게 하여 기획과 저작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다.

Ⅰ. 서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Ⅰ-1 인터넷의 중요성
세상은 온통 인터넷이라는 말로 뒤덮여 있다. 방송은 말할 것도 없이 신문이나 잡지에도 인터
넷에 관한 기사나 컴퓨터에 관한 기사가 버젓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기도 한다. 또 해마다 인터
넷을 이용하는 인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게된 것은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이라는 멀티미디어를 구현해주는
인터넷 기술 덕분 때문이다. 이러한 WWW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용상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
나 연구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WWW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무척 쉬워졌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된 것도 인터넷을 대중화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인터넷의 이용가치는 비교적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이다.
첫째로 정보의 신속성이다.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의 유명한 명화를 감상하기 위해 도서관이
나 책방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감상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동시
에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로 기존의 미디어(신문,방송,책)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하는 유일한 대안이
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책을 통해 바로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인터넷이 그 유일한 대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핫 핫 핫 (Hot Hot Hot)이라는 레스
토랑이 올(’98) 8월에 제공하는 특별 양념 소스(sauce)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길뿐이다.
(정답은 http://www.hot.presence.com/hhh/index.shtml)
이렇게 인터넷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인터넷은 가장 빠른 정보의 제공자로 우리 생활속에 완전히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이 대중화 된 요즈음은 ‘어떻게 인터넷을 대중화 시킬 것인가 ?’ 라는 문제보다는 ‘인터
넷의 느린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단점은 느린 속도에 있다. 과거에 비하면 통신 속도는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
지만은 아직도 각종 멀티미디어를 웹상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기란 부족한 면이 많다.
대중화된 인터넷 교통의 폭증으로 인하여 하드웨어나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그리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상당
한 기대를 걸고 발을 들여 놓았다가 너무 느린 인터넷의 속도에 실망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CD-ROM이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어 사용하는
병존 체제가 한동안 계속 되리라고 본다. 그러면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방버에 대해 알아보자.

Ⅱ. 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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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CD-ROM 상에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방법
가) program language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이 방법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세세한 분야까지 원하는 나
름대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용
자에게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까지 에는 많은 시간과 눈물겨운 노력을 요구한다. 멀
티미디어 프로그램을 program language로만 구현하는 것은 마치 빌딩을 짓는데 오직 벽돌과
시멘트만을 사용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빌딩과 같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블록이나
철근 구조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소위 멀티미디어 타
이틀이나 프레젠테이션에는 program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적 요소나 오락적인 기능 강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전히
필수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일반
프로그램 언어 보다는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기능도 강력해서 웬만한 멀티미디어 프로그
램을 제작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고 제작 시간도 상당히 적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주
특성인 미디어의 미적 요소를 다듬기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다면 그것 이야 말로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배우기가 쉬우면서
도 기능도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는 배우기 쉬운 것은 기능이 강력하지 못하고 기능이 강력한 것은 배우
기가 난해한 단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는 배우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으면서 기능도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 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디렉터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디렉터는 영화제작의 개념을 가진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듯이 디렉터 프로그램은 ‘스코어’라는 각본에 따라
디지털 영화를 진행해 간다. 이러한 점은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의 장점인 배우기 쉽다는 명제를
만족 시킨다. 디렉터에서 우리는 각종 멀티미디어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스
코어(시나리오)를 만들고 상호 작용을 부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렉터용 무비는
(흔히 디렉터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무비라고 부른다)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멋지
게 상영 될 수 있다. 그러면 복잡하고 강력한 에니메이션이나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디렉터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링고를 제시한다. 링고는 디렉터에서 사용
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이 링고는 기존의 베이직과 매우 유사하므로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강력하기도 하다. 따라서 디렉터에서 보다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링고를 사용하면 된다. 디렉터에서 링고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 2 -

디렉터의 매력은 다양한 기능(특히 상호 작용적인 요소)을 구현해 주는 링고의 강력함에 있다.
디렉터는 스코어와 링고를 기반으로 하는 멋진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이다.
다) web browser를 이용한 web 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에서의 멀티미디어는 기존의 HTML언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각종 플러그
인 프로그램(웹 브라우저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비 표준적인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 기술을 인식
하고 구현해주는 웹 브라우저 추가 설치용 프로그램)이나 움직이는 GIF파일을 이용한 덕분에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웹브라우져를
CD-ROM에 포함시키 배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미 웹 브라우저가 설치 되어있으면 훌륭한 멀티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보급할 수 있다. 더욱이 간단한 수정을 통하여 웹 상에 게시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강점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은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멀티 미디어 저작도구의 강력하고 화려한 기능을 웹을 기반으로 하는
HYPER TEXT 기능에다 단순히 움직이는 GIF파일 정도로 맞서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도 대답이라도 하듯이 요즈음에 웹상에서 수많은 화제를 뿌리며 등장한 것이 맥
크로미디어사의 FLASH다. 기존의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에 못지않은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에니메이션과 상호 작용 요소를 겸비한 플러그인 용 프로그램이다. FLASH를
이용하여 웹용 에니매이션을 제작하고 쇽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 HTML에 삽입하게되면 멋진 웹
용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게 된다. 쇽 웨이브라는 플러그 인 프로그램을 사전에 웹 브라우져에 설
치하여야 FLASH용 쇽웨이브 파일을 인식하게 되지만 현재 웹상에서 많은 사용자의 지지를 받
아 사실상의 인터넷 차세대 표준언어가 되리라고 기대된다. 더욱 새로워진 FLASH 3가 98년 5
월 발표되었다. 매크로미디어사는 현재 디렉터와 FLASH를 두 축으로 기존의 CD-ROM 제작분
야나 웹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Ⅱ-2. 인터넷에서의 멀티미디어
이제 인터넷에서도 멀티미디어의 꽃이 활짝 피려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저작 도구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HTML
태그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데는 제약이 많으며 저작도구가 CD-ROM상에서 구현하는것과
같은 상호 작용적인 게임적 요소를 구현하는 것은 그 속도나 능력면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 그렇기는 해도 인터넷의 속도가 기술의 발달로 자꾸 빨라지고 있고 정보 인프라도 상
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빠른 인터넷 Ⅱ를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에 인터넷에서 기존의 CD-ROM과 같은 수준의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쪽으로 웹이 발전
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다. 인터넷 상에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저작도구로는 매크로미디어사
의 디렉터나 어시메트릭스사의 툴북이 인기가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멀티미디
어 저작도구로는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와 디렉터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저작도구를 넘어서
인터넷상에서도 저작 도구가 갖는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화려하게 구현하는데 디렉터나 플래시
가 정말 탁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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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인터넷에서의 툴북과 디렉터
툴북은 훌륭한 멀티미디어 도구이다. 그러나 웹상에서 멀티미디어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러한 흐
름에는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
툴북은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파일을 웹상의 문서 즉 HTML문서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Text는 HTML로
Graphic image는 GIF나 JPEG로
Audio file은 .AU format으로
Button이나 HYPER LINK는 HTML ANCHOR tags로
변환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객체가 겹치면 객체중 하나만 나타남
스크립트는 지원이 안됨
한글의 경우는 처리하는 게 복잡하여 웹문서가 지나치게 무거워짐
불규칙적인 배열의 경우는 표로 처리함으로 문서가 무거워짐
(서울대학교 온라인 강좌중 멀티미디어개론중 저작도구중에서)
결국 CD-ROM이 갖는 강력한 상호 작용적인 기능이 HTML 태그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약
화되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디렉터는 플러그인 방식을 사용한다. 플러그 인 프로그램(웹 브라우져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추가로 설치하여 특정한 웹파일을 실행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져에 설치하
면 디렉터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웹용 쇽 웨이브 파일(1/100-1/200로 크기를 압축)로 홈페이지에
연계시키면 CD-ROM상에서 구현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웹상에서 구현하게 된다. 사실 플러그
인을 설치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약간의 수고를 함으로서 웹상에서 이제까지 HTML
태그(상호 작용을 구현하는데 제한이 많다)로는 구현하지 못하던 화려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러한 수고는 기꺼이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디렉터나 플래시는 아주 적
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요즈음 웹상에서 플래시나 디레터의 쇽웨이브 파일로 만든 화려한 홈페이지를 쉽게 만나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매크로미디어사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가 많은 사용자로부터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HTML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제 3세대 웹의 표준 문서로 매크로 미디어사의 플래시가 거론 되고 있다.

Ⅲ 올바른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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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멀티미디어 저작도구에 대하여

교육용 저작도구(Authoring Tool)란 무엇인가?
얼마전 까지만 해도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은 Borland C, C++, Visual C++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쏘웨어나 툴북, 디렉터 그외의 저작도구들은 자체 프로그램만을 가지고도 일반
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더구나 복잡한 스크립트도 거의 필요 없으며, 가장 비주얼한 환
경에서도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럼, 이런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저작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중적인 디렉터,
오쏘웨어, 툴북을 비롯하여 새빛, Cocktail, 한울등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각
의 특징도 뚜렷하고 장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저작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다.

Ⅲ-2. 저작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물론 저작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섬세한 부분의 개발이나 다른 DLL
과의 확장등이 아직 까다롭게 처리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작도구를 쓰지 않으면 안되
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개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CD 타이틀을 전문 프로그램 언어로 제작하는 경우는 프로그래밍 라인이 수십만 라
인에서 백만 라인으로 넘어 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에러를 찾고 수정하기
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도구를 사용했을 경우는 이런 프로그래밍의 과
정이 생략될 뿐 아니라 제작의 중간 중간에 테스트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러 체크가 용이하
고 강력한 GUI 방식의 제작으로 설계상의 문제점까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제작 후 버그가 거의 없다.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저작도구들은 언어에서 발생된 수많은 버그들을 찾아 보기 힘들다. 아마도
OS와 가장 친숙해야 하는 S/W가 저작도구 일 것이다.
3. 인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S/W를 만들거나 타이틀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엔 프로그래머가 중심 이었다. 하지만 저작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픽, 영상, 사운드등 미디어별로 전문 인원을 배치하고 프로그래머는 최종적으
로 취합하는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한 팀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에서 코드에 신경쓸 시
간과 인원을 보다 감각적인 구성을 잡는데 배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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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훌륭한 저작도구 고르기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의 저작도구들이 나와 있다. 간단한 사진 앨범을 만들거나 개인적인 멀
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만들려면 통신망에 올라온 셰어웨어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멀티미디
어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특별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하려면 저작도구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도구의 선택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1. 용도의 적합성 문제
어떠한 용도에 사용 되는가에 따라서 작업성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웹상에
서 벡터 기술을 이용하여 화려한 멀티미디어를 구현한다면 플래시가 절적한 도구가 될 것이며
웹상에서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멀티미디어를 원한다면 디렉터가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다.
2. 사용의 편의성 문제
저작도구를 다루는 프로그래머 뿐만 아니라 타이틀 제작에 참여하는 팀원들간에 서로 작업의 이
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작도구의 자체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야 한다.
3. 향후 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웹용으로도 동시에 제작함으로서 인터넷
에 탑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야한다.
4. 저작도구의 미래성 검토
저작도구를 사용하려할 때는 가격대 성능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
한 것은 그러한 툴을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마나 꾸준하게 기술을 발전시켜 더욱
좋은 툴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의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계속적인 기술적 지원없이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멀티미디어 세상에서 다시 다른 툴을 선택해서 배워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매크로미디어사의 툴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치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다 볼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듯이 각툴의 장단
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Ⅳ. 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자료가 활용 되려면
미국의 경우 에듀테인먼트라는 (Education+Entertainment)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며 만화를
보듯이, 게임을 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 타이틀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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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에서 몇몇 상업용 교육타이틀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교육자 스스로가 코스웨어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하는 현실이다.
선생님 한분이 멀티미디어 교실을 운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교실에는 멀티미
디어 PC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변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이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VOD나 인
터넷 환경까지 지원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은 미리 준비된 멀티미디어 자료가 없다면 한낯 요란한 장
식품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에듀넷에서 뒤 늦게나마 자료 공유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첫째로는 교과서가 발매 될 때에 전자 교과서도 같이 발표 되어 사용된다면 그 활용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멀티미디어실에서 활용할 멀티
교과서를 목말라하고 있다.
둘째로는 당분간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자체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다. 아쉬운 대로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많이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현실
적이 대안이 될 수가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업체와 교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 우수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행정적 ,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세째로는 교사들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개발을 하기위한 S/W를 구입 해야 하는데 도교육
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어느 툴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선정해서고집하지 말고 우수한 툴을 여
러 가지 선정해 놓고 각 학교의 교사가 원하는 툴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줘야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각종 툴이 경쟁하므로서 결국은 우리가 더좋은 툴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특히 저작 도구는 저작물의 질과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세계적인 흐름에 유
의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네째로는 이미지 편집,드로잉 툴, 사운드,미디 기기, 영상을 편집하는 도구도 필수적이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가 여러
부품 공장의 협력 없이 자동차 생산 회사에서 자동차가 굴러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다.결국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만든 멀티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저작도구
이기 때문이다. (끝) .1998,8 길민호 airsp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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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학습지도안의 실제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김 우 정
멀티미디어 학습지도안이라는 주제가 좀 생소할 것이다. 다만 나름대로 학습지도안에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포함시켜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이라고 생
각하고 작성 방법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1. 멀티미디어의 의미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현재 3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텔레비젼, 비디오, OHP, 슬라이드, 영화, 책, 컴퓨터, 녹음기와 같이 독립된 기
기들을 조합시켜 복수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정의이다.
둘째는 컴퓨터 화면에서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미지, 음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다루
는 것으로 이러한 컴퓨터를 멀티미디어 컴퓨터라고 한다.
셋째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스캐너, 음성 입력장치, 앰프, CD-ROM 플레이어, 제어가
가능한 비디오 디스크 등의 주변기기를 조합한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의미
백영균 교수는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의미로 4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학습자의 정보능력을 키운다.
② 학습자의 종합 표현력을 키운다.
③ 다양한 정보에 기초한 학습을 한다.
④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에 대응한다.
이상과 같이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면 교수-학습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멀티미디어 학습지도안이란?
보통 사용하는 학습지도안은 주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학
습지도안이란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서 문자 외에 소리, 그림, 영상 등의 여러 종류
의 자료들을 통틀어 사용하는 지도안을 말한다. 이러한 지도안은 학교에 보급된 교수
매체 현대화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4. 멀티미디어 지도안의 제작 순서
지도안의 제작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멀티미디어 학습지도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하면 좋은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 이다.1)
1) 김석태, “HOW 지향 컴퓨터 교육에 대한 제언”, 전북과학(제42호), 전라북도과학교육원, 1997.11. pp.14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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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안 ➡ 자료의 개요 ➡ 개체 목록 ➡ 스토리보드
가. 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지도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면 효과가 클 경우에 학습 지도
안의 투입 자료란에 ※등으로 표시한다.
나. 자료의 개요
학습 지도안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투입 목적과
자료의 구성을 간단하게 나타낸다.
자료 투입의 목적 다.빛이 직진하는 성질로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을 알기 쉽게 보여준
자료의 구성
자 료 의 내 용
그림 동영상 소리
1. 원형의 광원이 퍼지는 모습이 나온다.
○
2. “전등에서 나온 빛이 퍼져 나갑니다.”
○
다. 개체 목록 작성
자료를 제작할 때 필요한 개체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자료의 개요를 구체적으
로 생각하며 실제로 필요한 개체를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한다.
종 류
내
용
처 리
광원(원모양)
광원으로부터 빛이 천
그 림 빛의 진행 : 선의 두께가 적당해야 함
천히 퍼져 나옴
물체 : 사각형
광원에서 나온 빛에 의하여 물체의 본그림자 AVI
동영상 커다란
와 반그림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
라. 스토리보드 작성
종이에 화면을 설계하고 여러 가지 처리 관계와 다른 화면과의 연결 관계를 종합적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모눈종이 형식의 스토리보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5. 자료의 제작
위의 개체 목록에서 기술된 멀티미디어 자료는 수집하거나 제작을 해야한다. 각각의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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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 파일
그림 파일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그림 또는 스캐너로 읽어 들인 그림을 변형
하거나 처음부터 그리는 방법이 있다.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기존의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하거나 스캐너로 읽은 그림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 스캐너로 그림 읽어오기
스캐너를 부착하고 스캐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사진 등을
스캐너로 읽어 올 수 있다. 작업 순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스캐너 구동 프로그램 실행
5
기타 환경 설정
2





스캐너에 그림, 사진 넣기

6 Preview선택하여 간단히 읽기



3 Image Type 지정(Color Photo등)
4

7



Destintion 지정(Screen 등)

8



영역 지정


Scan

2) 기존의 그림 파일에서 복사하기
그래픽 프로그램은 비슷한 명암이나 같은 종류의 색을 영역으로 지정하여 복사하거
나, 불규칙한 부분은 영역으로 지정하여 복사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여
러 종류의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손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래픽 SW로는
Paint Shop이나 Photo Shop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그림에 효과주기
만들어진 그림을 이용하여 명암, 색도 등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효과를 주어 나타내
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한다.
나. 소리 파일
소리 파일은 Windows 95에 있는 녹음기를 이용한다. 녹음( ● )을 누른 후 재생
( ▶ )을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소리의
일부 삭제, 속도 변경, 반향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삽입하거나 병합을 할 수 있
다.
- 3 -

1) 소리의 삽입
소리 파일을 열고 슬라이드를 삽입위치로 옮긴다. ➡ 편집메뉴의 파일 삽입 ➡
삽입할 파일 선택
2) 소리의 병합
소리 파일을 열고 슬라이드를 병합할 위치로 옮긴다. ➡ 편집메뉴의 파일 병합
➡ 병합할 파일 선택
3) 소리 변환 유틸리티
소리 파일의 종류에는 wav, ra, mp3 등이 있다. 이러한 파일들은 Cooledit를 이용하
여 상호간에 변환할 수 있다.
다.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데에는 Adobe Premiere가 적합하다. Premiere는 여러 개
의 동영상 합성 및 소리 파일과의 합성, 화면 전환 효과 등을 줄 수 있으며, 동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6. 자료의 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좋은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인
터넷은 ‘정보의 바다’로 각종 자료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어 교육에 활용될 많은 잠
재력이 있다.
가. 자료 찾기
인터넷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있어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많
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은 다음과 같다.
검색 엔진 이름
도 메 인
심마니
http://simmany.chollian.net
까치네
http://query.kachi.com
미스 다 찾니
http://www.mochanni.com
알타비스타
http://www.altavista.digital.com
야후 코리아
http://yahoo.co.kr
나. 텔레포트(teleport)의 사용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찾은 자료를 내 컴퓨터에 가져와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텔레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나의 하드디스
크로 가져오기 때문에 수업중에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도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다.
텔레포트는 특정 확장자, 용량별로 지정하여 다운로드 하는 옵션을 제공하며 여러 개
의 파일을 다중으로 전송받기 때문에 모뎀 사용자들에게도 성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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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포트를 실행한 후 뉴 프로젝트 위저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음 순서에 따른
다.
① 저장방식을 결정한다. 보통 Create a browsable copy of website....을 지정하여
내 컴퓨터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웹브
라우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윗 줄에는 인터넷 주소를 적고 아
랫 줄에는 적당한 이름을 적는다
③ 전송할 파일 형태를 지정하고 사용
자 권한이나 패스워드가 필요한 사이
트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준
다.
④ 뉴 프로젝트 위저드를 마친다.
<전송할 파일 지정 및 사용자 입력>
그리고 텔레포트에서 Play버튼(□
▸)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이때 툴바의 맨
오른쪽에는 각각의 전송중인 파일에 대한 전송상황을 원 그래프로 보여준다.
7. 한글 97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하기
가. 그림
그림을 넣는 방법에는 그림 불러오기와 개체 삽입이 있다.
1) 그림 불러오기
도구 상자의 그림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입력➡틀➡그림메뉴를 선택한다. 그림
불러오기를 한 후 문서에 포함을 지정하면 한글 97에 그림이 포함되므로 다른 곳에
복사를 할 때 별도의 그림파일을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본 그림이 변경되었
을 때 한글 97의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
2) 그림 개체 삽입
개체 삽입을 하면 원본을 변
경했을 때 문서의 그림도 변경되
며 문서에서 그림을 더블 클릭
하면 그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 실행되고 변경된 부분
이 곧바로 바뀌어 나타난다.
개체 삽입을 하려면 한글 97
에서 입력➡개체삽입을 선택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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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립아트
작은 조각 그림을 클립아트라고 한다. 클립아트는 꾸러미별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다
양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단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나. 소리와 동영상
소리를 한글 97 문서에 삽입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개체삽입을 이용하면 된다. 소리
를 삽입하면 스피커 아이콘이, 동영상을 삽입하면 동영상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다. 하이퍼텍스트
수업중 원하는 자료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면
시간이 걸린다. 이때 하이퍼 텍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재빠르게 이동하여 수업을 원
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이퍼 텍스트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책갈피를 만들어야
한다.
1) 책갈피 만들기
자료가 있는 화면에 가서 글자를 블록으로 지정하고 메뉴의 입력➡책갈피를 선택
한다.
2) 하이퍼 텍스트 만들기
하이퍼 텍스트가 지정된 곳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손모양으로 변한다. 이때 클릭을 하
면 지정된 책갈피가 나타난다. 수업 진행에 맞추어 하이퍼 텍스트를 필요한 곳에 만들
어 사용하면 자료 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이퍼 텍스트는 글자를 블록으로 지정한 후 메뉴의입력➡하이퍼텍스트➡만들기를
선택하여 만드는 데 현재 파일이나 다른 파일에 있는 책갈피를 지정할 수 있으며
HTML문서를 선택한 후 인터넷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의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8. 한글 97에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터 만큼의 기능은 없으나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한글 97에서도 할 수 있다.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설정을 하면 좋다.
① 편집 용지 : 크기→B4, 방향→넓게
② 글자 모양 : 크기→ 40포인트 이상
③ 화면 확대 : 쪽맞춤
9. HTML로 만든 멀티학습 지도안
HTML문서는 웹에서 사용된다. 초기에는 여러 태그들을 써서 만들었으나 요즈음에
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HTML문서를 만들어 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
이 개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나모 웹 에디터는 외국산 프로그램에 손색이 없을 정
도이다. 이를 이용하면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학습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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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분석
김재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대라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세계 중심 국가의 자리에 서도록 하
자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개발되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개발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은 한편
으로 타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7차 교육과
정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과 동시에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교육과정 관련 지침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열린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다.
6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
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으로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한편으로 제6
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지역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을 따르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 학생 중심이라는 또 하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
지난 정권의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교육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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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위에서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주된 특징은 학생의 교과 선
택권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은 먼저 1-12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 체제를 크게 1-10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11-12
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동
일한 내용을 모든 학생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
니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 자
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 교육과정의 성격을 띄
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입된 11-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
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과정과 차별화 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70단위)와 시·도 교육청(106단위)이 대부분의
교과목을 결정하고 학교에 약간(12단위)의 자율성을 허용할 뿐, 학생에게 교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가 56단위만을 공통 필수로 규정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학생이 각각 최소 28단위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
약 누군가가 제7차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특징짓는다면 이
는 11-12학년에 해당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은 11-12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전부 설명되지는 않는다. 공통 교육과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도 재량활동 시간을 신설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제7
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의 방법은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의 재
량에 맡기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시간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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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의 선택권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
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1-10학년에 걸쳐 재량 시간이 신
설·확대되었다. 주당 초등학교에서 2시간, 중학교에서 4시간, 고등학교 1학년
에서 6시간의 재량시간이 신설되어 단위 학교/교사/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과 활동이나 탈교과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교과 활동을
위한 재량 시간은 국민 공통 기본 10대 교과를 심화보충하거나 선택 교과로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탈교과 활동을 위한 재량 시
간은 주제 탐구 활동과 같은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성교육이나 통일교육
과 같은 범교과 학습, 단위 학교나 교사의 재량활동, 그리고 특별활동의 심
화보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 시간은 국가 수준에서 모든 학
생들에게 공통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대신에 단위 학교/교사/학생
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 교육과정의 특성을 지닌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또 다른 학생 중심적 성격은 수준별 교육과
정의 도입에서 나타난다.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은 학생의 능력, 관심과 흥미,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
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의 요구에 대웅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
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개별화 학습 능력을 증진시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
하는 데에 있다. 특별히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
과정으로 특징지워지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에 학생의 능력을 고
려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학생 중심적 성격을 지닌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이질 학급
에서 단일 수준의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인 병폐를 치유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교육 공급자 또는 교사 중심의 교육을 교육 수요자 또는 학생 중심의 교육
으로 바꾸어보자는 데에 있다. 달리 말하면,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눈
높이를 고려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경험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
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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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적 성격>
1

7
수준별
재량
초등학교

10
교육과정
시간
중학교

11

12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Ⅲ. 제7차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1. 교과 활동 시간의 변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
간 동안에 교과 활동 배당 시간은 전체적으로 6차(현행)에 비해 약간씩 축
소되었다. 교과 시간이 축소된 주된 이유는 총 연간 수업시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교과별로 축소 내
지 변경된 수업 시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초등학교 교과별 수업시수의 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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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교과, 학년 현 행
수학(2, 6학년) ․ 주당 5시간
사회(5, 6학년) ․ 주당 4시간
자연(4-6학년) ․ 주당 4시간
슬기로운 생활 ․ 주당 4시간
(1, 2학년)
즐거운 생활 ․ 주당 7시간
(2학년)
실과(3-6학년) ․ 주당 1시간
영어(3, 4학년) ․ 주당 2시간

개 정
비 고
․ 주당 4시간
․ 각 1시간 감축
․ 주당 3시간
․ 각 1시간 감축
․ 주당 3시간
․ 각 1시간 감축
․ 주당 3시간
․ 각 1시간 감축
․ 주당 6시간
․ 1시간 감축
․3-4학년 삭제
․5-6학년 주당 2시간 ․전체 시수 같음
․ 주당 1시간
․ 각 1시간 감축

<표 3: 중학교 교과별 수업시수의 조정 내역>
조정 교과, 학년 현 행
개 정
비 고
국어 (1학년) ․ 주당 4시간 ․ 주당 5시간 ․ 1시간 증배
(2, 3학년) ․ 주당 각 5시간 ․ 주당 각 4시간 ․ 각 1시간 감축
도덕 (3학년) ․ 주당 2시간 ․ 주당 1시간 ․ 1시간 감축
사회 (2학년) ․ 주당 4시간 ․ 주당 3시간 ․ 1시간 감축
수학 (3학년) ․ 주당 4시간 ․ 주당 3시간 ․ 1시간 감축
과학 (1학년) ․ 주당 4시간 ․ 주당 3시간 ․ 1시간 감축
가정 (전학년) ․ 총 4시간
․「기술․가정」 ․ 1시간 감축
기술∙산업
총 5시간
- 총 8시간
(전학년)
체육 (3학년) ․ 주당 3시간 ․ 주당 2시간 ․ 1시간 감축
최소 ․ 주당 최소 ․ 각 0～1시간
음악 (2, 3학년) ․ 주당
각 1～2시간
각 1시간
감축
최소 ․ 주당 최소 ․ 각 0～1시간
미술 (1, 3학년) ․ 주당
각 1～2시간
각 1시간
감축
영어 (1, 2학년) ․ 주당 각 4시간 ․ 주당 각 3시간 ․ 각 1시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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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등학교 1학년 교과별 수업시수의 조정 내역>
교과 현행(공통필수) 개정(학년필수)
비고
국어 ․ 10단위
․8단위
․축소
도덕 ․ 6단위
․2단위
․축소(교과명 도덕)
8단위 ․공통사회 6단위 ․축소(사회10단위 중
사회 ․공통사회
․국사 6단위 ․국사 4단위
국사 4단위 지정)
수학 ․8단위
․8단위
․변화없음
과학 ․8단위
․6단위
․축소
․과정별 필수에서 국민
기술∙가정
․6단위
공통기본교과로 전환
체육 ․8단위
․ 4단위
․축소
음악 ․4단위
․ 2단위
․축소
미술 ․4단위
․ 2단위
․축소
영어 ․ 8단위
․ 8단위
․변화없음
총계
70단위
56단위
필수 14단위 축소
* 교과의 제시 순서 변화
6차: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순으로 제시
7차: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순으로 제시
이유: 교과군 개념의 도입으로 인문/사회, 수리/과학 등 단위로 묶어 제시
* 일부 교과목명 변화
6차: 가정, 기술․산업이 각각 독립된 기본 교과임(중학교)
실업․가정 교과가 과정별 필수 과목임(고등학교)
7차: 가정과 기술․산업을 통합하여 기술․가정(남녀 공통 이수) 과목으로
변경
이유: 남녀 성차별 제거 및 교과목 수 축소

2. 재량활동 시간의 신설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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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켜주기 위하여 초등학
교 모든 학년에서 주당 2시간, 중학교 모든 학년에서 주당 4시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당 6시간의 재량활동 시간을 신설했다.
* 활용 방안
초등학교
- 매 학년 주당 4시간
- 창의적 재량 활동(범교과 학습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 운영
중학교
- 매 학년 주당 4시간
- 교과 재량 활동: 주당 3시간
- 선택 교과목에 활용 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 창의적 재량 활동: 주당 1시간
- 범교과 학습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으로 활용
고등학교
- 총 12단위(주당 6시간)
- 교과 재량 활동: 10단위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배정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총 4-6단위 배정
- 창의적 재량 활동: 2단위

3. 특별활동의 영역 변화
6차: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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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편성
[학교에서 여러 활동들을 균형있게 운영하도록만 요구]

Ⅳ. 학생 선택 교육을 위한 교과목 교실제 도입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현행의 행정 학급제 대신 교과목 교실제를 도입하
게 될 것이다. 교과목 교실제가 도입되면 현행처럼 학생들이 행정 학급에
서 기다리고 교사가 수업할 교실을 찾아가는 대신에 교사는 담당 교과 교실
에서 기다리고 학생이 자신이 수업받을 교실을 찾아가는 체제로 바뀌게 된
다. 이러한 교과목 교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을 학교의 물리적 측면에서 구
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즉 교사가 적극
적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진로 등에 따라
자신이 공부할 교과목이나 교사를 찾아 교실을 옮겨다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교과목 교실제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모
든 고등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1학년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2-3학년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교실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학교 수준에서
는 교과목 교실제를 학교의 특성이나 의지에 따라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중학교
에서도 가능하면 교과목 교실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교과목 교실제의 도입은 우리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과목
교실제가 도입되면 우선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겠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교사 선택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과목과 교사 선택이 가능해지면, 경쟁력없는 교과목이나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가 올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이 학생들
에게 의미있는 교과로 인식되도록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며, 같은 교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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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다른 교사들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교사는 학교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Ⅴ.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중등 교사의 역할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용될 때, 어떤 교사가 존경
받는 교사가 될 것인가? 좀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교직에 남아있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
는가? 다음에서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좀더 거칠게 표현해서 교
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제7차 교
육과정의 기저에 놓여있는 기본 관점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
심의 교육으로의 인식의 변화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교사 중심의 교육
이었다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뜻한다. 교사 중심의
교육이 ‘가르치는 활동’ 중심의 교육이라면, 학생 중심의 수업은 ‘학습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실에서의 교사의 수업 활동
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게 해 준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열심히 준비하여 성실하게 가르치기만
하면 교사의 임무는 완성되었다.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강의하
는 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여 가르치는 활동보다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시된다. 여기서는
좋은 수업이 반드시 교사가 준비한 것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
는다. 교사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
습한다거나 협동 학습을 통하여 서로 배워갈 수 있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학
생이 교육활동의 중심에 서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을 조
력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학교는 ‘교사가 가르치는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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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학생이 학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2개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과 자격을 지녀야 한다. 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면 교과별 과부족 교사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과부족 현상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사의 재배치를 통하여 어
느 정도 과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각 학
교 단위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 어느 정도 교원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자. 한 학년 10학급씩, 30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있다
고 가정하고 교사의 과부족 상태를 분석해 보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
학, 기술․가정, 체육 교과의 경우, 1개 학년에서 수업 시수가 1시간씩 감축
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서는 10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각 교
과에 있어서 최소한 0.5인의 교사가 과원 교사가 된다. 영어 교과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2개 학년에서 10시간씩 축소되기 때문에 학교 전
체로 20시간이 축소된다. 따라서 적어도 영어 교사 1사람은 과원 교사가 된
다. 음악과 미술의 경우, 2개 학년에 걸쳐 10시간씩 축소가능하기 때문에 영
어와 마찬가지로 20시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영어, 음악, 미술 교사가 1사람씩 남아돌게 되고, 나머지 7개 교과
에서는 0.5사람씩 남게 될 것이다.
교사의 과부족의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통계적 예측을 덧붙이면 더욱 심각해진다. 97년 4월 기준으
로 볼 때, 초등학교 6개 학년의 학생수는 378만 명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6
개 학년의 학생수는 451만 명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수가 73만명이 적기 때
문에 이들이 모두 중등학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등학교 학생의 수
는 현재보다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 학년에 대략 12만명 정도가 줄어
들게 되고, 이는 각 학년 학생 수의 약 16%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학
생의 16%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 교사의 약 16%가 과원 교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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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란 추정을 쉽게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축의 시대에 안정되게
교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2개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
는 능력과 자격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육의 중앙 집중화가 많이 완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권은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 더 나아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로 이양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 운
영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
한 평가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제 교사가 교과 전문가로 자신의 정체
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교육 전문가, 특히 교육과정 전문가로 자신의 정체성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과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 학생
들에게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
록 교사가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
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교사는 이제 자신을 교과 전문가라는 좁은 의미의 교육자라기보
다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문가로서, 즉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 전문가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계속적인 변신의 과
정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가 계속적으로 변신하고자 노력하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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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I. 초등학교 주요 개정 내용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가.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교육의 충실

첫째, 기초 교육의 충실로 기초 학습 능력 신장으로 기본적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능력, 기초
체력, 탐구능력 및 창의성 신장에 주력하고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으로 실험,관찰,조
사,수집,토론,견학,노작 활동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본 생활지도와 모든 교과와 특별활동 및 재
량 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다.(기본 예절, 질서, 청결, 준
법, 공중도덕 내용으로) 셋째, 지식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의한 운영 폐단을 실천중
심의 다양한 체험교육과 토론 학습으로 전환토록 개정하였다.
나. 재량활동의 확대와 열린교육 체제의 확립

첫째,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및 범 교과 학습 활동의 촉진으로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연수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인성교육, 환경교육, 세계이해교
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안전교육을 통한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체제를 확립하였다. 둘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 학생의 선택권 부여로 창의
성, 자율성 발휘와 지역 학교․학생의 특수성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
다. 셋째, 현행 3,4,5,6학년의 주당 평균 0또는 1시간 운영에서 1,2학년 주당 평균 2시간 신설하
고 3,4,5,6학년 주당 평균 2시간 확대 운영토록 하였다.
다. 학습 부담 경감과 교과 구조의 점진적 확대

첫째, 3,4학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으로 3,4학년 교과목 수를 감축 조정하였고. 현행 3,4학년
10교과에서 9교과로 교과목 수를 감축 조정하였다.(실과교과 감축) 둘째, 학년별 수업 시간 수
를 조정하였다. 1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증가로 학교에 조절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3,
4, 5, 6학년은 주당 평균 0～2 시간 감축 조정하였다. 셋째, 노작 중심의 실과 실습 교육을 강화
하였다. 실과 시간 5, 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을 집중 배정하여 컴퓨터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을 위하여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교과 학습 내용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첫째, 교과 학습내용의 정선에 따른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조정하였다. 둘째,교과별 학습
내용을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체계성,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 감축 조정을 위한 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 교과 및 영역의 명칭 변경

학교급별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조정(과학 및 외국어)하
고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부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즉 자연은 과학으로, 영어는 외국
어로, 학교재량은 재량활동으로 개정하였다.
바. 통합교과 개념의 재정립

첫째, 저학년 통합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주제 중심의 열린교육으로 재정립
하였다. 둘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재정립
하였다.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 개념에서 통합적인 활동 주제 중심의 열린교육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바른생활(기본습관,예절중심), 슬기로운 생활(사회+자연), 즐거운 생활(체육+음악+미술)의
교과간 통합개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적인 교육활동, 융통성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으로 정립되었다.
II. 교과별 중요 개정 방향
1. 국 어

가. 개정 중점
국어 교과의 성격규정을 명료화하고, 국어 교과 목표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교육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를 지향하고,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하며, 교육내용 제시 방식을
개선하고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나. 내용
(1) 내용 체계
6차 교육과정에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분리하여 체계화하였던 내용을 7차 교육과
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년으로 단일한 내용 체계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6차에서는
본질, 원리, 실제로 범주화하였는데, 7차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로 범주화하고, 별도로 ‘실제’(점선
으로 구분)를 두어 이를 토대로 본질, 원리, 태도를 다루도록 하였다.
(2) 학년별 내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사용 측면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유기
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였다. 즉, 필요성→목적→지식2, 경험 활용의 중요성→상황의 구
성요소→의미형성과정→공통점과 차이점→문제해결과정→사회․문화적 과정→특성등의 순차로
하여 10학년으로 위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3) 기본. 심화 활동의 구성
기본활동은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였고 심화활동은 기본활동을 능숙하게 학습한
소수의 학생을 위하여 기본학습과 관련되는 좀더 심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학년
별 내용에서 보충활동은 제시하지 않았다.
2. 도 덕

가. 개정 중점
행동실천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로 교과의 적절성을 제고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성
을 확립하였다.
나. 내용조직
첫째, 학년별 생활영역별로 주요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지도의 방향과 수준, 주요 지도 내용
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활영역별로 주요 가치, 덕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지도내용을 배정
할 때에는 3, 4학년에서는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에, 5, 6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
․민족 생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셋째, 다루는 지도내용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개인생

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예절과 기본생활 습관에 관련되는 내용을 많
이 설정하고 사회 생활과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도덕규
범을 많이 배정하였다. 넷째,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의 지도 중점을 달리하여 3,4학년에서는 도덕
적 가치, 규범의 이해와 내면화에 중점을 두었고 5,6학년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의 이해와 내면
화의 심화와 기초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에 강조하였다 다섯째, 1,2학년 바른 생활과를 출발
점으로 이를 심화시키면서 중․고등학교 7-10학년의 도덕과 교육으로의 발전과 연계를 도모하였
다.
3. 사 회

가. 개정 중점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에 역점을 두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추구하고,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
의 조화를 추구하며,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하였다.
나. 내 용
(1) 내용선정 기준
사회과 내용은 국가․사회적, 학생․심리적, 학문․철학적 기준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국가․사회적 기준은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면을 포함하고, 학생 심리
적 기준은 학생의 요구, 인지 발달, 심리적 상태, 경험과 학습 가능성을 포함하며, 학문․철학적
기준은 인간의 사고 양식, 지적 추구, 학문의 체계와 탐구 방법을 포함하였다.
(2) 내용 조직 원칙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이라는 사화과의 목표와 4가지
의 개정 중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조직하였고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내용의 연계성,
통합성, 나선형적 발전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간의 연계를 고려하였
다.
학습자의 발달, 사회적 경험, 사회기능을 고려하는 환경 확대법을 활용하고 사회과에서 추구
할 사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의식, 공간의식, 사회현상 및 문제의식을 균형적으로 발전한
다. 사회과 교육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에 조화를 추구하며 학교 급에 따라 통
합 방법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사회과의 관련 학문의 기본 개념을 구체적 사례와 문제를 중심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4. 수 학

가. 개정중점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고, 학습내용의 적정화와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
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용 제시 방식을 나타냈다.
나. 내 용
수학과의 특성을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과에서의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는 다른 교과의 효율적인 학습에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 ‘수와 연
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의 6개 영역으로 하여 ‘수와 연산’은
상위단계의 내용을 배제한 현 단계의 내용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통하여 더욱 심화된 수학적 사
고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도형’에서는 조작 학습을 통한 자기 학습력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측정’에서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확률과 통계’영역에서는 독자적 영역을 확
보함으로서 단계에 따라 더욱 일관성 있는 계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문자와 식에
서는 문자의 도입과 방정식 계산을 억제하도록 하였고 여러 가지 현실상황에서 문제를 스스로
제작, 해결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활동을 강화하였다. ‘규칙성과 함수’에서는 비례관계에 눈뜨도
록 하되 보다 형식적인 내용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수학의 조화로운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사물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5. 과 학

가. 개정중점
기본 개념과 탐구과정의 학습을 중시하는 과학의 본성에 충실하며, 과학 학습에 대한 지속적
인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고, 학습량을 감축하고 학습내용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며, 과학
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나. 내 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내용구성을 저학년
(3-5학년), 중학년(6-7학년),고학년(8-10학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학교급간, 학년간의 학습내용이
중복되거나 수준의 격차가 없도록 하고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였고, 내용은 지식영역을 에
너지, 물질, 생명, 지구영역으로 구분하고 탐구를 탐구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년별
학습내용은 저학년 16개 주제, 중학년 12개 주제, 고학년 8개 주제(10학년은 6개)로 하여 현상 중
심의 탐구활동으로부터 기본 개념 중심의 탐구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 진술은 개념과
탐구과정을 포함하는 학생 중심의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저학년에
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수의 작은 주제학습’에서 ‘소수의 큰 영역학습’으로, ‘현상 중심의 기초
탐구과정 학습’에서 ‘개념중심의 통합 탐구과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열하였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자기 주도적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영역
마다 기본과정과 심화보충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6. 음악

가. 개정중점
포괄적이고 연계성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으로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에 힘쓰며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나. 내 용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연계성을 갖고 구성하며 선택과정의 교
과목과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음악 학습에서 꼭 가르쳐야할 필수학습 내용
과 활동을 선정하고 학습과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에 근거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였고, 우리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음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악
내용을 선정하여 상세화 하였고, 생활에서의 음악의 활용과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시대
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음악을 폭넓게 다루었다.
7. 특별활동

가. 개정중점

특별활동의 본질에 접근하는 영역의 특성화와 하위 영역별 구체목표 및 운영지침을 신설하
였으며 학생의 집단적, 자주적, 실천적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의 인간․사회․자연과의 접
촉활동 강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사회 및 국민적 요구 수용에 반영토록 하였다.
나. 영 역
목표중심의 영역으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과 목표의 성격
과 내용을 고려한 영역의 구분 및 명칭 부여 ,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 도입, 일관성, 체계성 있
는 구성을 하였다.
8. 바른생활

가. 개정중점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뱡향에 충실하고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이를 토대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내용 적정화 방침’에
부합되게 지도내용을 축소하였고, 지식의 이해와 아울러 실천의 습관화 강조로 3 - 6학년 도덕과
의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나. 내용
내용영역의 설정은 현행, 개인생활, 이웃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내일 스스로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로 개정하였으며,
학년별 내용 조직의 원칙으로는 첫째, 각 내용 영역별로 주요 지도요소를 먼저 5-6개씩 선정하고
학년의 수준에 맞게 조직하였으며, 둘째로, 주요 내용 요소와 체제가 일치되는 구성 형식을 지양
하고 하나의 제재에 여러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도록 구성하였고, 셋째로 ‘우리들은 1학년’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는 내용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반복․심화되도록 하고, 넷째로, 슬기로운
생활 등 다른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는 바른 생활의 성격에 비추어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
켜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하였다.
9. 슬기로운 생활

가. 개정중점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합리적 생활 습관 형성과 탐구능력 배양을 위한 기
초 행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자기 자신 주위환경 주변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였다.
나. 내용 선정 기준
개념․지식 중심의 학습을 지양하고 학교생활 적응, 학습흥미 증진, 주변 환경의 이
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과학, 기술 등의 교과와 연계성을 지니도록 구성하되, 보다 완전
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과 과학과의 개념적인 수직적 연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적 탁
구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합리적 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다른
통합교과와 내용 중복을 피하고 또한, 교육과정 내용에 성취 수준이 포함되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즐거운 생활

가. 개정중점
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통합교육과정의 의도가 현장에 실
현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구성과 지도 방법 등을 강조하고 즐거운 생활만이 기여 할 수 있는

영역을 추출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열린교육을 토대로 융통성 있는 학
교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놀이나 제재중심의 통합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
다.
나. 내 용
즐거운 생활의 내용영역은 크게 놀이와 표현 ,감상, 이해로 구성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즐거운 생활’은 학생들의 생활 체험을 중심으로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과 관련된 학습활동
의 통합적인 의미를 보다 심화․확대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
교 1, 2학년 학생들은 활동의 분과적인 접근보다는 자연스러운 활동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통하
여 ‘즐거운 생활’교과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신․구 교육과정 차이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표현활동, 감상활동을 통한 놀이 중심의 다양한 경험으로 신
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의 기본요소를 이해하는데 있고 활동중심의 통합적인 운영과 성취목표
중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1. 우리들은 1학년

현재까지 국가 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내용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서 지
역이나 학교에 따라 유아교육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통합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정신이 퇴색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단순히 해당되는 교과와 교과간의 내용적
인 통합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문자 익히기와 수 지도에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많다는 비
판도 제기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들은 1학년’ 교과는 이러한 취지에 의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80시간 한달)으로 학교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입문과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초 영역의 학습내용 축소와(공동 활용 내용 제시, 놀이 강조, 바른
생활 습관 형성 강조) 제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통합적으로 조직하여 흥미를 강조하였다.
<현 행>

1 2
바른생활
도덕 2 2
국어 7 7
4 4
교 수학
사회 슬기로운생활
자연 4 4
체육 즐거운생활
과 음악 6 7
미술
실과 ․ ․
영어 ․ ․
특별활동 1 1
학교재량시간 ․ ․
주당수업시간 24 25

3
1
7
4
3
3
3
2
2
1
2
1
0～1
29～30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4
1
6
4
3
4
3
2
2
1
2
2
0～1
30～31

5
1
6
5
4
4
3
2
2
1
2
2
0～1
32～33

6
1
6
5
4
4
3
2
2
1
2
2
0～1
32～33

국어
도덕
사회
교 수학
과학
실과
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
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주당수업시수

1

2

<개 정>

국 어
7 7
바른생활
2 2
슬기로운생활
3 3
4수학4
즐거운생활
6 6
우리들은
1학년(80)
2
2
1
1
25 25

3
7
1
3
4
3
․
3
2
2
1
2
1
29

4
6
1
3
4
3
․
3
2
2
1
2
2
29

5
6
1
3
4
3
2
3
2
2
2
2
2
32

6
6
1
3
4
3
2
3
2
2
2
2
2
32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장학사 김 수 경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Ⅰ.서

송국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는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경쟁성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선진 각
국은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
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개혁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을 탄
생 시켰다.
이번 교육과정은 몇 가지 관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등
은 교육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혁신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지난해 공포된 제7차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편찬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 연수자료’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간
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개정의 기본 방향 및 중점

1. 기본 방향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목표)
나.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 (내용)
다.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운영)
라.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제도)
2. 개정 중심
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10년간)까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을

설정하여 단계 또는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구성
나. 고교2, 3학년의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선택교과를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
고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학생의 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의 3가지 유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
도록 함
라.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성 및 학생의 선택권 부여하기 위해 재량활동 신설
마.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최저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내용 정선하였으며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와 범위・수준의 적정화 도모함
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교과별 교육목표 성취 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력평가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컴퓨터 교육 내용의 강화와 개방적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는 창
의적 교육 활동 강화
3.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4. 학교급별 교육 목표
가. 중학교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②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③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④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나.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②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③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④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속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⑤ 국가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5. 교육과정의 구성
국민 공통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 교과
◦ 교과
◦ 재량활동
◦ 특별활동
◦ 특별활동
가.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편성
1)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2)재량활동 : 교과재량활동, 창의적재량활동
- 교과재량활동 의 선택과목 생활외국어 과목 신설
3)특별할동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나.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1) 교과 :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련, 교양의 선택과목
◦전문교과 :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
- 외국어에 아랍어 과목 신설
- 국제에 관한 교과 신설
- 예술에 관한 교과에서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신설
2)특별활동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Ⅲ. 학교급별 개정의 주요 내용
1. 중학교

<개정의 중점>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생,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재량활동의 신설

가. 재량 시간의 신설(주당 4시간)

◦지역,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활
동(인성교육, 민주 시민 교육, 성교육, 환경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안전교
육, 진로교육, 대중 매체 교육, 통일교육)과 자기주도 학습활동(주제 탐구 활
동,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교과서의 보충․심화 활동, 특별활동의 보충․심
화 활동)을 주당 1시간을 배당하고
◦학생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교과자율활동과 선택교과(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에 주당 3시
간 배당
(현행)
(개정)
선택교과
재량시간
주당
◦한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자율활용
3시간
◦환경
◦선택교과
:
한문,
컴퓨터,
환경,
제2
외국어
⇨
◦컴퓨터
◦범교과 학습, 자기주도학습
1시간
◦기타과목
◦학년별 주당 1～2시간
◦학년별 주당
4시간
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 함양
◦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남녀 공통으로 이수

하도록 하고, 창의성과 정보능력의 배양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내용의 강화
다.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여 교과 학습
내용을 정선
라.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
◦『생활외국어』과목의 신설 : 재량활동 활용, 선택 운영
(현 행)
(개 정)
◦ 외국어(영어) : 국민공통기본교과
영어 : 필수교과 ⇨ ◦『생활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랍어 신설
마. 특별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의 학년별 연간 최소 수업 시간수를 34～
68시간(주당 최소 1～2시간)에서 68시간(주당 최소 2시간)으로 조정
바. 교과 명칭의 변경, 통합
◦교과 통합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정+기술・산업을 『기술・가정』으로 하
고 영어를 외국어(영어)로 함
2. 고등학교
<개정의 중점>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중시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학생 중심
의 교육과정 체제 확립
가.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
(현 행)
(개 정)

공통
과정
과정
교양

필수 과목
10
국민공통기본교과 10(1)
필수 과목
53 ⇨
선택 과목
일 반 선 택
26
선택 과목
7
심 화 선 택
53
총 70과목 개설
총 90과목 개설
◦학교중심 선택과목 개설에서 학생중심 선택과목 개설
◦학교급별 개념에 기초한 공통필수 과목 개설에서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국민공
통 기본교과 개설
◦제한적인 교양증진 과목개설(7)에서 교과 영역별 간 학문적 교양증진과목 개설(26)
나.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도입
(현 행)
(개 정)
구 분 교육부 시・도 학교 학생
구 분 교육부 시・도 학교 학생
28～ 28～
교과목 56 28～ 136
교과목 70 106 12 없음
⇨ 특별활동 - 12 특별활동 16 - 재량시간 - - 12
204 단위
216 단위
(현 행)
(개 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할 분담 도입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확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없음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부여
◦특별활동 영역별 이수단위 국가 지정 ⇨ ◦특별활동 영역별 이수단위 학교 위임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중・고등학교 학생 주당 이수 시간의 균등화 ◦중・고교 학생주당 이수 시간의 차등화
다. 다양한 유형의 학생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현행 2, 3학년의 과정을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 과정, 기타 필요한
과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인문・사회분야, 자연분야, 예・체능분야, 외국어분
야, 실업분야 등에 관한 진로 정보제공으로 다양한 유형의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현 행)
(개 정)

◦학교의 분반에 의한 엄격한 과정 분리 ◦학교의 분반에 의한 엄격한 과정 폐지
◦ 편의에 의한 제한적인 과정운영
◦수요자 중심의 자유로운 선택
◦공급자 중심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노출 ⇨ ◦학습자중심의융통성, 적합성수월성추구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에 적합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존
한 교육의 미흡
중하는 교육
◦엄격한 과정 운영으로 진로 변경 곤란
◦선택과목 이수과정에서 개인의 수정 용이
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부담 경감
◦ 이수단위에 비해 교과 내용 과다에서 교과별 최소 수업 시수제 도입
◦ 학년제 중심의 이수 단위제 운영에서 학기제가 가능한 이수 단위제 운영
◦ 관례적인 교과목 분산 이수에서 집중 이수를 위한 지침 제시
◦ 주입식, 암기식, 단순지식 학습에서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력 함양 학습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학교 생활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생활로
◦무거운 책가방에서 가벼운 책가방으로
◦결과 중심의 학습 중시에서 과정 중심의 학습 강화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정착
마.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단위 개념 도입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제고
◦재량활동의 특정교과 집중 배정 예방
◦과정 구분 폐지에 따른 학습자 진로 안내
◦학생 희망의 개인별 교육과정 설정의 편의성 도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현행

개정

학년 7
학년 1
2
3
구분
(1)
구분
도 덕 2
2 2
국
어 5
5 5
필 국 어 4
덕 2
수 학 4
4 4 교도
사
회 3
사
회
3
4
4
수 과 학 4
수
학 4
4 4
체 육 3
3 3
과
학 3
음
악
2
1～2
1～2
교 미 술 2 1～2 1～2
기술・가정 2
가 정 2
1 1
체
육 3
과 기술・산업 1
2 2
악 2
영 어 4
4 4 과음
미
술 1
선 한 문
택 컴 퓨 터 1～2 1～2 1～2
외국어(영어) 3
교 환 경
재량활동 4
과 기 타
특 별 활 동 1～2 1～2 1～2 특 별 활 동 2
주당
주당평균
34
34
34
34
수업시간수
수업시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현행

개정

8
(2)

9
(3)

3

4

4

3

4

4

3

3

3

2

1

1

1

2

3

4

4

4

2

2

34

34

4
2

4
1

교 공통필
과 수과목
1.윤리
2.국어
3.한문
4.수학

윤리
(6)
국어
(10)

선택과목
교 국민공통 일반
과정별 과정별
과 기본교과
심화 선택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국 어 국어(8) 선택과목 화법(4),독서(8),작문(8),문법(4),문학(8)
국어와생활(4)
과정별

필수과
화법(4),독서(4),작문
(6)
목에서
문법(4),문학(8)
제외된
한문Ⅰ(6),
교과목
한문Ⅱ(4)
수학Ⅰ(10),
중에서
공통수학
수학Ⅱ(10),
(8)
선택
실용수학(8)
정치(4),경제(4),사회
・문화(4),세계사(6), (8)
5.사회 공통사회
(8)
국사(6) 세계지리
(6)
물리Ⅰ(4),물리Ⅱ
(8),화학Ⅰ(4),화학Ⅱ
(8),생물Ⅰ(4),생물Ⅱ
6.과학 공통과학
(8)
(8),지구과학Ⅰ(4),지구
화학Ⅱ(8)
7.체육 체육Ⅰ
체육Ⅱ(6)
(8)
8.교련
교련(6)
음악Ⅰ(4
9.음악 )
음악Ⅱ(4)
10.미술 미술Ⅰ(4
미술Ⅱ(4)
)
기술(8),가정(8),농업
11
(6),공업
실업
・
(6),상업(6),수산업(6)
가정
,가사(6),정보산업(6),
진로・직업(6)
영어Ⅰ(8),
영어Ⅱ(8),
영어독해
(6),영어회화(6),
실무
영어(6),독일어Ⅰ(6),
독일어Ⅱ
(6),프랑스어Ⅰ(6),프
12.
공통영어
랑스어Ⅱ(6),
에스파
외국어 (8)
냐어Ⅰ(6),
에스파냐
어Ⅱ(6),
중국어Ⅰ(6),
중국어Ⅱ(6),일본어Ⅰ
(6),일본어Ⅱ(6), 러시
아어Ⅰ(6),
러시아어
Ⅱ(6)
철학,논
리학,심
리학,교
육학,생
13.교양
활경제,
종
교,
선택
환경과
학,기타
중에서
선택(4)
이수
70
106
12
단위
학급활동
특별 클럽활동
활동 (12)
단체활동
(4)
계
204

도 덕 도덕(2) 시민과윤리(4) ,윤리와사상(4),전통윤리(4),
사 회 사회(10) 인간사회와환 한국지리(8),세계지리(8),경제지리(6),한
(국사4) 경(4)
국근・현대사(8),세계사(8),법과사회(6),
정치(8),경제(6),사회・문화(8)
수 학 수학(8) 실용수학(4) 수학Ⅰ(8),수학Ⅱ(8),미분과적분(4),확
률과 통계(4),이산수학(4),
과 학 과학(6) 생활과과학(4) 물리Ⅰ(4),화학Ⅰ(4),생물Ⅰ(4),지구과
학Ⅰ(4),
물리Ⅱ(6),화학Ⅱ(6),생물Ⅱ(6),지구과
기술 기술・가정 정보화사회와 학Ⅱ(6),
농업과학(6),공업기술(6),기업경영(6),
・
(6)
컴퓨터(4)
해양과학(6),가정과학(6)
가정
체 육 체육(4) 체육과건강(4) 체육이론(4), 체육실기(4이상),
음 악 음악(2) 음악과생활(4) 음악이론(4),음악실기(4이상),
미 술 미술(2) 미술과생활(4) 미술이론(4),미술실기(4이상)
외국 영어(8)
영어Ⅰ(8), 영어Ⅱ(8), 영어회화(8),
어
영어독해(8), 영작문(8)
독일어Ⅰ(6), 독일어Ⅱ(6),
프랑스어Ⅰ(6), 프랑스어Ⅱ(6),
스페인어Ⅰ(6), 스페인어Ⅱ(6),
중국어Ⅰ(6), 중국어Ⅱ(6),
일본어Ⅰ(6), 일본어Ⅱ(6)
러시아어Ⅰ(6), ,러시아어Ⅱ(6),
아랍어Ⅰ(6) 아랍어Ⅱ(6)
한문
한문고전(6)
한문(6),
교련(6),
교련
철학(4)
교양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경재(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재 량 (12)
활동
24이상
112이하
교과
이 수 68
단위
특별 4
8
활동
총이
수
216
단
위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길봉섭(원광대 교수)
서

론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쓰일 줄은 미쳐 몰랐다. 복제된 동물이 태
어나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머지 않아서 암을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 해외여행 다녀오듯이 지
구를 떠나 다른 별의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빠르게 달라진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리적 나이나 사고의 절차 마저 뒤
엎어 놓았다. 삼강오륜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쳤지만 컴퓨터 워드나 통신은 아이한테 어른이 배울
수밖에 없다. 오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
이다. 그래서 과학교육은 고도의 과학기술사회 및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국민적 슬기를 기르는
데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지구촌 시민의 자질
과 생활향상을 이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의 체제구축과 교육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과학은 과학자가 연구하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활용된다. 연구를 잘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 학과 중 으뜸은 법학과와 의학과를 꼽을 수 있으나 둘 다 어
떤 의미에서 보면 창의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하는 분야는 아니다. 법률에 따라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고 환자의 질병 증상을 진단하고 알맞는 대응조처를 하는 것이 치료라 하겠다.
그러나 자연과학 특히 순수과학은 그와 다르다. 창의력이 우선한다.
예컨대, 비행기에는 여객기, 전투기, 폭격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각기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행기들을 만든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세상에서 맨 처음
비행기를 타고 비록 수백 미터일 망정 날아간 라이트 형제야 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과학교육은 과학하는 마음이 영글어서 만들어진 과학 씨앗을 위해 투자하는 큰 일이다. 그 씨
앗이 여물고 잘 익어야 장래가 보장된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미래의 과학

인간이 이룩한 연구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원자폭탄, 심리학, DNA 모
형연구를 손꼽는다. DNA연구는 유전공학 시대를 열어놓았고 복제 생물의 등장을 위시하여 범죄
수사에 응용되는 등 수 많은 공헌과 아울러 무한대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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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등장할 것으로 보는 비근한 예를 들기로 한다. 생각하는 인공두뇌의 개발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음성화상을 이해하는 기계, 피 한방울 만 있어도 아나클로날 항체를 이용하면 암
의 진단이 가능해지고 1인승 미니카는 배기량 50cc이고 프라이드 차의 절반크기이며 값은 120만
원정도, 가루를 물에 풀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술, 인공식량, 인공고기, 인공도시(해저도시, 지하
도시, 가공건물, 움직이는 도로), 가공에너지(인공태양, 원자에너지), 가공천체-위성(통신, 산업, 정
보, 군사, 탐사), 인공강우, 가공언어-우주어의 등장, 가공인간(복제인간, 슈퍼맨, 인공 아가미 달
린 인간, 사람의 기관을 판매하는 부품상회-심장, 신장, 위, 간, 쓸개, 팔, 다리, 안구…… 이러한
신체 부품들을 사다가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보충한다면 그 다음 질문, “내가 누구냐?” 이미
시험관 아기는 태어나서 다 자랐고 1967. 1. 12 미국에서 냉동 인간 12명이 꽁꽁 얼어붙은 채
2100년경 깨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기계 속에 들어있다. 그들 중에는 미국 심리학자 베드퍼드박
사, 폐암환자 등도 포함되어있다. 학자는 자기 연구물을 글로 쓰면 깨어난 후 세상이 혹시 달라
진다면 못 알아 볼까봐 만화로 그려서 얼음 속에 함께 들어있고 폐암환자는 그때쯤이면 암을 치
료하여 완치할 세상이 되리라는 꿈을 안고 들어갔다

미래를 지향하는 과학교육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바로 가르쳐야 과학의 장래가 보장된다.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과학교육의 정상화
과학교재에는 이론과 실험․실습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현행 학교교육에서는 상급학교 입학시
험 준비가 급선무여서 이론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 고급학년으로 갈수록 더
그렇다. 게다가 대학입시제도가 자주 바뀌고 교과과정이나 특정 대학의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그
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과학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 합격되
었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등급 아닌 등급이 정해지는 판에 입시위주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
가?
사실 교육 매체나 실험․실습 기자재가 전보다는 많이 갖추어지고 있고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
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험실습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지역학교 실험실습 협동체제 구축
같은 지역 또는 인근에 위치한 초ㆍ중등학교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과학교육 협동체제를 이룩한
다. 컴퓨터 통신을 위주로 정보교환과 실험실습용 교육매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예컨데, 단위
학기 과학교육 계획서를 공개하고 실험실습내용을 자세히 게시하면 같은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 비교검토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융통하며, 협조를 주고 받는 것이다.
실험재료를 배양하여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고, 평가 문항 작성시 참고 할 수 있는 예도 그 하
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사들은 컴퓨터를 통한 탁상회의나 한 학기에 2～3회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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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로 진행사항 또는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피이드백 한다.
3. 학생의 자유연구 조장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생활주변 또는 흥미 있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찾아서
계획하고 진행하며 결과를 얻어 발표케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오이나 호박이 열렸을 때 길이자
람을 매일 측정하여 생장곡선을 그려본다든지, 중등학생이라면 라면으로 쥐를 사육하는데 라면,
라면＋콩, 라면＋쌀, 라면＋보리쌀 등으로 구분하여 쥐를 기른후 매주 체중을 측정하는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다. 도시하수의 pH, DO, 탁도 등을 측정하여 시, 군청에 알려주고 그 결과를 행정
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집단사고를 거친
결과를 실험실습 하는 것은 흥미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4. 영재교육 추진
영재란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개성, 독립성, 열성, 인내심, 수학적 재능, 추상적인 언어력, 과학
과목에 뛰어난 적성과 빠른 학업성취,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또한 정의적인
면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임, 창조성에 대한 자부심과 비판적 태도,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작업
에 몰두하기 좋아함, 부지런하고 한가지 일에 열중적인 기질, 정서적인 안정도가 높음, 다양한 취
미활동, 자립심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얽매이기 싫어함, 획일적인 사고를 싫어함, 자기 나름대로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영재교육은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심화학습은 Renzulli(1985)의 3부
심화모형을 따른다. 1부 심화과정에서는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주제와 접할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탐색단계를 거치며, 이 단계를 통하여 어떤 분야나 주제
에 대해 계속 참여하여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부 심화과정에서는 탐색단계를 통해 학생들
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보다 심화된 학습활동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의 수집
과 분석, 조직, 종합, 평가 능력 등의 탐구능력을 기를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탐구능력, 확산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신장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3부 심화과정에서는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사용
하는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활동하는 문제해결 단계를 거친다. 여기서는 다양한 탐구방법이 활용
되고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5. 기초과학교육의 진흥
과학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기술을 우선하는 첨단기
술개발과 경제발전 위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기술교육과 과학교육이 모두 중요하다 하겠지만
기초과학교육이 우선되어야 기술발전의 초석이 튼튼해진다.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보다 응용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에게 연구비의 지원이 더 많은 것도 하나의 실예이다. 국가는 먼
저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름길이며 소위 선진국이 그
렇게 하여 성공하고 있다. 그 창의력이 중요하다. 기초과학교육은 기술교육보다 우선한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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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생물, 수학, 지구과학 교육 없이 공학, 농학, 의학, 약학의 발달을 기약하기란 불가능한 일
이다. 혹 모방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해서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6. 효과적인 과학교육
미래의 과학교육은 소수 정예의 영재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 이
러한 공정성과 우수성의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과학 기본지식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 내용의 요점을 탐구로서의 과학, 과학과 기술, 우주과학, 과학에서 통합적인 개념과
과정 등이 포함된다.
과학교육의 성패는 과학교사의 지식, 능력, 그리고 신념에 달려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내용
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전문가란 담당교과의 이론, 개념, 아이디어가
연관되게 끔 정교한 지식구조와 아울러 서로 관련된 교과영역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갖춘사람을
말한다. 과학교사의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결

론

미래의 과학교육은 단순 지식위주보다는 자주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실천능력을 소유한 사람
을 길러야 한다.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과학교사를 양성하고 응용과학보다는 기초원리과학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교육은 연습적일 수 없기에 교사는 학생을 당당하고 확실한 인간대접을 통한 교
육, 다시 말하면 주체와 주체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지 학생을 마음대로 하는 교육이어
서는 안된다. 참된 과학교육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
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과학을 잘하는 것보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심한 경우는 다른 교
과목의 성적이 저조할 망정 과학과목만은 최상급이며 집착이 강한 학생도 포용하는 과학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

학교 정보화와 창조성 과학 교육

전주중앙중학교
이 한 윤

1 . 들어가는 말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제 5차 대통령 보고서 (1997. 6. 2)에는 세계
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중 대체로 복잡하고 심층적
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
양을 위한 교육의 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교육의 전면적
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젼과 같은 통신매체가 사회구조와 인간생활
과 의식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 인터넷, CD-ROM과 같은 정보기
술이 더 빠른 속도로 사회와 인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인간사회는 지금까지 주로 지
리적 단위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초지리적 사이버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공동체(telecommunity)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있다. 교사는 더 이상 지식과 지혜의 유일한 원
천이 아니다. 학생들은 전자매체 등 다양한 교수매체를 통하여 넓은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며 풍
부하고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는 “ 정
보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과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고 정보의 공동화(空洞化)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최근 창조성 계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창
조성 계발은 교육법이나 국민교육헌장, 정부의 장학방침이나 각급 학교의 교육지침에서 수 없이
반복해서 강조되어온 교육목표의 하나이다. 자연 탐구에 관련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적절한
과학교과에서 창조적 사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2. 교육 정보화 개혁 과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 정보화의 학교 현장 착근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중심의 컴퓨
터 교육에서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고, 정보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천하여야 할 개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Miniature Information Society)'로 조성하여 학생들이 정
보화 사회에서 당면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사전에 체험해 보고, 이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를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① 2000년부터 적용
될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모든 교과에서 실천될 수 있
도록 교육과정 각론을 구성한다. ②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및 참고 자료 개발 시에도 정보기술
활용 교수-학습 활동의 실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자료인 전자교과서, 전자교재, 전자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되,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략)
셋째, 정보소양 교육 및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실과 및 중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에 정보소양 교육내용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보인력 양성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생략)... ① 학교 정보
체제를 운영하고, 정보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자문 및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담당할 교육정
보화 전담 교사제 도입하기 위해 관련 학과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자 하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교육정보화 전담교사 양성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수립한다. ...(이하생략)

3. 학교 정보화와 과학교육

가. 과학문맹 키우는 과학교육
건국이래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술입국>을 목표로 69년 <과학교육진흥법>이란 특
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우리의 과학교육은 갈수록 방향과 생기를 잃어가는 것만 같다. 그것은 우리
과학교육이 다른 교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지식의 주입뿐 진정한 의미의 과학 정신을 키워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교육평가원이 미국-일본-중국-영국-캐나다 등 세계26개국
과 공동으로 5년 동안 진행해온 [국제 과학교육성취도 평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은 일단 수준급에는 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유인 즉 제30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ICHO)에서 우리 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47개 참가국 중 종합 2위를 차지,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어 (98.7.14), 결과만 보고 평가해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럴싸
한 선물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 있는 교사들은 우리의 과학교육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거꾸로 가고 있으며 <과학문맹>이 늘고 있다고 한
다.
우리의 과학교육 여건은 최근 수년 동안 상당한 투자가 있어왔다. 각급 학교는 육성회비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실험실습비와, 학급당 일정액의 실험실습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 받고
있다. 과학과에서 쓰는 실험실습비는 과학과 이외의 교과에서 쓰는 교육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이다. 가난한 학교에서 그나마 상대적인 행복을 구가하고 있지만, 과학 교육의 교육
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이같은 과학교육의
부실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 탐구, 발명의 진정한 과학정신을 일깨워야 한
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기초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
등과학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고등과학원은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겨냥, 지식사회의 상징인 노벨상에 도전할 두뇌집단형성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다. 과학 교육은
단지 과학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관찰력, 분석력, 판단력,
종합력, 실험설계능력 등을 기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 과학 교육은 활
동(혹은 과정)으로서 가르쳐져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과 학습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과정'에 충실한 과학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 정보화와 교육매체의 필요성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질로 교육
매체의 제작과 활용 능력을 들 수 있다. 교원의 재교육 과정에서 매체 제작과 활용에 대한 연수
가 늘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런 사실은 선진 교단사업 및 정보화 기자재가 보급되면

서 이에 대한 활용의 준비는 교사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
으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교육매체가 가진 보완성은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교수
-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교수 내용이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 저장되어 있다면 학습
자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도 역시 학습자가 가능한
시간에 교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서로 편리하게 된다.
또한 교육매체의 사용은 교수자가 교수 - 학습과정에서 보다 긍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준비가 충실하여 수업에 임하는 부담이 줄게 되고, 자세한 설명에 필요한 노력도
줄게된다. 따라서 이렇게 남는 시간을 보다 중요한 수업 활동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개별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다. 학교 교육의 정보화
최근 정보화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 부문도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고, 우리 교
육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정보화는 단
순히 컴퓨터나 데이터 통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 처리 절차나 방식, 업무를 바
라보는 인간의 사고의 틀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는 1997년도 교육부의 역점사업 중 학교현장 혁신운동 확산과 관련되는 세부 영
역이다. 이에 정부는 첫째, 초․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97- ’99 )계획을 추진,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99년까지 초․중등학교 교육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①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으로 교단 선진화 추진 ② 성적처리, 학사업무 및 교재작성 등을 위한
교사용 컴퓨터 보급 ③ 1학교 2 컴퓨터 실습실 확충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둘째, 교육 및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①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교육 행정 데이터
베이스 개발 보급 및 ② 교원의 멀티미디어 기자재 활용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셋째, 가상교육(Cyber Education)지원을 위해 ‘97년 4월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
영중에 있고, 에듀넷 운영 활성화를 위해 1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지원하고, 가상대학 등 첨단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연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학습자․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창의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은 이제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렵다. 학교 업무 전산화는 우리가 추
구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이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올해 교육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원연수용으로
설치하려던 멀티미디어 시설 설치와 초등학교 학생부 전산화계획 추진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또 올해 학내전산망 (LAN) 설치 대상 초․중등학교는 2천 개에서 8백66개, 인터넷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초․중등학교도 2천57개에서 9백4개로 각각 줄어들었다. 2000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
에 LAN을 설치하려던 교육부의 학교정보화계획은 무산된 셈이다. (98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라. 정보화 환경과 과학 교육
정보화 사회의 학습환경은 정규 학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 말고도 각종 사회교육 기관
은 개인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기존의 학교교육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평생교육원과 같은 사회교육 기관과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원격고등교육 기관, 그리

고 최근 구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정학교(Home schooling) 등이 정규학교를 위협하고 있다. 미
국에서는 약 5천만 명의 초.중등 학생 가운데 약 1백만 명이 가정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한
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정학교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
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이러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차라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
육하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정학교 제도를 허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의 Know How가 중요하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Know Where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문맹을 부끄러워하던 그 시절이 있었듯이
인터넷맹, 정보맹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에 따르는 환경변화는 학교환경에서 필요한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의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과학교과에 있어서는 모든 교과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의 활용과 개선이 직접 학생의 학습효과에 연관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이나 에듀넷과 같은 정보환경의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과학교사로서
항상 연구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범주이다.
마. 정보화 환경 활용 실태
다음의 두 가지 예로부터 우리의 교육 현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교실에 109cm짜리 대형 TV와 펜티엄 컴퓨터가 들어오는 날.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은 빗나가지 않아 그날 이후 그 기계들이 이용된 날은 딱 하루. 정보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서의 정보화인가가 문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처럼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업을 받으려면 그 반에서 컴퓨터 좀 다루는 애는 아예 수업을 못
듣는다, 선생님 조수하느라고.」
「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과학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수매체 확보 및 활용 현황을 11:00시
까지 급히 보고하라는 업무연락을 하달 받았다. 현재 시간 10:30분. 담당교사는 작년 연구 수업
때 한번 써보았던 OHP로 수업하려다 전구가 단락된 채 방치되어 있어 할 수 없이 ‘분필 수업’을
하던 중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실 분위기를 정리하고 교무실로 뛰어가 공문을 작성한다. 물론
남은 시간은 한참 위성방송을 교육부에서 열이나게 주입식(?) 홍보하던 때 복사해두었던 교육방
송 테잎을 급히 준비하여 틀어주려 했으나, 교실 안테나선이 언제부터 잘 못 연결되어 있었는지
화면만 칙칙거려 요리조리 손보다 조용히 자율 학습하라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왔으나, 그야말로
학생들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잡담시간이다. 담당교사는 지난번 장학협의시에 전시용으로 정리해
둔 이 후 꺼내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해 두었던 실적부를 뒤적이고 달력을 보며 교과시간과 요일
을 맞추어 회수를 대충 계산한다. “ 지난번 보고이후 2개월이 지났고 1주일에 최소한 2번씩, 대
충 9개 교과 정도면...... VTR은 00회 , OHP는 00회 ....아참! 이번 시간은 VTR상영으로 한시간
추가. 다행히 작년 방학 동안 컴퓨터연수를 받아 어느 정도의 워드프로세서는 다룰 줄 알기에 약
간은 능숙하게 공문을 작성한다. 물론 연수 동안 받았던 파워포인트나 페인트샾프로 5.0, 그리고
리얼오디오, mp3 등을 이용해 멀티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거의 응용해본 적이 없다. 수업시
간이 거의 끝날 즈음 행정실에 공문을 맡기고 담당교실로 가보니 그 반 학생들이 옆 반 선생님
께 혼줄이 나고 있었다. 이유인 즉 컴퓨터를 잘 한다는 한 학생이 두어 달 전 학교에 LAN망이
연결되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자기네 반은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

마침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틈을 타 컴퓨터를 요리조리 연결해 켜고 접속을 했더니 그 주위를
친구들이 에워싸고 신기해하며 “떠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위의 예 중 앞의 경우는 교육월보
(98.3월)에 기재된 학생들이 생각하는 “IMF시대 학교에서 없어져야 할 다섯 가지” 요소 중의 하
나이다. 독자의 학교는 어떠한가?

4. 정보화를 주도하는 과학교육

가. 인터넷의 교육매체로서의 특성
교육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98년 4월17일부터 9일간 전국의 초-중-고 교사 1천1백60명을
대상으로 [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컴퓨터 사용법
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제 인터넷의 활용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 집 안방에서 전
세계의 교육 당국(우리 나라 같으면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국의 교육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다. 물론 영문으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번역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각국의 자료
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흥분하게 할 만하다.
인터넷의 교육 매체로서의 특성을 부산대학교 김영환 교수는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부산광
역시교육청 컴퓨터교과연구회, 1996)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는 찾아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재가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런 작업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인터넷은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쉽게 공개하여 전자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써 여러 종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신체적, 물리적 위험 없이 생각을
교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의 성취감을 고조시켜 학습동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하는 장점도 있다.
넷째, 이러한 전자출판이나 전자 메일을 통한 의견의 교환은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력과
문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터넷의 활용은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이끈다. 인터넷은 기존의 교과서나 참고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비디오처럼 어떤 지시를 내리지도 않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
하지도 않는다. 인터넷은 그저 정보의 바다일 뿐이고 그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고기를 잡
거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항해자인 학습자의 몫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 스
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잡아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며, 이런 것은 바로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활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력 등을 길러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나. 정보화를 주도하는 과학교육
가상 교육(Cyber education)이란 현재의 교육 체제처럼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학습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듀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전자 교과서 등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제
공받아 개별화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말한
다. 여기서는 기존의 컴퓨터 통신망과 인테넷을 활용하여 과학교과에 활용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컴퓨터 통신 과학관련 동호회의 활용
- 하이텔(TOP 메뉴에서 '7. 동호회/작은 모임'→'10. 과학/기술' 선택)
지구사랑동호회(go EARTH),과학동호회(go KSC) ,발명 동호회(go PAT)
꿈돌이 동호회(go EXPO)
- 천리안(TOP 메뉴에서 '7. 동호회/모임마당'→'17. 자연/공학' 선택)
과학그린비(go GREEN), 천문동호회(go COSMOS)
- 나우누리(TOP 메뉴에서 '15. 동호회/모임'→'25. 교육/학술/취업'→'2. 학술포럼' 선택)
아름다운 화학(go CHEM) , 물리사랑(go PSS)
- 유니텔(TOP 메뉴에서 '32. 동호회/포럼'→'17. 학술/경영/투자' 선택)
physics mania ,문동호회 '미리내'
(2) 가상학교(Cyber school)의 활용
에듀넷에 개설되는 사이버 스쿨은 에듀넷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로 나눌 수 있다.
가상학교는 모든 교과목에 대한 전자 교과서가 제공되며, 공지 사항, 이 달의 이벤트, 에듀넷 공
부방, 학습 자료실, 상담실, 학교 탐방, 인터넷 여행, 휴게실(게시판) , 양호실, 진로․진학 정보실,
전자 도서관 등이 함께 운영된다.
(3) 전자 교단 시스템
첨단 정보 기술과 새로운 교육 이론 및 방법을 활용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교육 자료,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장 교
사가 직접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교육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작 도구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에듀넷( http://edunet.nmc.kr)을 통해 제공된다.
(4) 사이버 교육 상담실 운영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 및 학부모들의 교육 상담 욕구
충족 및 올바른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해 진학․청소년 고민․성교육․학교 폭력․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
며, 논술 상담을 준비중에 있다. 학부모를 위해서는 영재․자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
원을 위해 교직․교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장애인․유
학․의료 등 특수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5) SISENET(서울시 과학교육원 인터넷 통신망)
서울시과학교육원 연구원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25명의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이 8개
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낸 인터넷상의 과학교실 시서넷의 주요 메뉴는 학습자료․열린
학교,학교 홈페이지,추천 웹 사이트, SISE BBS등이다.
(6)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 찾기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mg.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ilbo.co.kr
한국일보 http://www.korealink.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인터넷 바다에서 과학 관련 자료 찾기
인터넷에서 전송된 좋은 자료들은 조금만 가공하면 요즘 교실에 한참 설치되고 있는 컴퓨터
와 대형화면을 이용해 흥미 있는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활자화된 책자보다도 빠르
고 시의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홈페이지 자료의 매력을
교실에 끌어들여 보는 것이다. 검색엔진 “야후(YAHOO:http//www.yahoo.co.kr/)”를 이용해 과학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의 예이다.
http://www.yahoo.co.kr/Science/ 고생물학 ,교육, 의학, 도서관, 화학 등
http://www.yahoo.co.kr/Reference/ 참고자료(각종통계, 백과사전,연감,특허,표준등)
http://www.yahoo.co.kr/News_and_Media/뉴스와 미디어(과학기술, 정보통신, 인터넷방송,사설등)
http://www.yahoo.co.kr/Education/교육(교육이론,초.중등교육,학술자료 등)
http://www.yahoo.co.kr/Computers_and_Internet/컴퓨터와인터넷(사이버문화,전자통신,멀티미디어)
http://www.yahoo.co.kr/Health/ 건강과 의학(건강상담,의학,응급치료,전통의학 등)
http://www.yahoo.co.kr/Regional/ 국가별,세계지역별,지리과학,한국의 시도
http://www.yahoo.co.kr/Recreation/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동물 등
http://www.yahoo.co.kr/Social_Science/사회과학(인류학,고고학,환경학 등)
(8) 웹(web)에서 외국학생과 함께 공부하기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실시하는 'One Sky'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것은 현재 그리고 앞
으로 나름대로 자리 매김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WBI(Web Based Education)의 일종
이다. 이 프로젝트 팀의 홈페이지 (http://onesky.engin.umich.edu/)로 관심 있는 중학교 교사들
이 학생들 과 참여하면 꽤 괜찮을 것이다.
(9) 여러 단체의 자료집 이용하기
자발적 교사 단체로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전국과학교사모임' 등에서 회원용으로
나오는 자료집을 교육 활동에 이용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자료집에는 재미있는 실험이나,
수업 자료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종 과학교육 관련 단체가 총 망라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
단체총연합회(홈페이지 : http://soback.kornet.nm.kr/~kofses)등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종합보고서
를 내고 있는데 이를 수업 자료에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10) 과학교육원 자료 이용하기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 산하에는 과학교육원이 있다. 아직도 과학교육원의 문턱을 높게 생
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오산이다. 왜냐면 정보 통신의 혁명이 있으니까? 예를 들
어 탐구활동 안내서 내용이 교수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교사들은 서울
과학교육원 인터넷 망인 SISNET의 홈페이지(http://www.sise.or.kr)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의 학습 자료란에서 hwp로 작성된 내용을 다운 받아서 마음껏 요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정보화․교단선진화․그리고 에듀넷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상교육(Cyber Education)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여야 하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사회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매체 환
경의 변화는 앞으로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가 매체제작 및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가르치는 업무
수행에 충실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스스로도 학교의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에 일면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학교와 교사가 스스로 ‘굴러온 대로 굴러간다’는관성의 법칙(?)에 붙잡혀 있다 보니 새
로운 시도를 스스로 포기해 온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정보화가 당장은「몰라도 그만, 알면 더
좋은」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네티즌」의 수는 추산이 불가
능할 정도로 늘고 있고,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교육은 백년대계(百
年大計)」라지만 1백년 후는 예측하기 어려워도 10년 앞은 내다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교정보
화를 추진하는 일선 선생님들의 생각이며, 동시에 기성세대가 염두에 둬야할 교육의 방향일 것이
다. 이에 과학교사들은 학교 정보화를 주도해 가는 역할을 수행해 간다면 우리의 과학 꿈나무들
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5. 창조성 과학교육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 과학상자조립대회, 모형항공기공작대회, 전자과학실험대회, 미래과
학글짓기대회, 과학실험대회, 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학생탐구발표대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
말만 들어도 아찔한 소위 탐구력, 창조성 계발을 위해 선수(?)를 뽑는 과학관련 대회들이다. 이들
이 진정 학생들의 창조성을 개발하는 기획프램그램인가? 혹여 학생들을 보상한답시고 선생님들
의 점수 경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현행 교육 과정의 기본 틀 속에서 창조성 계발을 위한 학습지도의 원칙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수업 참여의 자발성를 유발시킨다.
② 교사는 일방적 , 지시적 수업방법 보다는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유발하는 상호 작용적 방법
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창조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여러 대안적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확산적 사고 ” 또는 “수평적 사고”를 자극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고무하고 자유로운 의문제기를 격려하며 비통상적 행동
을 관용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학생 상호간의 토론, 공동작업, 집단과제 연구 등과 같은 집단과정이 일어나도록 지도한다.
⑥ 교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완성된 해답이나 결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
스로 그것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⑦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 능력, 학습속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창조성 계발을 위한 지도방법이나 기법은 역할놀이, 브레인스토밍, 탐구학습 등 이미 수없이
제안되어 왔으나 정보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컴퓨터
를 포함한 시청각 매체 등 정보화 도구 활용 기법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
게 되었다. 과학교사는 정보의 바다를 향해 학생들을 안내하는 중요한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정보화의 선두주자에 서야 할 것이다.

6 . 맺는말

21세기는, 적어도 초기 20 - 30 년간은, 교육자에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왜냐하면 21세기
라는 미래가 오늘의 청소년 교육을 통하여 이미 결정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확정된 역
사이지만 미래는 새롭게 써 나가야할 열려있는 역사이다. 21세기의 소망스런 한국은 오늘의 학교
에서 잉태되어야 한다. 미래의 정보사회를 주도할 과학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늘의 과학교육은
지극히 미래주의이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나타날 여러 사
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예상되는 사회문제는 인구과잉, 환경오염, 자원고
갈, 식량부족, 가족파탄, 사회갈등, 세계전쟁 등 실로 만만찮은 문제들이 예상된다. 흔히 교육이
오늘의 사회 문제를 대처하는 데 적당치 못하다 하여 교육의 사회적 적절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 문제에 적당치 않은 것은 오늘의 교육이 아니라 어제의 교육이다. 오늘의 교
육은 내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성을 살리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교육을 사회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실시한다면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교
육이다. 교육은 사회문제가 일어나면 그 때서야 뒷치닥거리 하기에 바빴던 그러한 소극적 위치에
서 닥쳐올 미래사회를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 위치로 바꿔야 한다.
미래의 언젠가는 과학교사들도 오늘날 학교에서 갖는 ‘교육의 특허권’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
른다. 이미 형식적 학교 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
가 높으며 여러 형태의 학교외 교육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학교나 평생학교 또는 컴퓨터통신
을 통한 사이버 학교, 가정학교, 그리고 2-3년 전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안학교와 같은 학
교외 프로그램은 이미 정규학교의 교육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불
량한 인쇄물이나, 화질이 좋지 않은 비디오 테잎, 오탈자(誤脫字)가 많은 OHP필름 자료, 무시 못
하게 부담되는 부교재값 보다는 훨씬 싸고, 폭넓게 제공되는 인터넷 교육망은 다소의 미흡함을
제외하면 보다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정규학교와 비정규
학교,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 어디에서나 정
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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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열린과학 학습의 방법
군산 구암 초등학교
교 사 이 진 생

Ⅰ. 들어가는 말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항상 그 원점을 교육으
로 보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
며, 2천대의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앞으로 맞이할 21세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가 함께 존재하며, 획일화된 인간상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지닌 인간상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목표로 교육시
키는 학교 교육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고 길러주는 학교 교육의 현실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및 창의성을 최
대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춤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계발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기르
기에 적합한 교육 방법 중의 하나가 열린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며 지속적이고 개인적이며 자기 동기화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학습의 시작은 교육과정이 시작하는 곳이 아닌 아동이 서있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학습에
서 아동은 자기주도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교과간 혹은 같은 교과내의 여러 차시 통합 등 교육 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간과 인
력 물자의 낭비를 개선하고, 우수 아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고 부진 아동은 충분한
개별적인 보충 지도를 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자율적 문
제 해결력 향상 등 자기 학습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다.

Ⅱ.열린교육과 과학교육
1. 열린교육의 특징
열린교육이란 학습 공간의 활용면에서 융통성이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며, 학습자료를 풍부히 제공하고,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집단 수업보다는 개별적 또는
소집단 수업으로 하는 교수 방법이다.
열린교육에서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존중심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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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과 방법 면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상호 작용과 더욱 개방적인 접근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아동 주도적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열린교육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아동을 기르고 아동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다.
(아동 중심 교육)
․아동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의 개인차에 부응하는 교육이다. (개성 교육)
․수준별 학습자료 및 선택 과제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수준별 학습)
․교육과정의 순서와 시간 배당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운영한다. (열린 교육과정 운영)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밖, 지역 사회로까지 교육의 장을 확대한다. (열린 공간 활용)
․수업 계획,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등의 작업을 할 때 팀티칭을 하기도 하고 학부모 등
의 보조 교사를 적극 활용한다. (다양한 수업 전개)
․전학급 수업 최소화, 소집단 개인 수업을 최대화한다. (개별, 소집단 중심 수업 강조)
․아동에게 최대한 자유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 자유 기회
확대)
․지원, 촉진, 안내 인도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의 역할)
․열린 공간 : 융통성 있는 학습의 생활 공간
․열린 집단 구성 : 개인, 소집단, 학급 전체 등 융통성 있는 집단 구성
․열린 교육과정 :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교과 통합 운영의 융통성
․열린 인간 관계 : 교사와 아동, 아동 또래간, 교사와 학부모간에 적극적인 상호 작용관계
․열린 마음 : 교사의 마음의 벽부터 개방하는 정신적 자세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수방법은 없으나, 교사들이 다양하면서도 아동들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지식․이해의 탐구능력이 함양되도록 능동적인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구체
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개별학습에 강조를 두고 있다.(김현재,1993)

2. 열린교육과 과학교육
최근 몇 년 동안에 열린교육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열린교육의 의미는
이고 열린교육과 과학교육은 어 한 관계가 있을까
오
과 같이 열 한 교육 경과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
육 풍 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개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기 어 다는 반성에
서 교육을 혁신시 보자는 의미로 열린교육이 등장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열린교육이
급속히 이 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열린 이라는 이 을 사용하되 학습
의 개별화 자율화 라는 열린교육의 참 정신과 원리를 리지 하고 방 형의 수업을 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면 열린교육이란
일까
열린교육의 참 지는 지 까지의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어 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본질
로 아가자는 것이다.
학습활동을
어린이에게는 다른 활동 자료를 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이 성공적인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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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에 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와 구조를 게 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학교육도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교육의 참 을 각한
목적이고 조건적으로 여는 것 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는 우 위 스러운 일이다.
열린교육과 과학교육은 아주 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과학교육의 요체인 탐구학습은 열린교육
에서 강조하는 창의력과 탐구능력 신장에 게 기여해 왔고, 과학교육의 혁신적 화를 가 왔
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학습의 방향을 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 과 탐구방법을 통하여 문제 해
결능력을 신장시키는 탐구학습이야 로 진정한 열린교육의 실현이 아니 는가
그리고 탐구학습과 열린교육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 우 유사함을 느 수 있다. 열린교육과 탐
구학습에서는 모두 아동의 역할을 게 강조하고 있으며 결과 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리고 아동의 흥미와 능력을 고 한 소집단 활동과 다양한 체 학습, 학습의 촉 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에서는 탐구학습보다 개별 아동의 요구와 능력에 기
초한 개별화된 수업 및 수준별 지도를 강조하고있으나 탐구학습에서는 그에 미치지 하므로 이
에 대한 보 이 이 진다면 열린교육이 더욱
실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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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열린 교실에서의 과학 학습 방법
1. 창의성을 높여주는 교육으로
대개 일반적인 과학학습의 흐름은 어린이들의 탐구활동이 강조되는데 어린이 스스로 탐구활동
을 통해 과학의 주요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발견하도록 하며 교과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전제
로 구성되어져 있다.
즉 교과서의 구성이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며‘실험 관찰’
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책상,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열린 생각을 요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학습에서 우리가 깨야 할 틀은 무엇일까?
먼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습방법에서 벗
어나야 한다.
과학실에 비치된 일상적인 자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같
은 주제라 하더라도 도 하는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나 재료를 리하여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학습 주제에 따라 그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조별, 개인별로 다른 학습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때에는 내용에 있어서 계열성이 중요하므
로 문제를
택해야 한다.
강낭 기르기 ,개구리의 한 이 , 배추 나비의 한 이 등을 아보는 활동은 각각의 성장단계에
맞 서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문제가 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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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료는 마음대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학습 실 재료들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고 과학실의 한
나 교사용 상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갖추어 아 마음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계획하면 생활 속의 자료는 게 구할 수 있
다.
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학습 속도를 고 하여 활동 수준을 리하 나 심화 학습의 기회를
마 해야 한다. 이때에
학습활동을
어린이에게는 다른 활동 자료를 보다 심화된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구가 선행되어 적재적소에서 안내가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는 현재 여 있는 분 단위로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창의적인 학습을 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 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학습주제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동학년 회의를 통하여 분 리, 분
리로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여 시간 배당 계획을 세 야 한다.
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 그 에서 어나야 한
다.
교과서와 실 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서 어나서 스스로 구들과 의 하고 질의하면서
문제를 고, 해결방법을 아가면서 교사의 안내를 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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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로 가르치라
즉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로 가르치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얘기가 바로 창의적이고
열린교육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이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다양한 사고와 확
산적인 사고가 생겨날 수 있으며 발전적인 학습전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교사는 학습자의 감시자나 지시자가 아닌 함께 탐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탐구자로서의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바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습정보의 수집과 학습과정에서의 안내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잘 짜여진 학습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결과만 확인하는 활동만 하였을 때 과정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도와 안내 등 교사의 지도역할이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나 부모의 수준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
생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 학습 활동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열린 교실에서의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과학학습에는 과학의 내용(Contents)면인 주변환경에 대한 거대한 과학지식체계와 과학과정
(Process)적인 면인 지식을 발견하는 방법의 두 가지 면이 있다. 따라서 열린 교실에서는 과학
학습에 있어서 과학적인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바, 즉 문제의 설정, 가설의 진술, 탐색, 결론도
축, 결과확인등 문제해결방법을 여러모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과정 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학습목표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바, 열린 교실의 과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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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s 74
찰
험

① 변환
④ 험
크

② 변환
석
⑤
빛

습목표(
, 19 )로서 주
경에 대한 관심 주
경 대해 의문을 가지고 탐구능력
관 하고 실 하며 가설의 설정
실 결과의 해 능력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통 력
등을 탐구 실천해야 하는 과정 면을 게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학에는 여러 학문의 아주 기초내용( , 소리 에 지, 물질, 생물체, 지구
의 구성, 별과 우주, 분자. 화 등)을 선택하되 그 위를 아동의
주
경 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주
경이라는 단어는 게는 하 의 별들로부터
교실 내에 있는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된다. 열린 교실의 과학학습은 아동이 자신의 주
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에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아동은 자 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항상 라는 질문을 하며 이유를
고 어한다.
물
이 수도 지에서 나오는가 ,전등은 어 게 해서 지는가 ,
 은
모양이 자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주
경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를 하며 성장
한다. 이러한 아동의 질문유형에는 대개 가지로 분 하는바,
는 구체적 이 제시 수 있
어 설 이 필요 없는 질문( 은 마나 리 있는가 ),
는 간단한 실 으로 해결 수 있는
질문(자 은 물 속에 있는
이도 어당길 수 있는가 ),
는 간 복 하지만 아동의 능력
으로 실 해결 가능한 질문(비행기는 어 게 해서 게 되는가 ),
는 현재의 능력으 이해
가 든 어 운 개 들이 필요한 질문(해가 어 게 해서 하 에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들에서 교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 접 자료를 아보도록 소개 ,능력에 맞는
실 을 하도록 협조, 필요한 자료를 아 실 고안 록 지도, 간의 조 으로 스스로 도록
지도)으로 접 해 을 주지 고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교실
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학실로서 아동 각자가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해 가는 장소라는 생각
을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나 어 있지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
마나 어 있는지 어 게 아 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계속적으로 아동의 의문을
하고 필요한 학습 경 과 자료를 제공해 주는 동시
에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을 배우게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열린 교실의 학습에서 질문하는 태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과학 로그 이
자 스 게 이 어질 수 있다. 로 물에 대한 탐구 에서 물방 , 발 , 음 , 음, 물의
도 화, 는 물체와 가라 는 물체, 배가 는 이유 , 경오 과 물등이다. 이러한 과학 로그
은 게 두
의 활동으로 나 수 있는데 그
는 단기활동의 문제해결 학습이고 그
는 장기활동을 요하는 문제 등으로서
학습이나
학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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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열린 교실에서의 과학 학습의 실제
열린 교실에서는 학습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다양한 교수 시설 및 구체적인 학습자료를 사
용하여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개별화 학습을 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실천을 의미하며, 교사에
의하여 적절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자료와 환경에 의하여,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고 같은 시간 안
에 서로 다른 교과와 선택학습을 학습자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며 교사중심의
대집단학습을 최소화하고 개별학습 또는 소집단학습(
학습)에 중점을 두는 아동중심의 능동
적인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한
(1993)의 현대 인식 적 해에 따른 과학학습지도 방법
과
와
(19 )의 현대 심리학적 해에 따른 과학학습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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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 사고의 기회와 의 교 , 개방적 질문 ,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재구성 . 능동
적 의미구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은 열린 교육적인 학습과정에
부합한다고 사 된다.
그런데, 우리교실현장에서 열린 교육적 과학-교수학습을 운영하는데 에는 다인수 학급문제와 실
학습자료의 부 현상으로 인한 학습자 개개인의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탐구경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미 하고 또한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관하게 일정분 을 획
일적인 진행에서 더 능력에 따라 기본공통학습과 심화․발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데 전
관심한 현실이다.
이러한 과학교육-학습과정의 여건에 관한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형태를 능력별 개별
학습과 소집단
학습으로 실행할 수 있다. 초등과학 학습과정을 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초등과학 (
, 19 )에서,
(19 )가 제시한 대면, 상호작용, 대화 등의 교수학습형태를 기본학습과정으로 개별학습과
학습으로, 다양한 학습방법의 실제적인 실천을 위
하여
학습, 로
학습, 소우학습, 과학 역할 이,
인 스
학습 등이 제시되는데
본고에서는 지면상 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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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열린교육은 우리의 과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요 수단
이지 열린교육 그 자체가 극적인 목적이 아 은 두 할 나위도 없다. 특히 초등 과학 교육에서
19 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과학 교육 신 운동에 의한 탐구 과학, 발 과학은 과학 교육의
본질인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한 과학 개 의 습 인바 우리는 그 본질을 면서도 과학 지식
주 을 위한 정보 전 교육에만
오 동안 치우 왔다. 그러나 이제는 열린 과학 교육 운
동을 통하여 과학 교육의 본질 추구를 시도하게 된 것은 우 바람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열린 교실로의 과학학습활동의 개혁은 로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학과 그 실
천 방법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바, 교사의 신적 열정과 력, 학부모의 정성어린 교육 사, 과
학 교육행. 재정적 지원 등의 위일체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이 어진다면, 21세기 세계화
에 맞은 초등과학교육의 수 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창조적 인력양성의 기 을 마 할 수 있다
고 확신한다.
그리고 과학 교육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열린 과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로운 과학적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풍부한 과학적 상상력을 발 하게 하며 인 의 미래에 있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 수 있는데 은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하교
나 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미래지향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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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학습의단계와수업원리
송병용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매우 낮아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절대 수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학생이 진학함으로써
중간 기능인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요구는 유
능한 중견 기능인의 확보로 질 좋은 제품을 생
산함으로써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는 우수한 기능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 학습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
정에서도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함께 심동적,
표현력에 대한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
를 증명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기능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은 농경․목축 사
회에서는 아주 간단한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 발달하
지 못하였으나,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
에 이른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습득해야 할 기능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학문을 중심으로 하
는 유교적 지식을 중요시하여 왔으며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科學技術人)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매우 낮아, 우리의 과학기술 발달을 저해하
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
가 그 나라 부(富)와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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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에 주의를 두어 보살펴 주고 일단 어린이
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연습 시간을 짧게
하여 자주 가지게 하는 것이 기능 향상을 촉진
할 수 있고 기능 성취가 어떤 만족스러운 수준
에 도달했을 때 적용을 위한 기회와 함께 주기
적인 연습이 그 기능의 능숙함을 유지하게 한
다.
셋째, 피드백의 원리가 있다.
기능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는 성취에 관련된 평가적인 정보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의인데 이러한 종류의 정
보를 피드백이라 부른다.
성공한 학습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옳다
고 말할 때 적극적인 피드백이라고 언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피드백은 옳지 않다는
것 즉 성취에 결점이 있다는 것이나 학습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때 소극적 피드백이
라고 언급된다.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동기 유발을 유지하는데 더욱 생산적인
것은 적극적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극적 피드백의 경우 학습자는 단순히 행해
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들으나 어떻게 향
상하는가에 관한 방법적인 문제를 제공받지 않
는다. 이것은 경험의 시행착오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부수적인 지도와 방향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원
천 중의 하나는 교사이다. 교사외에도 학습자
상호간에서도 자기 교정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시도에 관한 주의 깊은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학습자는 성취에 관한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적용의 원리가 있다.
기능을 학습한다는 것은 적용이 행해지지 않

II. 기능 수업 원리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
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능
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다.
대부분의 학습에서와 같이 기능 학습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무엇에 관한 것
이고, 수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
용되고, 무엇을 위해 유용한가를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래서 기능의 실연(實演)은 의미를 보여주고
훌륭한 성취의 예시를 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지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그 자체보다는
기능의 효과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예로써 교사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여 수학 문
제를 올바르게 푸는 법, 지도상의 위치를 알아
내는 법 등을 보여줄 수 있다.
첫째, 학습자 참여의 원리가 있다.
기능 학습은 연습과 적용을 필요로 한다. 그
래서 학습자들이 기능을 학습할 때 자기 자신
들을 전적으로 투입, 어떤 기능 익히기를 실천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기능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핵심은 학습자가
전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
발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의 원리가 있다.
기능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
구는 연습이다. 연습이 생산적인 실행이 되려면
동기유발이 잘 된 짧은 연습시간이 필요하다.
기능의 향상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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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생각
을 가질 수 있다. 예로써 쓰기와 철자법 등을
특정 기간만 유용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서는 안된다. 쓰기, 철자법, 읽기 기능은 전
교과에서 자주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초
기능을 읽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기능의 적용은 1학년에서 배우는 그 순간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능 학
습이 이루어질 때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 직접적인 수업과 기능적인 적용 사이에 훌
륭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다섯째, 유지의 원리가 있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는 숙달
이 이루어졌던 것 등 무엇이든지 잃게 된다. 그
러므로 정기적인 사용을 통해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
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을 가
르치기 위해 가끔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의 반응 형태이고 굳히기 전에
잘못된 습성을 바로 잡게 해주는 길이다.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수준에 맞는 기
초 기능을 조사․확인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교과마다 학년마다 도달하여야 할 기능 목표
가 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특징에 따른 과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
능의 도착점을 분석하고 여기에 도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학습 단계를 설정하여 설정된 단계
에 따라 기능을 습득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
한 단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설정되며 이
단계에 따라 학생의 능력과 발달 수준을 분석
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능 훈련 계획을 수
립하여 학습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때 출발점
행동이 같다고 하여 훈련의 속도나 목표를 동
일하게 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
여야 효과적이다. 기능은 각 개인에 따라 개인
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느 단계에서나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학생이 출발점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수업 단
계에 따라 기능을 가르치면 되나, 출발점 능력
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먼저 습득
케 해야 할 것이며, 출발점 능력의 개발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기능의 습득을 포기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출발점
능력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개인에게 알맞은
개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
는 것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시범으로 행동의 정확한 표현을 도와주
어야 한다.
우리는 창조를 위한 준비 단계로 모방의 단

III. 기능 학습지도의 방법

우리는 학습으로 얻어지는 학습의 능력을 크
게 정의적, 인지적, 기능적(심동적, 표현적) 영역
으로 구분하여 말한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구분
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세 영역을 뚜
렷하게 구분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
영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위 세 영역 중 기능 학습을
위한 수업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교
육자 Klausmeier와 Goodwin(1968)의 기능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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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생각한다. 모방이 없이는 창조도 불가능하
므로 창조의 전 단계로써의 모방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시범 활동은 학생의 기
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범은 그 학습을 처음 실시하는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인데 이는 그 학습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고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가능하면 처음 기능 학습을 실시할 때 학생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나 과제를 선정
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기능 학습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
으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시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
면 학생이 실제로 실습에 임할 시간이 부족하
게 되며, 학생의 입장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
고 교사의 수준에서 시범을 보이면 교사만 땀
을 흘릴 뿐이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데는
실패할 것이다. 또 시범이 끝난 뒤에는 즉시 실
습 시간을 주는 것이 망각을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이며, 실습 결과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할 때 실망과 실패감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
므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모든 학생이 교
사의 기대 수준만큼 따라 할 수 는 없기 때문
이다.
시범을 보여줄 때는 교사의 고민이 선행되어
야 한다. 과연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범을 통
한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을 한 후에 이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시범
을 통한 수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때로는 시범
수업이 학생의 창의적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과나 주제의 특성
에 따라 시범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시범으로 표현이 부족한 부분은 언어적
설명 또는 시청작 자료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시범은 매우 훌륭한 기능 학습의 한 방법이
기는 하나 시범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또 시범만으로는 기능 학습의 전개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이 언어적 설명과 시청각 자료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범을 보일 때는 당연히 언어적 설명이 뒤
따르기 때문에 언어적 설명과 시범을 따로 떼
어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시범이 없이 설명만을 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
는 시범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학생의 성취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시범
보다는 언어적 활동으로 학생의 심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청작 기교재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시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
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기능 학습의 성공에 중요한 요
인이 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여 홍수
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교사가 전부 제
공하여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의 습득
또한 기능 교육의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넷째, 기능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
한 실습 방법을 제공한다.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는 실습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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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요청된다. 어떠한 실습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실습 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
히 전체 활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활동
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전체와 부분을 잘 조화롭
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실습의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학습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순간적인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실습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체조의 안마일 경우
에는 전체를 하나로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연습한 후에 전체를 통합하
여 연습해야 한다. 야구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
다. 또 이미 일정한 수준에 오른 경우에는 전체
기능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한
후에 다시 전체를 조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습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일반적인 학
습 원리 중의 하나인 칭찬을 많이 활용해야 한
다는 점이다. 어떤 학습에서도 실수는 있게 마
련인데, 실수에 대한 지나친 꾸중을 하게 되면
실습의 효과는 반감된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학생은 그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실습에
임하게 되므로 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습 시간의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
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능이란 많은 시
간을 연습하게 되면 잘 길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습에 투입된 시간=기능의 신장이라는 등
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
으로, 얼마의 시간을 투입하느냐 하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습은 한꺼번에
많은 시간과 과제를 실시하는 것 보다 여러 차

례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여러 연구물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피로
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연습 간격은 기능 학습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섯째, 교사의 중간 지도와 학생의 자기 평
가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기능의 습득을
위한 실습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
나 대체로 수 주일 내지 수 개월이 걸린다. 이
러한 장기간 동안에는 지도 교사의 지속적인
중간 평가와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실습 내용,
실습 기간, 실습 단계 등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개인의 기
능 신장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
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
의 기능 습득의 속도와 정도를 파악하는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교사가 평가한 것과 비
교하여 실습의 진도에 대한 조절을 해야 한다
는 점이다. 이때 교사는 자유 토론이 가능하도
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대체로 실
습을 통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학습자는 처음에
는 시범이나 선배 또는 동료를 통하여 기능을
습득하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고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
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될 때 기능의 습득
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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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수

시킴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성공하고 있
다.
이 단계는 3단계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을
요하는 단계이다.
둘째, 고정 단계(Fixation Phase)이다. 이 단
계는 올바른 행동 패턴을 연습하여 오류가 거
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기능을 익히는 단계이
다. 비교적 긴 시간을 요하는 단계로서 초보 단
계에서는 각각의 S-R(자극-반응) 단위를 익히
고, 상급 단계에서는 S-R 단위를 합친 반응 연
쇄를 익혀서 통합된 전체로서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컴퓨터의 경우 각 키의 위치를 익히고 손가
락으로 키를 치는 방법을 익힐 때부터 각 키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익히고 본체와 부품의 기
능을 익힐 때까지의 단계인데, 기능을 습득하여
고정하는 단계이므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컴퓨
터를 에로 들 경우 일반적인 워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1% 미만의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를 고
정 단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동 단계(Autonomous Phase)이다.
기능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단계의 특
징은 기능의 성취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의 불필요한
자극이 계속 되어도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류가 생길 가능성
은 거의 없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학생 중의 일부는 라디오를 들
으면서 공부를 한다.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공
부가 안된다고 하는 학생도 있다. 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도 작업을 하는데 아무러 아무런 영향을 받지

학습 절차

모든 학생에는 학습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학생들이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 단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이러한 의견을 보인 대표적인 학
자는 Fitte(1962)인데 그는 기능 학습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3단계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처럼 다음이 단계와 연결되어 있
으나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첫째, 인지 단계(Cognitive Phase)이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익혀야 할 기능의 내용
이 무엇인가를 익히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주로
언어적 활동으로 학습 목표와 기능을 습득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익히게 되며, 도착
점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작업 및 훈련의 순서
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모르는 작업 오류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모르는 작업
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기능의 습
득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Williams(1949)가 그
의 동료와 함께 한 공동 연구에서 행한 조종사
훈련의 결과를 보면 이 단계가 기능의 습득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
다.
즉 그들은 조종사가 단독 비행을 하기 위해
받은 평균 훈련 시간이 보통 8시간이나, 인지
단계의 원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4시간으로 줄
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단계
에서 비행시 생길 수 있는 제 문제와 비행 절
차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생들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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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동단계에 도달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랐으므로 생
각보다는 손의 기능이 앞서는 고도로 훈련된
단계라 할 수 있다.

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급자나 교육 수요자나
모두 기능 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을 보면 모든 교과에서 기능 학습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기능 학습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때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
덕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V. 맺는말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
지 대학 입시의 영향을 받아 ‘아는 사람’을 길러
왔으며 그 결과 다수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
는 인간’을 양성하여 왔다. 이제는 전인교육이라
는 입장에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길러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하고 교실
이 변해야 하며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인식도 달라
져야 한다. 대학 입시를 위한 암기식 지식 위주
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소기의 목
적을 이룰 수 없다.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일
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작문․언어 능력, 사
회과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과학적 사고 능
력, 체육과에서는 다양한 심동적 능력, 미술과․
음악과에서는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
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단순한 지식이 강조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교육이 교육
수요자들이 요구에 따라 달라진 감도 없지 않
다. 교육 수요자가 교사와 함께 변할 때 교육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능 학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살
아 남기 위해서도 기능 학습은 강조되어야 하
며 이를 통하여 과학기슬을 증진하고 더 나아
가서는 세계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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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에서 기능학습의 적용 방안
Ⅰ. 시작하는 말

곽재기

우리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필요로 한다. 가장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에서부터 읽고 쓰는 기능, 계산기능, 운동기능, 탐구기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의 하나가 기능
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은 기능이 다른 수업의 기초가 되며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한한 창의성을 가진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열린교육
에서 여러 기능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동들이 학습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기초적 기능을 익히고, 사고를 요하는 탐구기능까지 익히게
된다면 열린교육의 목표인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Ⅱ. 기능 학습의 특징

1.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기능
초등학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의 하나는 아동들에게 기능을 가
르치는 일이다. 교육과정의 어떤 영역은 기능 영역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읽기, 쓰기, 말하기, 짓기, 계산하기 등은 기초기능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아동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의 대부분은 기능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의
미에서 기능은 다른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한편 독서, 지도보기, 자원을 이용하기, 자기 주장 말하기, 글짓기 등과 같
은 복잡한 기능은 자체의 하위기능을 가지는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단어를 아는 것은 읽기라고 부르는 보다 넓은 기능의 하위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는 이러한 구성요
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가르쳐 질 것이 계획되어야
한다.
Gagne(1974)는 <표1>과 같이 지적기능과 운동기능을 학습력의 중요한 부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1> Gagne 의 5 가지 학습력

학습력의
보 기
종 류
끓는 온도는
언어적 정보 물이
100°C이다.
대상을 記述하기
지적 기능 위해 은유법을 사
용하는 것
인지 전략 “磁場” 개념의 도출

기 능
(1)학습의 방향제시
(2)학습의 전이력증진
발전된 학습과 사고
의 증진
학습과 사고에서 학습
자 행동의 통제
행동의 매개 역
운동 기능 문자를 쓰는 것 운동
할
여가활동으로서 음
선택행동을 수
태 도 악 감상하기를 좋 개인의
정하는
역할
아한다.

표현행동
정보를 진술하거나 소
통하기
특정 장면에서 지적 작
용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를 보이기
효과적 수단에 의해 많
은 실제 문제의 해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운
동활동을 수행하기
一群의 대상, 사람 또는
사태에서 일정한 행동
과정을 선정하기

2. 기능학습의 성격
학교 학습은 종종 이해, 태도, 기능의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자주
인지적 학습, 정의적 학습, 심체적 학습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심리운동
(Psychometer)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모든 기능이 신체적 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기능들은 의사결정이나 자료분석, 사실과 의견 사이의 분
류와 같이 학습자가 생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기능
은 인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영역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학습은 신체의 운동적 요소뿐
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Ⅲ. 기능 학습 지도 방법

1. 기능 학습을 위한 지침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는 모든 기능에 똑같은 방법
으로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능을 가르치는데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미 이해
다른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습자가 그 기능이 무엇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무엇이 포함되며, 그 기능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그것
이 무엇을 위해 유용한가를 이해한다면 기능학습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학습자가 의미를 수립하는 것은 학습강화를 위한 목적에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기능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유용한지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기능의 実演은 의미를 보여주고 성취의 예시를 위해 매우 효과적이다.

나.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능 숙달이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학습되려면 학습자들이 기능이 익혀지
는 과정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기능학습을 위해 동기유발이 높고 자기 주도
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것이
다.
다. 연습
연습은 기능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도구이다. 연습을 통해 학
습자는 믿음직스럽게 반응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한다. 이 때 동기유발이 잘
된 짧은 연습시간이 더욱 생산적이 된다.
라. 피드백
기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성취에 관련된 평가적인 정
보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피드백이
라 불린다. 기능학습에서 학습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피드백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무엇이 옳고 잘 되고 있는지를 강조
하는 적극적인 피드백은 방법적인 문제를 제공받지 않는 소극적인 피드백보
다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동기유발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
다.
2. 기능학습 지도의 실제
가. 기초기능의 지도
읽기, 쓰기, 말하기, 짓기, 계산하기 등의 기초적인 기능 학습을 위해서는
1)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계열적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은 기능학습에 효과적이다. 이 때
유의 할 점은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고 자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개별화되어야 한다.
기능에 있어서 개별화 교수는 개개의 어린이가 배움책 연습문제를 혼자
공부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별화 교수는 특별한 도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되어진 소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 일어나게
된다.
3) 기능수업은 기능이 사용되어지는 상황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즉
기능은 다른 학습에 잘 적용되어야 하고 어린이 전체 학교 경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독립적인 습관을 키우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가능한 한 어린이들은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이러한 기초기능을 구성하
는 모든 하위기능 요소를 자기 스스로 익혀야 한다.
나. 지적 기능의 지도

오늘날 어린이의 사고 발달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적인 기능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행하는 것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지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데는 우선 다양한 사고, 호기심, 의심을 많이 갖도록 격려
하고, 창조성, 융통성, 발명성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적 기능이 개발되고
번창한다. 전통적으로 용인된 옳은 답을 추구하는 학생들보다는 위험스런 모
험을 감행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학급에서 지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1) 공부하는 방법. 시간을 할당하는 방법. 학급경영과정 단위활동 등과 같
은 문제를 취급할 때와 학급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참여시킨다.
2) 문제분석과 해결에 있어서 직접 경험을 위한 상황을 주기 위해 게임,
모의법, 역할극 등을 활용한다.
3)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필요로 하는 “만일-그렇다
면”과 같은 유형의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4) 구조화된 문제해결법과 탐구모형의 사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교수
와 경험을 제공한다.
5)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학급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
이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기 쉽게 한다.
7)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자주 한다.
8) 의사결정에서 가치를 구하기 위한 어린이를 격려한다. 즉 그들의 감정
이 판단을 어떻게 중재하는가를 알게 한다.
다. 연구기능의 지도
탐구와 자율학습과 같은 독립적인 학습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린이는 다
양한 자원과 절차들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발견
하고 획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획득한 자료나 지도, 그래프, 차트 등 다
른 그림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부기능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에 형식적이고 직접적인 수업과 실제 상황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자료를 이용
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별로 학습계획을 세워서
지도해야 한다.
<수준별 학습의 실제>
탐구기능을 기르는 수준별 학습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ㅇ 단원 : 4학년 자연과 혼합물의 분리
ㅇ 주제 : 물질의 성질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기

ㅇ 학습 형태 : 자리 학습
ㅇ 학습 과정
단 계

시간

(1) 마음열기

5′

(2) 학습문제
확인하기

5′

(3) 학습계획
세우기

5′

(4) 자리활동하기 30′

(5) 선택학습하기 10′
(6) 마무리하기

5′

학 습 활 동
ㅇ 한 자리에 모이기
․학습문제와 관련 있는 생활 경험 이야기
․쌀을 가져오다가 넘어져 쏟은 이야기 등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ㅇ 학습문제 찾기
․학습문제 : 여러 가지 혼합물 분리하기
․혼합물 조사한 것 발표하기
․학습순서 안내하기 : 개별활동과 하고싶은 자리
선착순 선택하기
ㅇ 학습계획 세우기
․역할 분담하기
ㅇ 수준별 자리활동 하기
․개별학습
․자리활동1 : 알갱이의 크기 차를 이용한 분리
-체
(제 1 수준 : 필수 자리활동)
․자리활동2 : 무게의 차를 이용한 분리
- 물, 선풍기, 키 등
(제 2 수준 : 심화 자리활동)
․자리활동3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리
- 자석, 거름, 종이 등
(제 3 수준 : 선택 자리활동)
ㅇ 보상 학습 자리 활동
․과학 동화책 읽기
․CAI 프로그램 학습
․물질에 관한 퍼즐 놀이
ㅇ 필수 학습 결과 토의 발표하기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재미있었던 점
․차시예고, 과제제시, 자료정리

라. 사회적 기능의 지도
사람이 자기가 속한 문화 속에서 사회 생활에 적합한 역할행동을 배울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와 상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은 사회화 됐다고 말해진다. 사회적 기능을 학습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안정에 아주 기본적이다.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

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의 3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1) 먼저 어린이 자신에 대해 바람직한 감정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신뢰받고 존경하고, 성실함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
이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2) 다음으로 집단의 협동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지도
해야 한다.
3) 학급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거나,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할 때,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증가한다. 역할극
은 갈등해소를 위한 수업에 특히 적합하다.
라. 운동기능의 지도
대부분의 운동기능은 하위적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동기능
학습의 첫째 요건은 하위적 기능에 숙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구의 슈팅을
하는 동작을 학습하기 위해서 공을 잡고 뛰는 기능, 골 밑에서 공을 잡는 모
양, 공 던지는 기능 등의 훈련을 한 후 전체적인 운동기능을 보일 때 학습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운동기능의 일반적인 교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 기능을 분석한다.
2 단계 -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평가한다. 각 연쇄의 모든 하위 요소를 습
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단계 - 하위 구성 단위, 기능 또는 능력의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4 단계 - 기능을 설명하고 演示해 준다. 설명과 演示는 학습의 초기단계에
서 매우 중요하다. 초보자는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기능의 가장 본질
적인 것에 한정한다.
5 단계 - 학습조건의 제공한다.
ㅇ 근접 - 자극과 반응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도록 全習法과 分習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ㅇ 연습 - 집중법 보다는 분산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기능학습에서 유리
하다.
6 단계 - 피드백을 제공한다. 초기에는 교사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외
적 피드백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얻는 내적 피드백으로
옮아가야 한다. 피드백은 지연시키기보다는 직후가 좋다.

Ⅳ. 맺는 말

기능학습이 다른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논의나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여러 기능 중에서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기초적 기능에 대해서는
위계적인 수준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세워서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탐구 기능 등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고 다양한 하위 기능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능들은 열린교육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는 가운데서 저절로
길러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 많은 교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서 효과적인 기능학습의 지도방법이 연구되어 일반화되기
를 기대한다.

열린 교육에서 기능 학습 지도 기법
Ⅰ. 서언

김원태

요즈음 역할 교육기 아동이 배워야 할 경험의 총체는 실로 엄청나다. 그 많은 교과에서 요구하
는 것만도 엄청난 양의 지식이기 때문에 수업 사태에서 많은 교사들은 학년별 교과별 지도 목표
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구나 기능 학습은 논술형, 체험형 등이 주를 이루는 최근의 학습 경향에서 자연히 뒤로 밀려
날 수 밖에 없으며 학기말이나 정기적인 수행 평가의 실기평가 때나 본격적으로 상정되는 경우
가 많다.
학생들에게 교과 활동을 통하여 길러 주어야 하는 기능은 다양하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기능
영역에 따른 지도 기법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경우에 기능은 어느 정도의 인지활동을 요구하며
정의적 영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교수 원리가 적용
되지는 않는다.
최근 자기 학습력이 중시되는 열린 수업 현장에서의 기능 학습 실태를 알아보고 일부 영역의
기능 학습 지도 기법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Ⅱ. 기능 학습 지도 현황
가시적 확인이 용이한 일부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고는 기능 향상만을 제재로한 수업 전개 시안
을 작성한다는 게 사실 무리이다. 또한 어떤 영역은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과 확연하게 구
분하기 힘든 기능 영역도 있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 이 부분은 기능 지도 영역임 ’ 을 인식하고
지도하는 경우가 드물고 본래의 수업 과정에 충실하며 교수 활동에 임하는 게 보통이다.
이에 기저를 두고 소도읍 농촌 소규모 학교의 기능 학습 지도 실태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따
라서 본 실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 도덕과 에서 작위적으로 기능 영역을 선정하려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치화, 신념화, 규범
실천 부분의 수행 평가만으로는 충분한데 ‘태극기 바로 그리기’ 등 애매한 부분 등을 기능 영역
으로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2. 국어과에서는 말하기 · 듣기 · 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 요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
인가에 대하여 해박하였다. 다만 아동들 자신이 신장시켜야 하는 국어의 이해 · 표현 기능 즉 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힘 또는 일기 기능 영역에 의외로 상식에 의존하는 이해 수준
을 보였다.
3. 교육과정상의 수학과 목표 체계에 제시된 기능 영역이 첫째 수학의 기초 기능을 익히게 하
여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으
로 대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 기능 교육이 철저하게 이수되고 있었다.
4. 사회과의 기능적 요소가 사회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데 유리하고 학생들의 생활 경험
과 직결되는 이점을 제공함을 인식하고 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대중 매체에 관련하여 기능

교육을 접목하고 있었다.
5. 자연과의 학습은 주로 탐구 과정을 통하여 주요 사실, 개념 등의 지식을 얻기 때문에 인지
적 영역의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탐구 활동에 많이 필요한 관찰과 실험 활동을 기능으로 보기
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중․단기적인 연계성 또한 없기 때문이다. 본교에서는 다만 현미경 조
작 기능, 환등기 등의 조작 기능, 실험 실습 기능과 사육 · 재배 등을 과학과 기능 영역에 삽입하
였다.
6. 체육과에서는 종래의 실기 평가나 최근의 수행 평가에서도 주로 운동 기능, 신체적 표현 기
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하였는데 3 ～ 6 학년의 기능 지도 대부분이 기본 · 기초 운동 기
능과 신체적 표현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7. 음악, 미술, 실과에서는 기능 학습 체계가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헌에 상세히 기술되어 교사
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있었다.
Ⅲ. 기능 학습 내용의 선정 준거
초등 12 학기 전 영역의 기능 학습 지도 요소를 추출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 추출의 준
거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3 ～ 6 학년을 중 으로 함
과목영 역
기능 학습 지도 내용
고
말 하 기 표현의 유 성, 음, 의사소통 등
어 영역과 관련
듣 기 정보확인 내용이해, 내용 , 내용 상, 경청태도 습관
문자 어 표현의 유 성
아이 어 생성의 유 성
관한 일반적인 규
관습에 대한 통달
어 영역과 관련
국 어 쓰 기 작문에
예상되는 자를 적 히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능력
우수한 글에 대한 상력과 력, 사고력, 통찰력 등
읽 기 어 력, 해력
어영역 어 표현 기능
문학영역
적용할 수 있는 수학의 기초 기능
수 학 전 영 적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력
다양한 자 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 활용력 기르기
문제의 합리적 해결력 기르기
사 회 전 영 적 사회
공동 생활에 여하여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
초 능력 기르기
지식영역
실험 수행 기능
자 연 탐구영역 기구조작
만들기
사육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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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도의 실제(예시)
1. 수업 모형
(1 수업 단계
목표의 화
기능 학습은 목표를 함으로 시작된다. 목표를 학생들에게 분 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배구 서 지도의 경우, 교사는 서 를 위한 를
정도로 해야 하고
을 하는 은 어떤 방법으로 라운 을 해야 하는 가를 시해야 한다.
이 적
목표를 한 에는 기능을 련할 때 필요한 이 이나 방법을 하여 준다. 이것은 학습
자가 목표를 더 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며 그러한 기술을 배워야 하는 지를 알게 해 준
다. 배구를 예로 든다면 일정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고 그 게 하는 이유 신체의 정한 동작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예시하는 로우 동작을 담은 영화를 보는 것이다.
시범
이 로 담은 필 이나 생생한 시범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행동의 모형이나
적인
인상을 어 주는 것이다. 배구의 경우 교사나 보조 교사가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서는 학습자가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을
주게 된다.
모의 상 하의 연습
이는 주로 체육과나 기구 사용을 하는 영역에서 적용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신이 이 목적에 아주 과적이다. 반 적인 드 을 통하여 학생들은 어떤 기능은 쉽게 익
히고 어떤 동작은 매우 더 게 익 다. 가장 로운 동작은 학습자들이 부분 동작들을 완전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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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지어 익히기 전에 달할 기회가 주어 모의 상 에서 완성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이
이 단계는 더 실제 상 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에 이 기능(행동 은 다소간
통제할 수는 있으나 모의 상 하의 연습보다는
한 상 이다. 그러나 내 실제 상
으로의 전이가 이루어 다. 학생들은 점 자신의 기능을 분석하고 로 드 해 수 있는
단계이다.
(2 사회 체제
기능 련 체제는 학습자에게 고도의 구조성을 느 게 해 준다. 그러나 가능하면 동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 주고 학습자를 위하여 구조를 완화시 는 것이 다. 학생들은 지나 통제를
으면 반 을 하게 되며 이 것은 그들의 능력 습 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계열화함에 있어서 상 한 자 성을 원하며 대개의 드 을 로 하기를 아한다. 반면에 구
조적인 상 을 아하는 학습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외부로부 주어지는 드 을 원한다.
련 모형의 적용에 가장 적합한 사회 체제는 연관성 있는 목표들을 화 시켜 주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적 한 련을 제공하여 준다.
결 적으로 이 련 모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제 기능을 향상 시 려면 학생들의 수행
(
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해 주는 실제적이고 지원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3 행동 원
지도 교사는 기능 향상을 위해 력하는 학생들의 수행 상태 전에 대한 정적이고 개방
적이며 안함을 느 수 있도 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원 체제
과제를 보조하고 수행을 평가하며 드 을 제공할 적 한 수업 자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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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련 모형은 다양한 교육 문제에 적용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읽기 쓰기에 대한 기본 능
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행동의 달과 공포 을 없애 주는 데에도
도 이 된다. 그러나 무 보다도 인간의 과 정신 정보를 적으로 이용하여 기능을 신장시
는 데 가장 유 하게 활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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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2. 목 표
3. 대상학년
4. 학습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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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간이 배구
서 하는 요 을 알고 공을 정확하게 보 수 있다.
6학년
‘운동 속의 생활’이라 할 정도로 운동이 생활화 된 아동들로서
배구 기능이 다소 부 하여도 해 보고자 하는 이 충만되어
있으며 자 체육 시간에 자주 해 본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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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학습 과정
모형의 과정
교사 활동
단계
준 운동
화 도입 · 동기유
선수학습에 대한
다시 회고
학습목표의 확인
-

시
간

학생 활동

자
유의점

료 및

약속된 준 운동을 한다
(
배구공
드
더 드 5‘
4개
를 해 본 소 을 이야
기 한다.
행접시
본시에 공부할 거리를 확인
1개
한다.
대형을 바 기
제형으로 모여 을 듣
는다.
서 요
하기 교사의 을 지하고 나
이 적
· 서 하는 위치
대로의 방법을 선 한다.
· 손의 모양
· 손에 공이 는 위치
· 손의 역할
전개 서 의 시범 보이기 동작을 어떻게 하야 하는지 25‘
또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모 별 활동시 기 하는지를
적으로 느
여학생에
시 범
다.
대해서는 거리
다양한
법
유도하
서
연습을
한다.
를 신 성 있
모의 상
기
· 자의 생 대로 해 본다.
게 하는 등의
하의 연습
· 교사의 시범을 모방한다.
단계적인 지도
· 안 경우 교사의 도
가 고려되어야
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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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느 을 말해 본다.
자신의 도달 수준을 확인한 1 ‘
다.
행접시 야구 이를 실시
한다.
낌

0

비

놀

3. 기능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
(1 반드시 학생들 자의 이 라인(
을 달리하는 수준별 과업 제시로 성 동가
를 유 시 는 것이 대 필요하다. 일 적인 기능 목표에의 도달을 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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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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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

자기 이 에 맞추어 력하고 드 을 하는 것을 도 야 한다. 단, 기능 학습 향상 정도가 장
시간 보 상태에
경우에만 교사의 간여를 필요 한다.
(2 수한 요구나 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학습에는 한 목적을 유지해야 한
다.
(3 시간과 력의 가 없도 신중한 계 이 요구되며 계 단계에서 해 기능 학습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물리적 환경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사가 충
분히 반영되도 한다.
(4 기능은 연습된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그 것은 유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 다. 기능의 습
에는 련, 준한 력,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즉가 과를 기대하기보
다 과정이나 단계에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나 성실안 자세로 력하였는가에 우선 관 을
는다.
(5 수한 교과 활동시간만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능을 습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별 활동시간이나 여가, 가정에서의 연장 활동을 장한다.
(6 초등에서는 인간의 기능적 능력 중에서 손가 , 손, , 다리의 직임과 관련된 손재
주 능력 을 기능의 주 대상으로 생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 기계적 능력, 공간적 능력, 조
화 능력, 반 시간 등 다양한 기능 영역이 있음을 알고 학생들의 개인 는 물 개인내 에
지 관 을 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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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기능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하여 재 조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능력 영역 지가 기능 영역인가
한
생 할 만 하다. 또는
, 교과 내용의 대부분이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수 있다.
학문적 의미를 부여하든 안하든 교사는 단원 지도 계 을 수 할 때 기능적 영역의 목표를 상정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지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나 대로의 기능 학습 지도를 정
해야 한다. 더구나 열린 수업이 확 되는 지 ,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하는 학습 사태
맞물려 다양한 영역의 기능 지도가 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 영역의 기능 학습 지도를 위한 모형을 제재 하나 하나에 크시 기에는 현실적
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능 학습 지도를 위한 일반 모형을 대로 교사 나 대로의 기능 지
도 (간이 모형 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 직하다.
기능 학습 지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연구 력은 계속되리라 본다. 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총체적인 능력을 현시 는 것은 교육의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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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분과 : (주제) 도덕적 의식과 행위의 일치를 위한
자기 통제력신장 2․5․3 실천 프로그램」의 구안과 활용

김상수

1. 연구목표 설정의 취지와 연구목적
a. 연구목표 설정의 취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실천궁행 인바 요즈음 우리 어린이들은 도덕적 의식
과 행위의 일치가 어렵고 어린이들의 생활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많
은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많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부족
한데에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키우는 어떤 프로
그램이 교사의 손에 꽉 잡히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린이의 행동수정 문제
는 그냥 세월따라 흘러가며 요령과 약삭빠르고 나약한 심신으로 자라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적 통제로는 행동수정이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을 내적 통제력을
키워 스스로 자제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기통제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다.
b. 연구의 목적
일선 교육의 현장에서의 아동의 자기 통제력 신장의 방안을 연구 실천하
여 우리 어린이의 유능성과 인간성을 가꾸어 나만을 위하고 남과 경쟁하기
에 앞서 자기를 자제할 줄 알고 자신을 통제하여 바람직한 도덕적 의식과
행위가 일치하는 즉. 남과 더불어 사는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시도 하에
1.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대책을 밝히고,
2. 교사 - 아동 - 학부모를 연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3.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활용 요령과 그 결과를 밝힌
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자기통제력 선정의 우선 실천항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2. 아동의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안할
것인가?
3. 구안한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여 어린이의 자기 통제력을 신
장 시킬 것인가?
4. 자기 통제력 신장이 어린이의 도덕적 의식과 행위의 일치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a. 문헌연구에서
아동이 도덕적인 바른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실천력 요인은 자기 통
제력에 좌우된다. 어른들은 자녀의 자기 통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외적 통
제를 서서히 내면화된 자기 통제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기 통제력은 신장시킬 수 있으며 신장방안의 여러 연구들이 소개된바, 대
표적인 자기 통제력 신장방안은
① 언어적 자기교시 방략 ② 자기기록 ③ 유관 계약법 등이 있다.
따라서 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을 시사 받았다.
b. 선행연구에서
(1) 자기교시 훈련의 효과가 있다
(2) 행동계약만 사용하는 것보다 인지적 훈련이 결합될 때 그 효과가 최고
로 얻어진다.
(3) 현 시대의 인지 행동적 과업은 혼합적이고 다변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높은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1997학년도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있는 학급 어린이 43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후 비교평가를 하였다.
․ 연구기간은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14개월로 하였다.
․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 실천연구를 병행하였다.
4. 연구의 실행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갖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뒤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실행목표를 실천하였다.

1). 자기통제력 신장 필요성의 우선 실천항목을 선정한다.
2). 아동의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한 「2․5․3 실천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3).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해 구안된 프로그램을 적용 실천한다.
a. 실행목표 “ 1 ”의 실천
실행목표 1은 두 가지의 실천으로
첫째, 우선 실천요구의 도덕적 영역 탐색으로 문헌조사 연구로서 이돈희의
논문 (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에서 행위와
의식간의 상관이 가장 낮은 도덕적 영역을 탐색, 우선순위 항목을 다음과 같
이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와 의식간의 상관관
계 조사내용은 도덕성 영역별 행위와 의식의 상관계수는 .03(자주, 자율)에서
부터 .34(질서,준법)사이를 나타내고 있어 행위와 의식간의 상관이 가장 낮은
영역을 ① 자주․자율성 ② 효․경로 ③인내․절제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기 통제력의 우선 실천항목 선정으로는 이돈희의 논문 세부 행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자기 통제력을 실천 시켜야 할 우선순위 항목을 “ 실천
시켜야 할 자기 통제력 항목에 따른 의식과 행위의 일치를 위한 구체적 자
기 통제력 12항목을 설정하였다.
b. 실행목표 “ 2 ”의 실천
실행목표 “ 2 ”는 자기 통제력 신장을 위한 「2․5․3 실천 프로그램」의
구안 단계로 구안의 절차는 ① 실천 프로그램의 구안의 관점을 설정, ② 실
천 프로그램 구안을 위한 2원 분류표 작성, ③ 교사-학생-학부모의 실천 프
로그램 구안의 순으로 정하고 이러한 구안 절차와 관점에 따라 실천 프로그
램을 교사( 2개항 ), 학생{ 5개항 ), 학부모( 3개항 } 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 2․5․3 실천 프로그램」 에 투입한 내용
교 사
아
동
학 부 모
1 2 1 2 3
4
5
1
2
3
자신 자 기 언어적 자 기 명 찰 자기통제 자기통제 올바른 학 부 모 가 정 에
토 큰 통 제 자기 기록 패용 계약 일기쓰기 가 정 교 육 교 실 서의 보
강화 계약 교시
실천
실천 운영 상강화
c. 실행목표 “ 3 ”의 실천
실행목표 “ 3 ”은 교사 - 아동 - 학부모의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단계로

첫째, 교사의 실천은 교사가 본 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교사 자신의
통제력 지도의 빈도수 증가의 강화 일환으로 아동의 자기 통제 기회 및 실
천의지 교육의 빈도수를 증가,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자기 통제계약
실천은 교사-아동 -부모와의 삼위 일체 계약체결로 1주간 단위의 계약체결
을 하였다. 계약이행 점수는 1주간 학부모 부여 점수와 학교에서 교사가 부
여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보상과 벌칙의 강화를 제공하였다.
둘째, 아동의 실천은 언어적 자기교시 훈련 단계로 훈련 5단계(해결문제
인지 →문제접근→주의집중→해결방안 선택→자기강화)를 실천토록 하였으며
자기기록 카-드 활용은 카-드를 자기기록 노트에 첨부하여 양심에 따라 기
록하고 월말 집계하여 우수아 칭송과 실천의지를 고조시켰다. 또한 실천의지
를 다지고 자기통제력의 심적 강화를 유발하기 위하여 교내에서 실천의지의
명패를 착용하였으며 삼위일체로 계약된 자기통제 계약실천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천하고 월말 점수가 기준에 도달하면 가족상장을 학교장 직인을 날
인하여 가정에 배포하여 시상토록 했으며 자기 통제 일기 쓰기를 실천하여
자기통제에 대한 실천 반성과 각오의 내적 강화기회를 제공하고 검증자료로
도 활용하였다.
셋째, 학부모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은 가정교육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가정
에서 지도하고 그 실천 결과를 가정교육 실천 카-드에 기록케 하였으며 학
부모 교실운영과 가정에서의 보상강화로 가족상제 실천 등 가정-학교의 연
계지도에 중점지도 하였다.
5.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내용은 ① 자기 통제력 전후 비교 검증, ② 도덕적 판단-행위의 일치
도 전후 비교, ③ 프로그램의 활용효과 전후비교를 평가하였으며 통계방법은
SPSS/PC*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전․후 비에 의한 CR 검증을 하였다.
6. 실천결과의 요약
첫째, 자기통제력「2․5․3 프로그램」은 지금껏 아동의 행동을 외적인
통제로 지도하고 어린이의 행동변화에 무관심과 안이한 가정과 학교의 대
처에서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을 갖고 가정과 학교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지도
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아동의 도덕적 바른 실천력 지도에 가정과 학교
에서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SCRS의 전후검사 결과 평점 +12.63점 향상에 P< .001의 수준에서
퍽 의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동성 변화도 SCRS 검사에서 전후 평
균이 11.89점 향상과 CR : 19.72, P< .001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도덕적 의식과 행위의 일치도 변화에서는 전후의 평균값이 CR:4.747,
P<.005의 대단한 의의와 전후의 DM=13.04의 차이를 보여 의식과 행위의 일

치를 하려는 힘이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아동의 의식과 행위의 일치를 위한 행동의식 전환 경항은 전․후의
실천의지 변화차이가 16.30으로 행동의식 전환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의 활용효과 분석은 아동이 +40.12%, 학부모 +57.25%의
활용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기 통제력 신장은 교사 - 학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일관된 프
로그램의 실천이 있을 때 신장된다.
2. 자기통제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사 - 아동 - 학부모가 상호 협조
체제로 자기통제력 신장에 대한 인식, 훈련, 강화보상의 기회가 제공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3. 자기통제력 신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주간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아동,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협조체제로 수행되어야 그 실천이 효과적
이다.
4. 자기통제력 신장은 주간 자기통제 실천 항목을 자세히 알고 교사, 아동,
학부모가 동시에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5. 자기통제력 신장은 아동의 도덕적인 의식을 실천하는 행위로 전이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6. 아동의 자기통제력 신장과 도덕적 의식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는
첫째, 교사 - 아동 - 학부모가 합세하는 프로그램이어야 자기를 통제하
려는 힘이 강화된다.
둘째, 상벌의 실천은 즉시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일 때 자기를
통제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더욱 촉진된다.
셋째,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때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화된다.
넷째, 실천강화를 위한 명패착용, 자기통제 일기 쓰기를 병행할 때 자기
를 통제하고 실천다짐을 강화할 수 있다.
7. 제언
1. 교육부는 바른 인성지도 차원에서 유아시절과 초․중․고의 전학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단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겠다.
2. 매스컴은 굳센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는 강인한 청소년상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나약하고 쉽게 자기를 잊고 휩쓸리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3. 학교에서는 일시적인 외적 통제적 지도 방법을 일소하고 아동의 내적

통제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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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제작
정성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의 가장 발전된 예로
는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CD-ROM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하며, 현
재 우리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저작도구에는
Macromedia의 디렉터 와 Asymetrix의 툴북 등이
있다. 본 원고에서는 저작도구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툴북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
다.
툴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책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으며 페이지로 구분되는데, 페이지
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화면에는
텍스트, 버튼, 그래픽이 들어있다. 페이지와 그 안
의 항목들을 객체라 하고, 페이지는 서로 다른 객
체들로 구성되어진다.
툴북은 이벤트 구동(event-driven) 방식을 사용
하는 데, 이벤트 구동 방식이란 사용자가 어떤 행
동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툴북에서는 오픈 스크립트
라는 강력한 스크립트 언어를 통하여 이벤트를 처
리한다.

1. 시작하기

<그림1> ToolBook Ⅱ Instructor 5.0 시작

1) 독자모드와 저작자모드

<그림2> 툴북의 저작자 모드화면
ToolBook Ⅱ Instructor 5.0을 시작하면 <그림
1> 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존에
만든 책을 열 수도 있고 새로운 책을 시작할 수 툴북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저작자 모드와
도 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므로 New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켜 볼 수 있는 독자 모드
Blank Book을 선택한다.
로 구성되는데 저작자 모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구성과 그에 알맞은 기능을 수행하게끔 스크
립트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며, 독자 모
드에서는 저작자 모드에서 만든 것을 사용자 입장

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두 모드 • 3 : 마우스의 위치
• 4 : 도구상자
사이의 전환키는 F3 이다.
• 5 : 페이지 위치

4) 툴북의 계층구조

<그림3>툴북의 독자 모드화면 (전환키 F3)

<그림5>는 툴북의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위로 갈수록 상위개념이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
을 때 툴북은 맨 밑의 계층구조에서부터 상위 계
층구조로 이벤트 처리기를 찾는다. 즉, 버튼(필드,
그래픽) → 그룹 → 페이지 →배경 → 북 →
Windows DLL → System Book으로 찾아가는데
이 계층구조를 이해하면 공통적인 이벤트 처리기
는 각각의 객체마다 정의하기보다는 상위계층에
한번만 정의함으로써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다.

2) 전경과 배경

System Book

툴북의 페이지는 전경(Foreground)와 배경
(Background)으로 나누어지는데 배경은 그림을 그
릴 때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것처럼 밑바탕에 깔리는 화면이며 전경은 배경 위
에 객체들을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경과 배
경 사이의 전환키는 F4 이며 전경에서 작업한 것
은 배경에서 바꿀 수 없으며 배경에서 작업한 것
은 전경에서 바꿀 수 없다.

3) 툴북의 화면구성

1

4

2

3

5

<그림4> 툴북의 화면구성

• 1 : 단축아이콘
• 2 : 객체 (Object)

Windows DLL
북(Book)
배경(Background)
페이지(Page)
그룹(Group)
버튼(Button)

필드(Field)

그래픽(Graphic)

<그림5> 툴북의 계층구조

•System Book : 메시지 이벤트 처리기만 들어있
는 일종의 툴북 라이브러리이며 자주 사용되는 기
능이나 프로퍼티를 시스템북에 등록해 놓고 사용
하면 된다.
•Group : 각기 다른 객체(Object)들을 하나의 객
체처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5) 도구상자 아이콘

도구 상자에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삽입하기 위
해 필요한 도구들이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널리 사용된다.

•Select : 객체를 선택하는데 사용
•Magnify : 확대도구
•Button : 버튼생성 도구
•Field : 텍스트 영역 생성 도구
•Stage :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는 무대 생성 도구
•Combo Box : 리스트 상자 생성 도구

을 정해준다. 그 다음 OK 버튼을 누르면
Background Properties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Style을 Stretch로 바꾸어 주면 배경화면이 바뀜을
알 수 있다.

<그림8> Choose Backdrop

2) 버튼 생성하기

<그림6> 툴북의 도구상자 아이콘

이 배경화면 위에 우리는 버튼을 두개 만들어
보는데 도구상자 아이콘에서 버튼 도구를 선택하
고 편집 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
그하여 버튼을 두개 그린다.

2. 툴북으로 배경화면과 버튼생성하기

앞에서 새로운 북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는 예제를 통해서 툴북을
알아보는데 음악과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리고 이미지가 움직이도록 해보자. 우선, 화면에
배경화면을 넣고 그 화면 위에 버튼을 생성하도록
하자.

1) 배경화면 넣기

메뉴의 Object → Background Properties를 선
택하면 <그림7>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먼저 페이지에 대한 이름을 정해준다. 페이지는 객
체의 하나인데, 객체에는 항상 이름을 정해 주어야
만 한다. 여기서는 “Onepage"라 써준다.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Background Properties의
아래쪽에 Select Resource란 버튼을 누르면 <그림
8>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Import
버튼을 선택하면 Import Graphic이라는 대화상자
가 나오고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이름

<그림9> 두개의 버튼 설정하기

버튼을 생성했으면 버튼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도구상자 아이콘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편집 윈도우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
이 선택되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
그림10>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온다.

New Empty Background 라는 세 가지 선택의
Radio Button이 나오는데 From Current Book 은
예전에 만든 페이지와 같은 형태의 페이지를 생성
하게 된다는 것으로 배경을 공유하게 되며, New
Empty Background는 새로운 형태의 페이지를 생
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페
이지를 원하므로 New Empty Background를 선택
하면 페이지의 Foreground Page의 이름과
<그림10> 버튼에대한 팝업메뉴
Background Page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대화상자
나오는데 여기에 각각의 페이지의 이름을 써넣
여기서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Foreground 가
Properties를 선택하고 Name 과 Caption 항목을 는다.
입력한다.
4. 페이지의 크기조절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각기 다른 크기의 페이지
가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페이지의 크기를 변환시
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메뉴의 Object → Background Properties을 선택
하면 <그림7>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여기
서 Page Size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13>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오고 여기에서 페이지의 크기를 변
화시킬 수 있다.
Foreground
properties

Help

Property
Editor

Script

Debugger

Auto Script

<그림11> Forground Properties

입력이 끝나면 OK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화면상에
버튼이 “Button"에서 ”2 PAGE" 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버튼 두개는 실행 시에 버튼을 누르는 이
벤트가 발생하면 각각의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
들 것이므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버튼
에 Name과 Caption을 지정해준다.

3. 페이지 생성하기

<그림13> Page Size 변환

5. 오픈 스크립트를 사용한 페이지이동

버튼의 Caption이 “2 Page”인 버튼을 누르면 두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Object →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려 하
NewPage를 선택하던가 <그림12>처럼 단축아이콘 는데 여기서
오픈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의 New Page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누르면 <
그림10>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Script 버튼을 누르면 Script창이 나오고 여기에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to handle buttonclick은 버
New page
튼이 클릭했을때 나오는 것에 대한 행동을 정의하
<그림12> 단축아이콘의 New Page
도록 하는 것이고 end와 묶음이다. 여기서 go to
New Page버튼을 선택하면 Page 선택 대화상자가 page "twopage"는 페이지의 이름이 “twopage”인
나온다. From Current Book, From Template,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이고, to handle mouseenter

는 마우스가 버튼 위에 있을 때에 대한 행동을 정 다.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마우스의 커서 모
양이 바뀌도록 하였다.

<그림15> 클립 관리자
<그림14> 버튼에대한 Script작성

마찬가지로 to handle mouseleave는 마우스가 버
튼에서 벗어났을 때 마우스의 커서 모양을 바뀌도
록 하는 것이다.

6. 음악을 실행시켜보자

<그림16>Choose Source Type

음악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Call MCI 함수를 사
용하는 방법과 클립 관리자에 등록된 음악을 재생 이에 대한 Script는 아래와 같다.
to handle buttonclick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클립(clip)이란 툴북에서
mmopen clip "samplesound"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로서, 사운드, 동영상, 애
mmplay clip "samplesound"
니메이션 등을 말하며 Clip Manager 프로그램으로
mmclose clip "samplesound"
관리한다. 여기서는 클립 관리자에 등록해서 사용
end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와 같이 버튼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독
자 모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 관리자에 등록
1) 사운드 파일을 클립 관리자에 등록
메뉴의 Object → Clips를 선택하면 <그림15>와 된 “samplesound” 클립이 실행된다.
같은 클립 관리자가 나온다. 여기서 New를 선택하 7. 동영상을 실행시켜보자
면 클립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 동영상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클립 관리자에 등
그림16>과 같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wav 파일 록된 동영상을 Stage에 실행시키면 된다. 여기서
을 사용할 것이므로 sound(File)을 선택하고 해당 Stage란 동영상이 실행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공
파일을 선택한 후에 이름을 정해주면 클립 관리자 간을 의미한다.
에 등록이 된다.

1) 동영상 파일을 클립 관리자에 등록
2) 오픈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사운드 실 앞에서 사운드 파일을 클립 관리자에 등록한 방
행
법처럼 동영상 파일을 등록한다. 클립 종류에는
이제 클립 관리자에 사운드 파일이 등록되었으 avi 파일을 사용할 것이므로 video(file)을 선택한
므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운드가 실행되게 하겠다. 다.
클립을 사용하려면 먼저 클립을 열고 그 다음에 2) 무대를 만들자
클립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클립을 닫아주면 된

무대는 동영상이 실행되는 공간이므로 도구 상 정해준다.
자 아이콘에서 Stage를 선택하고 화면에 왼쪽 마
우스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무대를 만든 다 2) Path Animation을 사용하자.
음 Select 버튼을 누르고 무대를 선택한 다음 오른 불러들인 이미지를 선택하고 메뉴의 Tools →
쪽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림17>과 같은 대화상 Path Animation을 선택하면 <그림18>과 같은 그
림이 나온다.
자가 나온다.

<그림17> Stage Property

<그림18> Path Animation

여기서 무대의 이름을 정해주고 Display에서 화 여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움직이고자 하는 위
면의 크기와 상태를 정해준 다음 OK 버튼을 누른 치에 클릭하면 이동경로가 보인다. 원하는 이동을
다.
다한 후 Done 버튼을 누르면 몇 번째 애니메이션
3) 오픈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동영상실행 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을 처음 만들었으므로 1번을 선택한다.
tommopen
handle clip
buttonclick
"sampleavi"
mmplay clip "sampleavi" in stage "samplestage"
mmclose clip "sampleavi"
end

3) Script를 사용한 Path Animation

Button을 선택하면 정해진 Path Animation을 실
행시켜
보도록 하기 위해 버튼에 대한 스크립트를
여기서 사운드 실행에 대한 Script와의 차이점은
mmplay clip "sampleav i" in stage "samplestage" 작성하면
handle buttonclick
인데, 이것은 무대의 이름이 “samplestage”인 곳에 to send
playanimation 1 to picture "sampleimage"
동영상을 실행시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end
위와 같은 스크립트가 되는데 1 to picture
8. 이미지를 움직여보자.
이미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화면에 이미지를 "sample image" 에서 1 은 몇 번째 animation인지
놓은 다음 Path Animation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를 결정하는 것이고 “sampleimage”는 선택된 이미
움직이면 된다. 여기서 Path Animation 이란 툴북 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작성법으로 마우스를 9. 결론
이용하여 이미지가 움직이는 길을 표시해주는 방 본 원고에서는 툴북을 이용하여 간단한 몇가지
법이다.
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1) 이미지를 불러오자.
툴북에서는 이밖에도 Hotword, Viewer,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메뉴의 File → Animation 등 많은 기능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Import Graphic을 선택하면 Import Graphic이라는 활용하여 훌륭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를 개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File을 선택하면 화면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전통부채 합죽선의 짧은마디 생산과 제작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

전주초등학교
6학년 김동현.범현주
지도교사 이 남 선

Ⅰ. 연구동기 및 목적
지난 여름 너무 무더운 날씨였다. 버스 승강장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합죽선 부채를 부치는데 옆에 있는 나에게 까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상
쾌 하였다. 합죽선 마디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울 보고 전주 지방 선조들이 부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알아보고, 전주 부채 합죽선 의
짧은 마디 생산 및 제작과 공예 문화를 탐구하고 싶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Ⅱ. 탐구내용
1.전통 부채 합죽선에 관한 조사
2.합죽선의 짧은 마디는 어떻게 생산할수 있을까?
3.수산화나트륨(양잿물) 농도에 따른 짧은 마디 색깔은 어떨까?
4.합죽선의 접착제는 왜 민어 부레풀을 사용할까?
5.합죽선 속살은 한지에 어떻게 붙이는게 효과적일까?

Ⅲ.탐구방법 및 실험 결과

1. 전통 부채 합죽선에 관한 조사
가) 합죽선 생산 지역 조사
【탐구방법】
전통 부채인 합죽선을 생산하는 전통 공예 협동화 단지에서 생산 지역을
탐문하고 직접 찾아가 대나무 생산 과정과 지역을 조사 하였다.
【결과】
①전주 공예품 생산단지 내에서는 기능을 가진 분들이 가네 수공업으로 12개
업체에서 합죽선을 제작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인 이기동 할아버지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었음.
②짧은 대마디(단절) 생산 지역은 전북 완주, 전남 담양, 경남 거제 지역과
대나무를 많이 가꾸는 지역에서 적은량이 공급 되고 있음.
나) 전통 부채 합죽선 제작과정
【탐구방법】무형문화재인 이기동 할아버지(전주시완산구 대성동)로부터 합죽
선 제작 과정을 알아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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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죽선 제작순서

〔그림1〕전통 부채 합죽선 제작순서도
【결과】
①합죽선은 흠이 없는 대나무 껍질을 사용하며 해충의 피해가 없는 10월에서
이듬해 3월에 베어낸 대가 질이 좋다.
②대나무 마디를 수산화나트륨에 삶아 말리면서 댓살 까기를 한다음, 긴살과
목살을 민어풀로 껍질과 껍질을 붙임으로 합죽이라 한다.
③짧은 마디가 많은 변죽을 붙여 인두로 다리며 무늬를 낙죽하여 종이를 붙
여 부채 한개를 제작 하는데, 일백 여일이 걸려 잔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담긴 합죽선 제작 과정임을 알았다.
2.합죽선의 짧은 마디는 어떻게 생산 할 수 있을까?
가) 죽순 껍질을 벗기는 개수에 의한 마디 생산은 어떨까?
【탐구방법】
양지바른 곳의 대나무 죽순을 땅밑에서 20㎝자란 것을 골라 하루에
껍질을 1개, 2개, 3개를 벗겨 대나무의 자람과 짧은 마디수를 비교 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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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표1〕죽순껍질 벗기는 개수에 따른 죽순자람
기간별자람
껍질 벗긴 개수
자연상태
1개
2개
3개

0
20
20
20
20

4
28
26
24
22

8
39
32
30
27

12
67
54
48
33

16
자
102
76
59
37

20
람 길
135
104
68
39

24
이
168
132
75
41

28
201
170
80

〔단위㎝〕

32 36 40
244 279 320
205 241 276
83 85 고사
24일후 죽었음

〔표2〕죽순 껍질 벗기는 개수에 따른 마디형성 ( 40일후 조사 )
죽순 껍질 벗기는 개수
땅밑에서 20㎝ 높이의 마디수
자연상태의 죽순
5-6
1 개 벗김
9 -10
1일
2 개 벗김
12 - 13
3 개 벗김
14 - 15

①자람억제 방법으로 죽순의 껍질을 1일에 2번 벗기는 경우 짧은 마디수는 많
이 생기나 자람이 억제 되어 36일 후에 죽음
②1일에 껍질을 1번정도 벗겨 자람 억제때 울퉁불퉁한 마디가 9-10개로 질좋
은 마디를 얻을수 있었다.
나) 대나무 뿌리 절단으로 짧은 마디 형성은 어떨까?
【탐구방법】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고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죽순을 골라 죽순의 중앙으
로부터 양쪽 20㎝,60㎝,120㎝,180㎝ 위치에 있는 뿌리를 끊어 땅의 표면에서
40㎝ 되는 곳의 짧은 마디수를 비교 조사하였다.
【결과】 〔표3〕뿌리절단에 의한 자람 비교
기간(일수) 0 5 10 15 20 25 30 35 40 마디수
구분
자연상태
20 37 59 90 162 281 395 487 520 6
양쪽20㎝절단 21 26 30 31
(15 일 후에 말라죽음)
11
양쪽60㎝절단 21 28 35 42 45 47 (25일 후에 말라죽음) 13
후에 11
양쪽120㎝절단 20 30 39 45 55 61 62 (35일
말라죽음)
양쪽180㎝절단 20 33 45 62 102 172 222 295 341 10
①죽순 뿌리 양쪽의 20㎝ 되는 곳을 절단한 것은 15일 후 말라 죽고 60㎝ 절단
한 죽순은 25일 후에, 120㎝ 절단한 것은 35일 후에 말라 죽었다.
②뿌리 절단으로 짧은 마디는 생겼으나, 영양공급 억제로 품질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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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토양에서 짧은마디 대나무(단절)가 생산 될까?
짧은 마디 대나무(단절)가 생산 되고 있는 토양과 일반 죽순이 생산 되는 곳
의 토양 성분의 pH를 조사 하여 보았다.
【탐구방법】①조사 방법은 pH Meter 측정기로 여러 곳의 토양을 채취 하여
햇볕에 완전히 말린 다음 증류수와 토양의 비율을 1:2.5 또는
1:5로 하여 측정한다.
②측정한곳 : pH Meter 측정기가 설치된 전북 대학교 농화학과
실험 연구실에 의뢰하였음
〔 표 4 〕 짧 은 마 디 대 나 무 생 산 지 토 양 성 분 p H

횟수

토양

1차
2.31
4.89
4.70
3.23

2차
2.39
4.88
4.70
3.16

3차
2.40
4.89
4.65
3.14

평균 비 고
2.36 강산성토양
4.88 중성 토양
4.68
〃
3.17 약산성토양

짧은마디 생산 토양
논 흙
보통 대나무 생산 토양
단절생산 주위 밭흙
◇ 짧은마디 대나무가 생산되는 토양의 pH가 2.36으로 강산성 토양이다.
짧은 마디 대나무가 생산되고 있는 토양은 황토 색깔의 토박하고 유기
물이
적은 강산성 토양임을 알수 있었다.
3.수산화나트륨 농도에 따른 짧은 마디 색깔은 어떨까?
가) 수산화나트륨의 pH별 마디 색깔 변화는 어떨까?
【탐구방법】
증류수 2L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pH가 〔 8, 10, 12, 14 〕되게 만들어
대나무 마디를 삶아 말리면서 색깔 변화를 조사 하였다.
【결과】〔표5〕수산화나트륨 pH별로 가열후 건조때 색깔변화(농도)
p

구분
맨첫날
5 일
10 일

H 증류수pH 7 pH 8
○
○
○
◎
◎
+

pH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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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12 pH 14
○ ○
++ +
+++ ++

비 고
진한노란색 +++
보통노란색++
연한노란색+
보통푸른색 ○
연한푸른색 ◎
색깔반응없음 -

①수산화나트륨의 pH가 12일때 대나무 마디에 색깔은 품질 좋은 노란색으로
변했고 강한 염기성일때 흰색으로 표백이 되었다.
②수산화나트륨(양잿물)으로 삶으면 대나무 마디가 곱게 변하는 것은 대나무의
진을 빼고 표면의 때를 깨끗하게 벗겨 내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나) 다른 염기성 시약의 pH별로 가열할 때 마디 색깔은 어떨까?
【탐구방법】
증류수에 암모니아수, 중탄산나트륨, 석회수를 pH가〔8,10,12,14〕되게
만들어 대나무에 삶아 말린 후 색깔 변화를 조사 했다.
〔표 6〕다른 염기성 시약별 (pH) 가열시 색깔 변화
pH 종류
시 약 별 pH 종 류
8
10
12
14
시약별 변화
○
○
+
++
10일 후 암모니아수
나트륨
○
+
++
+
색깔 변화 중탄산
석 회 수
○
○
○
+
①대나무 마디의 색깔을 노랗게 변화 시키는 것은 중탄산나트륨＞암모니아수＞
석회수 순으로 약간의 노란색으로 변했으며 곱지는 않고 때도 벗겨지지 않았
다.
.
②색깔을 노랗게 변하게 하는 pH 범위는 12-14로 강한 염기성일때 보통 노란색
으로 변했다.
4. 합죽선의 접착제는 왜 민어 부레풀을 사용할까?
(실험방법 및 결과 생략)
5.합죽선 속살은 한지에 어떻게 붙이는게 효과적일까?
(실험방법 및 결과 생략)
Ⅳ.알아낸점
1. 죽순의 껍질을 1일 1개씩 벗겨 성장을 억제 시켰을 때 질좋은 짧은 마디를
생산 할 수 있었다.
2. 짧은 마디를 수산화나트륨(양잿물) pH 12로 삶을 때 빛깔좋은 노란색으로
변했으며 pH농도가 낮으면 색깔이 곱지 않았다.
3.민어 부레풀의 접착력은 대나무 〉목재〉판지〉쇠가죽 순이며 금속에는 붙
지 않았으나,부레풀은 합죽선 제작에 꼭 필요한 접착제였다.
4. 뿌리 절단에 의한 짧은 마디 생산은 죽순반경 양쪽 180cm 되는 곳에 뿌리
절단한 대나무에서만 생산 할수 있었다.
5. 민어 부레풀이 아교나 PVC접착제 보다 탁월하게 접착력이 강하며 부레풀을
사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알수 있었다.
6. 수산화나트륨은 짧은 마디 가공때 부드럽게 때를 벗겨 주는 일, 고운 색깔
변화 등의 효능이 다른 염기성 시약보다 우수 했다.
- 5 -

7. 합죽선 생산지역은 전국 3곳으로 (완주,담양,거제) 그중 전주 12개 업체에서
무형 문화재 이기동 옹이 그 맥을 잇고 있었다.
8. 대나무는 해충의 피해가 없는 10월-3월 베어 낸 것이 좋고 합죽선 1개 제작
하는데 100 여 일이 걸려 정성과 기술이 담긴 전통 부채였다.
Ⅴ. 더 알고 싶은 점
민어의 부레풀이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물 어류와 바다
어류의 부레의 성분 조사와 부레풀의 어떤 성분이 강한 접착력을 가지는지 알
고 싶다.
Ⅵ. 전망 및 효과
1.합죽선의 단절을 대나무 성장억제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이용될 수 있
어 대량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부레풀은 일반 목공장에서 공예품 제작에 강한 접착력을 이용한 용해성 접
착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금복현 1994. 전통부채, 대원사
2. 김의, 여헌 제 42회 과학 전람회 보고서
3.동아약보 1996. 6월호 pp 30～32
4. 비디오테이프 . KBS영상사업단, 1991. 부채 방송사업단.
5. 이희승 1993.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6..임전, 허문 회화선 .1997.3 임전 허문 회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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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연구>

주변 생활경험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임 선 옥
Ⅰ. 운영의 개요
A.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성교육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면 일생을 통
해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 생활의 초기 경험을 심어주는 이 시기에 잘못
길러진 행동이나 습관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인생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과오를 초래한
다고 볼 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유아들의 인성을 바르게 형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아들이 어려서 부터 바른 생활, 예절, 질서, 절제, 청결 등의 습관을 자신의 성품 속에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꾸준히 도와 주어야겠으며 또한 일시적인 지도에 그쳐서도 안되고 시간
과 장소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참다운 규칙 속에 어릴 때 부터 생활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화1) 하여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 지도에 필요한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B. 실태 분석 및 과제

구분
원아

학부모
지역
사회
시설

실 태(96․97년도)
과
제
․협동놀이 경험이 부족하여 개별 행동이 심하다.
․주위가 산만하고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영역별 덕목 요소에 따른 기본생활 습관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지도 요소의 추출로 활동장면의 선정 지도
․물건을 아끼지 않으며 군것질이 심하다.
를 통한 반복 훈련
․TV시청 비율이 높은 편이다.
․유치원 교육의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지도 목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투입으로 유치
와 부모의 요구 기대수준이 다르다.
․교육열의는 있으나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원 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임.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부모 참여 기회 제공으로 유아교육 이해를
점이 대두된다.
촉구.
․교통이 번잡하다.
․교통안전 지도
․유아들의 실태에 맞는 유원장의 시설이 부족하다. ․활동공간에 맞는 시설의 정비확충
․구체적․조작적 경험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놀이 자료의 수집 제작

Ⅱ. 운영 과제

가.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나.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한다.
다. 활용된 자료와 자료 안내서를 각 가정에 투입하여 활성화 한다.

Ⅲ. 운영의 설계

A. 대상 :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17명
B. 기간 : 1997. 3. 10 - 1998. 2. 28(1년간)

Ⅳ. 운영의 실제

1) 전라북도 교육청, 기본생활습관지도(전주:전라북도 교육청, 199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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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제 1의 실행

생활 경험 활동 지도 프로그램 구안 적용
가. 생활 경험 활동 실천 덕목 분류
나. 생활 경험 활동 연간계획안 작성 및 프로그램 구안 적용
가. 생활 경험 활동 실천 덕목 분류
교육과정에 따른 전 영역중 생활 활동 실천 덕목을 [표1]과 같이 추출하였다.
[표1] 생활경험활동을 위한 영역별 기본 덕목 추출
덕목
예절
질서
청결
절제

흥미영역
전영역
소꿉놀이
간식

활 동 내 용
․대상에 따른 적절한 말 사용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하기
․고운 말 쓰기 ․옷바르게 개기 ․물건 정리하기
․옷 바르게 입기 ․큰절하기
․접시와 컵의 바른 사용법 알기
․음식을 다 삼킨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자기가 먹은 자리 치우기
․제한된 인원수 지키기
․공간 사용 규칙 지키기
․놀이규칙 알고 지키기
․정리할 자리에 제대로 정리하기
전영역 ․필요한 친구에게 양보하기 ․자기일 결정하기
․자기가 맡은 일 알고 하기 ․차례지키기
․함께 놀이하기
․시간 지키기
․기다리기
모래놀이 ․손씻기
․손씻기, 식사후 이 닦기
․정한곳에 버리기
․주변을 더럽히는 것 알기
물놀이 ․시끄러운 소리 알기
․공동의 물건 깨끗이 사용하기
전영역 ․아껴 쓸 수 있는 것 알기(물, 음식, 장난감, 시간 등)
․물건의 바른 사용법 알고 지키기
․물건 소중히 다루기
미술․작업 ․우는 것, 화 내는 것, 소리지르는 것 조절하기
․다시 쓸 수 있는 물건 찾아 보기
․먹고 싶은 것 조절하기

나. 생활 경험 활동 계획안 작성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반복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생활
경험 활동 계획안을 [표2]와 같이 작성하여 활동하였다.
[표2] 생활 경험 활동 계획안

월 생활주제덕목

예 절
질 서
청 결
절 제
․친구의 놀이에 방 ․간식시간에 줄서기 ․바른 이닦기 방
해하지 않기
법 알기
․만져도 좋은 물
․놀이시 규칙알기 ․사용한
즐거운
․원무실
방문시
똑
컵은
깨
건과 만져서는
3월 유치원 똑 두드리기
․보고난 책은 제자리 끗이 하기
안돼는 물건 알
에 꽂기
․친구의 이야기를 잘 ․횡단보도로
․청소도구의
종류
아보기
길건너기
들어주기
알기

다.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 구안 적용
1)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 구안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 경험 활동 연간 계획에 의거 주제별로 등원해서 귀가까지
일일 프로그램을 [표3]과 같이 개발․작성하여 적용하였다.
[표3]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
견학하기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알기
지키기 실천내용 ․횡단보도
․교통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알기
주제덕목 교통규칙
질서
․교통순경 아저씨의 고마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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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내 용
활동
준비물 유의사항 비고
구분
교 사
아 동
자유 ․교통놀이 코너를 마련 ․교통놀이 코너
․호루라기
놀이 해서 활동하게 한다. (신호등, 호루라기, 교통표지판, 1개
․평소의
버스, 택시 등)
․신호등3 여 러 코 너
․교통기관 만들어역할 놀이하기 (빨,노,초) 중 교통 놀 열작 은
정리
-놀이 자료를 정리정돈하고 화장 ․버스 이 코너를 아이
정돈
실 다녀오기
․택시 특설 운영
출석 ․견학을 위한 출석을 확 ․“열작은 아이”를 부르며 열번 ․교통표지 한다.
확인 인한다.
째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판
2) 생활 경험 활동 지도의 실제
년, 월, 주간 교육 계획에 의거 덕목별 실천 항목에 대한 문제상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지도하였다.
가) 문제 사태의 제시
문제상황 원인분석
문 제 장 면
자 료
․ 차 례 를 ․차례 지 ․버스에서 내릴 때 뒤에서 미는 장면
그림자료
지키는 것 키기를 왜 ․화장실, 수도 사용할 때 서로 먼저 하려고 미는 장면
사진자료
보다 먼저 해야 하는 ․교실에서 나갈 때 서로 먼저 나가려고 미는 장면.
사진자료
서고 싶어 지 모른다. ․놀이기구 사용할 때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싸우는 장면 사진자료
한다.
․등․하교시 길 가운데로 모여서 다니는 장면
사진자료
나) 원아와 토의 협의
(1) 차례 지키기에 대한 약속이나 규칙을 유아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2) 문제 상황 발생시 교사의 적절하고 민첩한 판단에 의해 그때 그때 잠깐씩 모여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3) 자료 투입을 통해 문제 사태에 대해 유아들과 토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버스에서 내릴 때 뒤에서 밀치니 어떻게 되었니?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동기유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장면을 제공하여 원아 스스로 실천하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였다.
바 른 행 동 장 면
자 료 투 입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키는 장면
․그림자료, 노래자료(버스를 탑시다)
․화장실, 수도 사용할 때 차례차례 사용하는 장면 ․사진자료
․교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 차례차례 줄서는 장면 ․사진자료
․놀이기구 이용시 차례를 기다리는 장면
․동화자료(곰돌아 그네좀 태워 줘)
․집에 갈 때 왼쪽 길로 줄서서 가는 장면
․사진자료
라) 반복적 계속 훈련
반복 훈련을 통하여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지도하였다.

B. 과제 2의 실행

실행 경험 활동 지도 자료 수집 제작 및 활용
가. 자료의 수집 및 제작과 활용 나. 흥미영역별 교실 구성
가. 자료의 수집
1) 자료의 추출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 생활습관에 필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양식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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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생활주제 주 활동목표
내 용
수집자료 부족한자료
․동화:신 이야기
․소지품
정리
․짝 안맞는 ․동화내용에
유치원의
․게임:짝
안
맞는
신발
3 생활규칙 1 -정리장과 학용 신고 달리기
신발 4개 관한 그림
품에 이름 붙이기 ․이야기 나누기
․그림 사진
2) 자료의 수집 방법
가) 추출한 자료중에서 부족한 자료들은 수집하였다.
나) 부족한 자료 수집시 교사용 자료와 유아용 자료를 분류하였다.
다) 유아용 자료는 모아서 자료 상자에 보관하였다.
나. 자료의 제작과 활용
1) 자료의 제작
기본생활 습관지도에 필요한 흥미롭고 활동적인 자료를 연간 학습 활동 계획을 근거로하여
[표4]와 같이 제작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표4] 자료 제작 일람표
월 주 자료제재
목
표
준비물 지도시량 관련영역
․안녕하세요
․웃어른께
바른말
존대말로
인
․주사위
3 4 (게임) 사한다.
30‘ 예절
․목표물
2) 자료의 활용
자료 활용안을 작성하여 유아 자신의 생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제작 활동을 하고 그
제작 작품을 동작이나 표현하는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였다.
가)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1) 자료 활용 방법
(가) 교사의 제시 및 시범자료에서 벗어난 유아들이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자료내용의 난이도, 연간 교육과정, 활동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시한다.
(2) 자료활용의 실제
(가) 영역별, 제재별로 구별하여 사전에 점검 확인하였다.
(나) 자료상자에 [표5]와 같은 자료 활용카드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5] 자료 활용 카드
자료명
게임
관련단원 즐거운유치원
흥미영역 역할놀이
목 표 웃어른께 바른 존댓말로 인사하는 방법을 안다.
자료내용 안녕하세요?(게임)
다. 흥미영역별 교실 구성
흥미영역별 코너는 원아들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흥미영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교실이 협소하여 1개 실에 8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단원에 맞게 변화를 주었다.
2) 쌓기, 책보기 영역은 유아들의 활동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투입자료의 변화를 주었다.
3)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도에 따라 인접하게 위치하였다.
4) 영역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참여 유아 수를 정하였다.
5) 모든 영역을 교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6) 흥미 영역별 활동 구성 내용
흥미영역
수

활 동 내 용
관 련 생 활 습 관
․색, 형태, 크기의 개념 형성
․차례지키기(게임순서 정하기)
․눈과 손의 협응력, 시각, 변별력,촉감, ․신체적 욕구 조절하기
감각 발달
․정리 정돈하기
․사고방식과 지적 호기심 갖기
․바르게 질문하기, 타인의 의견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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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흥미 영역별 환경구성
시설 및 교구
환경구성교재내용
영역종류
역할놀이 카페트, 울타리, 화장대, 병 예절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모형 과일, 화장품,빈병,옷, 한복,
(예절방) 풍, 보료, 옷걸이, 쇼파,침대 거울, 그릇, 시계, 전화기, 인형 등

C. 과제 3의 실행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
가. 부모교육 연간 지도 프로그램 구안 적용
나. 바른 생활 카드 및 가정 통신문 활용
가. 부모 교육 연간 지도 프로그램 구안 적용
1)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안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계지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내용을 유아의 발달심
리, 생활지도, 연계지도면으로 나누어 연간 지도 프로그램을 [표6]과 같이 구안 적용하였다.
[표6] 부모 교육 연간 지도 프로그램

월
3
4
5
6
7
9
10
11
12

내
용
유 형
공동생활
관련기본생활
․유치원 생활 안내
․“유치원에 오 ․부모회 조직 ․인사잘하기
․유아교육의 중요성
게”되면 책자
․정리정돈하기
․언어
카드
제
․이 닦기
․가정에서의 유아생활 습관 ․개인 면담 작
․신발 정리
․가정에서의 기본생활 지도 ․VTR
․좌담회
․손잘 깨끗이 씻기
(질서)
․가정에서의 기본생활 지도 ․VTR
․정리 상자 만 ․맡은일 끝까지 하기
(청결)
들기
․심부름 하기
․생활계획표
․방학중의 기본생활 습관 ․양호교사
․생일 잔치 ․차례지키기
․군것질 안하기
․가정에서의 기본생활 지도 ․VTR
․운동회 준비 ․고운말 쓰기
(예절)
․책자, 강의 (잠자리 만들기) ․어른께 인사하기
․인형극 관람 ․인형극 관람 ․물건 아껴쓰기
․인형극의 의미
․책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 알기
․가정에서의 기본생활 지도 ․자료인사 특강 ․과학코너 활용 ․자기의견 발표하기
(절제)
․VTR
자료 만들기 ․물건 간수하기
잔치 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방학중 생활 습관
․원장 특강 ․재롱
람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1학년 주임교사 ․언어 자료 제 ․유치원 교실에서 조용히 걸어 다
2 지도
특강
작
니기
․입학을 위한 준비

2) 부모 참여의 기회 확대
학기초 부모회를 구성하고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유아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학부
모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모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가)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
(1) 개별 상담 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가정 환경과 바른 생활 분위기 꾸며주기
․자녀의 욕구를 잘 선택하여 받아주기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기
․나쁜 버릇은 발견 즉시 시정해 주고 본 보여 주기 및 보상하여 실천하도록 반복
지도하였다.
(2) 매월 5일을 부모 교육일로 정하여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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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모들이 윤번제로 다음과 같이 보조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 학습자료 제공자로서의 활용
-매주 주안을 통하여 학습 자료 수집 및 제공자로서 참여함
(2) 일일 교사로서의 활용
-요리 활동 시간이나 동화 시간에 교사로서 참가하였다.
(3) 간식의 참여자
-간식 준비 및 제공에 참여 보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만들었다.
(4) 예절 교실 운영
-월 2회 부모를 초정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지도하였다.
(5) 면담 및 상담을 통한 부모교육
-문제 행동 유아일 경우 부모와 상담하여 행동을 지도하였다.
나. 바른 생활 카드 및 가정 통신문 활용
1) 바른 생활 카드 활용
유치원과 가정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생활 내용을 [표7]과 같이 12개요소를 뽑아 매
일 어머니와 함께 생활 반성을 하도록 하였다.
[표7] 개인 왕복 실천 카드 내용
영역
실 천 내 용
씻기
․식사 후 이 이닦기
건강생활 ․깨끗이
․음식 골고루 먹기
․아침에 용변 보기
언어생활 ․인사 잘하기
․존댓말 쓰기
매주 월요일 개인별 카드와 스티커를 가정에 보내어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실
천하였으면 요일별로 예시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 주말에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개인카드 예시]

2) 유치원 생활 지도
가)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실천판 작성 활용
유치원 일과 중에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판을 [표8]과 같이 만들어 활용하였다.
[표8]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실천판
영 역
실 천 내 용
건 강 생 활
․ 간식 깨끗이 먹기
․ 이 닦기
표 현 생 활
․ 남의 말에 귀기울이기 ․사이좋게지내기
[실천판 예시]
수도물 아껴쓰기
6
5
5/4

일 허영 최윤 유은 김재 박영 손영 임세 홍아 유은 김성 손지 최준 최영 김홍 최정 최소 노윤
성명 만 정 지 유 민 훈 훈 영 홍 하 순 호 주 석 규 윤 정
개인 생활과 집단 생활의 실천 내용별로 활동한 실적을 지도교사가 정리․분석하여 항목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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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개인별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상해 주었다. 월별로 잘 지킨 아동을 선정하여 실시한 내용은
[표9]와 같다.
[표9] 월별 아동 보상 실적
구분
아 동 명
보상품목
4 허영만, 임세훈, 손지순,최준호
크레파스
5 허영만, 박영민, 노윤정
스케치북
6 허영만, 최윤정, 손영훈
색연필
3) 가정 통신문 활용
유치원에서 교육 활동이 가정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이렇게 키웁시다’ 난을 만들어 주간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교육 활동 내
용 안내와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안내해 준다.
가) 매 주간 계획란에 ‘이렇게 키웁시다’ 란을 만든다.
월
내
용
․부모님은 최초의 교사이고 최고의 교사입니다.
3 ․인사, 이닦기, 종이 줍기 등 좋은 본보기는 백마디의 말 보다 낫습니다.
․적당할 때 도와주고, 적당할 때 격려하며, 적당할 때 칭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Ⅴ. 결론 및 제언

A. 결 론

유아들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생활 경험 활동 프로그램을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구안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지도 자료를 수집․제작하여 활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생활 경험 덕목 추출로 활동 내용을 정해서 연간 지도 계획안을 작성
운영함으로써 지도교사로서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필수 지도 내용의 반복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습득 및 평가의 방향등 지도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나. 활동 장면 선정에 따라 다양한 생활 경험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문제상황의 해
결 능력과 대처 방법을 찾게 되었고, 실제 경험을 토대로 반복 실천으로 유아 행동 양식이 바
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습관화로 형성되었다.
다. 흥미 영역별로 비치된 자료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여 경
험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행동 판단 및 습관화가 형성되어 갔다.
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안, 실천함으로써 유아 교육의 이해 증진과 자발적 참여
로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B. 제 언
가. 기본 생활 습관 행동의 평가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타당도가 고려된 평가 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나.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긴밀한 유대관계
를 맺고 반복적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다.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자료 개발 및 시설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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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왕복 노트 제작 활용을 통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Ⅰ.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 및 과제
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몸담고 있는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프로이드는 습관은 인간의 인격 형성과 사회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습관 형성은 6세 이전에 기본
구조가 확립된다.고 하였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가리키듯 습관은 어려서 형성되고 형성된 습관은 고쳐지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기에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아를 사회화시키는 기초적인 틀은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학교와 이웃이 사회와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 유치원의 학구 내 실태는 사회생활 영역의 환경제공이
미흡하여 아동 과보호로 인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장애가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최초로 경험
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바른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지도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본생활을 형성시키고자 여러 가지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의 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1. 비둘기 왕복노트 제작 활용을 통한 언어 전달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부모가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
도록 하며,
2. 기본생활습관 관련 영역별 지도를 강화하고,
3. 유아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지며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심화하여 유아들의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하
였다.

Ⅱ. 주제 해결을 위한 근간 이론
A.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중요성
B. 유아 생활 지도
C. 선행연구의 고찰

Ⅲ. 실행 중점 및 절차
A. 실행 중점

1) 비둘기 왕복 노트를 제작한다.
2) 기본생활습관 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한다.
3)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의시간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한다.

4)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한다.
기본생활습관 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한다.

B. 실행 절차

1) 대상 및 기간
a) 대상 : 쌍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3명 (남 11명, 여 12명)
b) 기간 : 1997년 3월 ～ 1998년 2월(1년간)

Ⅳ. 실행의 실제
A. 실행 중점 1의 실행

비둘기 왕복노트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1) 비둘기 왕복 노트 제작 배부
2) 비둘기 왕복 노트를 활용한 언어전달
3) 각 단원의 주제에 대한 숙제 제시
4) 유아에 대한 부모와의 의견 교환
5) 1일 1선 하기
6) 지도 방법
매일 평가 및 귀가지도 시간을 이용하여 비둘기 왕복 노트 활용 상태를 파악, 검토하고 문제점을 기록하여
주며 잘 되어 있는 유아의 노트에 그림 도장을 찍어 보상을 해 주었다. 활용 상태가 부진한 유아에게는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부모와의 수시 상담을 통하여 계속 지도하였다.
〈표1〉 비둘기 왕복 노트를 활용한 언어전달 내용 (예시)
1997년 3월 14일 금요일
1.언어전달
신발장
※봄에 피는 꽃 알아보기
2.엄마와 아빠
와 함께 하세요
개나리, 진달래, 철쭉, 목련
3.착한 일을 써 교 사 현지의 쏟아진 크레파스를 담아 주었어요.
부 모 엄마 심부름으로 콩나물을 사왔어요.
주세요.
유치원을 2년째 다니게되어 동생들이 많이 생겨 오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생들을 잘
4.교사의 이야기 보살펴
주는데 자기 물건은 잘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집에서도 자기 물건을 잘 정리하지 안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용운이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았어요. 엄마 아빠 모두 직장에 가고 없을 때
5.부모의 이야기 불이 나면어제큰일이라고
타일렀지만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용운이니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지도해 주세요.

B. 실행 중점 2의 실행

기본생활습관 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한다.

1) 기본생활습관 교육 연간 계획 수립
월 주
활동내용
1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사 잘하기
잘 지키기
3월 23 차례
텔레비전 가까이 보지 않기
4 화장실에서 노크하기
1 친구들과 헤어질 때 인사하기
규칙 지키기
4월 23 놀이영역에서
휴지 아껴쓰기
4 양치질 하기
1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2 가족의 신발 정리하기
5월 3 혼자서 옷 입기
4 비누 함부로 쓰지 않기
5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1 이웃 어른께 인사하기
아껴쓰기
6월 23 수돗물
장난감 정리하기
4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잘하기
7월 12 심부름
수돗물 사용 후 잘 잠그기

월 주
1
9월 23
4
1
10월 23
4
1
2
11월 3
4
5
1
12월 23
4
2월 12

활동내용
형제와 싸우지 않기
친구에게 양보하기
종이 아껴쓰기
자기방 청소하기
웃어른께 물건 두 손으로 드리기
식탁에 수저 놓기
용돈 저금하기
우리 나라 이름, 꽃, 국기, 이름 알기
식사 후 자기 그릇 치우기
전통놀이 해 보기
쓰레기 분리하여 버리기
유치원 주변 청소하기
잠자기 전, 일어나서 인사하기
한자리에 않아 식사하기
음식 골고루 먹기
겨울방학
겨울방학
어른이 수저를 들면 식사하기
허락 받고 외출하기

2) 기본생활습관 그림 게시 활용
유아들의 사물함 문에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관련된 그림을 코팅하여 부착하고 유아들이 사물함을 이용하면
서 수시로 보고 그 내용이 내면화 되도록 하였다.
3)오늘은 제가하겠습니다.코너를 설치 활용
유아들이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하여 꽃 물
주기, 우유당번, 청소당번, 간식당번 등의 일을 스스로 선택, 분담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놀이코너 규칙 제정 활용
유아들이 활동한 코너에서의 규칙을 스스로 토의하여 정하고 글씨를 쓸 줄 아는 유아들이 작성하여 붙이고
규칙을 지키면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활동 후에는 뒷 처리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5) 마음껏 그려보세요.판 설치 활용
교실 옆 현관에 마음껏 그려보세요.판을 설치하여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게 하여
꿈을 키울 수 있게 하였으며, 아울러 벽이나 교구장에 낙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6) 바른 심성 함양 환경 조성
교실 양쪽 창문을 재미있고 교훈적인 동화에 나오는 그림을 장식하여 유아들의 정서를 키워주고, 심화되도
록 하였다.
7) 가정용 바른 생활 카드 제작 활용
가정용 바른 생활 가드를 제작하여 주1회 가정으로 보내 약속을 잘 지킨 날은 한 개씩 예쁘게 색칠하여 다
음 월요일에 유치원으로 가져오게 하여 그 결과 약속을 잘 지킨 유아는 할 수 있어요라는 활동판에 스티
커를 붙여 보상해 주었다.

C. 실행 중점 3의 실행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의 시간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한다.

1)도덕성 함양 토의 연간계획 수립 활용
유치원에서 도덕성 함양을 위해 토의할 내용을 〈표2〉와 같이 연간 계획을 세워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였
다.
〈표2〉도덕성 함양 토의 연간 계획
월 토의주제
토의목표
준비물 후 속 활 동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림으로써 주변 환경을 그림자료 유치원에 분리수
쓰레기
함부로
3 버리기
사랑하고 보호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 실천하도 융 판 거용 쓰레기통 만
록 한다.
들기
우리에게 해로운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여
작은
생물체라도
이유
OHP
4 개미 괴롭히기 없이 죽이지 않는다.
해롭지 않
OHP필름 곤충과
은 곤충 알아보기
파지를 이용한 찢
종이를 절약하는 태도를 갖고 종이를 낭비하지 그림자료 어 붙이기
5 종이 낭비하기 않도록
규칙을 정하고 실천한다.
실물화상기 나무의 중요성 알
기

2) 토의 시간 운영
a). 시기 : 매월 4주 토요일 10 : 00 ～ 11 : 00
b) 방법 : 관련 그림자료를 제시하고 생각을 발표해 보고 생각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아 서로 토
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c) 실천 방안
각 주제별로 규칙 만들기, 파지를 이용한 찢어 붙이기, 스크랩, 그리기 등의 활동으로 토의된 내용을 실천
하도록 유도하였다.
d) 회의록 작성 활용
회의록을 작성하여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실행 중점 4의 실행

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과 연계지도를 강화한다.

1) 부모 교육 연간 계획 수립 활용
〈표3〉과 같이 부모와의 면담, 사전 질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기본생활 덕목을 삽입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3〉부모교육 연간 계획
월 주
주 제
방 법
비 고
1 엄마는 가장 훌륭한 교사
좌담회
원장
2 어머니는 이런 형이 아닙니까?
가정통신
교사
3
3 어린이의 성격 유형
가정통신
교사
4 어린이 행동의 이해
좌담회
원감
2) 가정통신문 발송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매주 토요일 유아들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부모교육 자료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자녀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좌담회 개최
학부모와 협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 주제에 대하여는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갖고 문제
점을 추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4) 부모교육에 필요한 덕목을 선정하여 원장, 원감 강의를 통하여 교육을 하였다.

Ⅴ. 실행의 결과
순
1
2

내 용
기본생활습관
향상도
부모의 자발적
참여도

A.검증 방법
B.실행의 결과

대상
유아
부 모

도 구
방법
ｏ 가정용 바른생활카드
ｏ 비둘기 왕복 노트 분석
전후비교
ｏ 면접 및 행동관찰 누가기록 분석표
ｏ 질문지
ｏ 비둘기 왕복 노트 분석
전후비교
ｏ 좌담회, 부모교육 모임 참여 실적

1)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연간 계획 수립의 활용으로 유아들에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었다.
2)기본생활습관 관련 영역별 지도의 강화로
a)인사하는 어린이가 많아졌다.
b)교사의 심부름을 서로 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c)기본생활 지기 평가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린이가 늘었다. 그리고 유아행동의 누가 기록으로 유아들
의 행동 수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d)활동 후에 자기가 쓴 물건 제자리 놓기, 정리정돈 하기가 습관화 되어가고 있다.
3)비둘기 왕복 노트와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지도 강화로
a)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b)부모들이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c)학부모들의 수업 참관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d)문제 행동의 가정통신과 가정에서의 연계지도로 유아의 바른 습관 형성과 학부모와의 유대가 강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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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안초등학교 교사 정 우 철
5월 14일
테마식 현장학습으로 금마 미륵사지 유물관을 탐사하는 날입니다.
준거집단인 아람단(청소년 연맹)을 맡게되어 아이들과 한 마음이 되어 동심
의 세계에 들어가 지방의 문화유적지와 심산유곡을 쏘다녔던 지난 3～4월이
오늘 따라 신록의 5월 만 큼이나 신선하고 상큼한 날씨였습니다.
현장학습을 떠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아이들의 학습주제인 「자랑할 만한
우리 고장 문화재」는 호기심어린 눈망울들을 더욱 반짝거리게 만들었습니
다. 차에 오른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은 마한 ,백제의 옛 서울이었던 곳으로 조상의 지
혜와 슬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오늘은 마. 백 문화재를 집중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는 안내를 끝내자 일행을 실은 버스는 어느새 미륵사지 유물관 앞 광장에
닿고 말았습니다. 잘 닦아 놓은 넓은 광장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관리 소홀 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방치해놓았던 문화재 유적지가 말
끔히 단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습의 원리에서
반복의 원리가 효과를 보듯 이 제 아이들의 현장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매
우 익숙해지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전활동과 준비활동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중심활동은
학생 스스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도교사는 매우 흐뭇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대부분 국보 제 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을 향하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희원이는 사적 150호인 유물 전시관으
로 들어가지 않는가? 지도교사인 나는 옳지 됐다싶어 희원이의 문화재
탐구 모습을 관찰하기로 하고 그 뒤를 말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희원이의 태마식 현장학습 중심활동은 대단히 치밀하고 준비된 활동이란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습 지에는 먼저 마. 백 문화재 및 유적
지 분포도가 그려졌고, 최근에 출토된 유물들을 관심 있게 보고 메모하는 것
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가람이란 낱말에 대한 의문점뿐만 아니라
 서동과 선화공주에 얽힌 이야기를 유심히 보고 적고 있었습니다. 유물전
시관을 나온 희원이는 이미 다른 아이들이 다녀간 서 탑과 새로 지은 동 탑

을 보면서 열심히 메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교사로서 너무나 흡족한 나
머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희원이는 오늘 현장학습에서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봐


선생님, 저는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노력해야한다고 봅니
다. 저는 작년 가을에 경주 불국사를 간 일이 있었는데 그곳의 많은 문화재
들은 매우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이 자랑하는 미륵사지
는 불국사에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보급 석탑인
데도 다보탑과 미륵사지 석탑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서탑을 지탱해주는 투박한 시멘트며, 가볍게 보이는 복원된 동탑도 불국사의
다보탑이나 석가탑처럼 역사적인 유물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고장의 문화재가 타 지역 문화재 보다 뒤 처진다고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희원이의 감상담을 듣고난 지도 교사는 기쁨 반 부끄럼 반이 교차되는 가
운데 잔디밭에 모여 앉은 단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학습에서 선생님은 너무나 흡족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
재를 아끼고 보호했어야할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
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 관리가 타 지역 보다 못한 것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선생과 같은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희원이가 지적했듯이 우리 고
장의 문화재 관리가 경주나 부여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문화재를 찾아 조상
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려는 용기 있는 아람단이 존재하는 한 이 고장의 문
화재도 틀림없이 큰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미륵사지 테마식 현장학
습은 끝났습니다.
귀교 길에 오르면서 앉아 있던 곳의 휴지나 과자 껍질을 모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문화재 보호와 그 가치에 대한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다음은 아람단의 테마식 현장학습을 다녀온 것도 20일이 지난 6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도 교사는 다시 한번 신나고 재미있는 현장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우리 학교 아람단원 37명과 함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으로 아산
현충사와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가게 된 것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내
리기 시작한 짓궂은 날씨가 재미있는 현장학습을 훼방이나 놓지 않을까 걱
정을 무척이나 했습니다.
지도교사는 나이 어린 착하고 귀여운 단원들의 질서 있는 놀이와 가수 못


지 않은 노래 소리에 완전히 포위 당하여 흥겹기만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의 긴 여행이었으나 지루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충사 정문의 넓
은 광장에 내리자마자 우리 단원들의 호기심은 더욱 가득하고, 눈망울은 더
욱 반짝거렸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푸른 초원 위에서 400 여 년 전 나라를 위하여 몸바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하는 단원들의 진지한 태도가 정
말 자랑스러웠습니다. 800년 묵은 은행나무 활터에서 맞은 편(300M) 과녁을
향해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는 일화를 전해들은 아이들은 충무공의 어린 시
절을 보기라도 했다는 듯 요란스럽게 좋아했습니다.
현충사 현장학습을 마치고 우리 단원들은 곧장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
다. 우리의 역사와 자주독립의 혼이 깃 들어 있는 조형물들의 웅장한 모습에
모든 단원들의 얼굴은 더욱 상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1전시관의 선사시대
의 유물에서부터 제7, 6.25 전시관까지 2시간 가까이 흐트러짐 없이 메모하
면서 공부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단원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헌병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는 장면을 보고는
“나쁜 놈들!”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었으며, 어떤 단원은 감정이 북받혀 ‘흑흑’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날 원형극장의 웅장한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지도
교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단원들처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산 역사를 배우
고 훌륭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를 때 어느 누가 우리 나라를 약하다고 하
겠는가? 이처럼 미래의 주인공들이 바르고 착하고 지혜롭게 자라준다면 우
리 나라는 힘 솟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는 것입니다.
나는 학습지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테마중심 체험적 현장학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테마중심 체험적 현장학습은 우리에게 왜 유익할까요?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마중심 현장학습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극기
심을 길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줍니다. 또한 단체생활
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 생활체험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
습니다.
우리학교는 아람 단만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이 현장
체험중심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5～6일에는 전교생 1박 2일 야영훈

련으로 담임과 학생과의 터놓고 이야기 나누기, 옛날 옛적에……, 밤하늘의
별 따기, 촛불행진, 캠화이어(Camp fire), 수영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부풀렸습니다.
이 제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지도의 유익성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율적으로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분명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문제해결력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현대가 요구하는 고등정신기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이 풍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참인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교단교사로 존재하는 한 나는 체험적
현장학습지도를 앞장서 실행할 각오입니다. (끝)

(전북문학 원고)
여름 밤의 꿈
민아가 시골에 내려 온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민아는 지금 안달이 났습
니다. 그리고 초초하답니다. 왜냐고요. 민아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외갓집에 올
때만 해도 민아의 가슴은 잔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는 그렇게도 갖고 싶던 별들의 사냥꾼 스카이 헌터가 들어 있기 때
문입니다. 방학이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사업에도 불구하고 민아의 소원을
들어주어 밤하늘의 사냥꾼으로 통하는 천체망원경을 사준 것입니다.

자전거의 추억

나 상 숙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사
음 부임했던 학교에서의
처아이들과의
생활은 지금까지

의 교직생활 중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로 가득하다.
남자들이 군대 초년병시절의 추
억을 항상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만큼 교사들은 처음 부임했던 학
교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항
상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시절의 추억 중 한가지는 자
전거를 타고 자갈이 울퉁불퉁 깔
려있던 신작로를 달리면서 다녔던
가정방문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
이 3년을 보내고, 아이들과의 생활
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교직생
활 4년째로 기억된다.
때로는 말썽들도 부렸지만 순
진하고 귀엽던 시골 중학교의 3학
년 아이들을 위하여 신혼생활의

재미에 가계부도 써보고 반질반질
하게 가구도 닦는 새 신부 마냥,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
아이들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정방문을 해보기
로 했다.
시골의 면 소재이기는 하나 꽤
넓은 지역이었기에 이제 막 새로
구입한 자가용을 이용했으면 한다
고 말하자, 면허증이 없는 나를 위
해 남편은 동행할 것을 흔쾌히 약
속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우리
맞벌이 부부가 처음 마련한 새차
가 갑자기 엔진이 덜렁거리더니
끝내는 시동이 꺼져버리고, 어렵사
리 겨우 찾아간 카센터에서는 원
인을 쉽게 찾지 못하고 하루쯤 맡
겨야만 한다고 했다.
토요일 종례시간에 일요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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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오후를 나누어 어느 어느 지
역을 가정방문 하겠노라고 이미
약속은 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카센터에 연
락해 보았으나 아직 차는 고치지
못한 상태였고 하루정도 더 시간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겠기에 이런저
런 궁리 끝에 일단 완행버스를 타
고 시골학교까지 가서 자전거를
빌려 가정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자전거
로 바뀐 탓에 하루에 다 다닐 수
없을 것 같고, 학교에서 가까운 지
역은 언제든지 종례 후 시간을 이
용하면 될 것 같아 비상연락을 통
해 차후로 미루고, 학교에서 먼 지
역부터 다니기로 했다.
학교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
자전거 2대를 빌려 동행해준 남편
과 함께 신작로를 달리면서 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시절이 생
각났다.
자전거 마저 귀했던 우리 어린
시절에는 주로 짐차(짐을 싣기 위
해 만들어진 큰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체구에 무
거운 짐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
고 자전거 밑에 깔리기가 일쑤였
으며,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중심
을 잡지 못하고 논두렁의 진흙에
나동그라지기도 했었다.
오랜만에 타보는 자전거라 폐달

을 밟는 순간 어떻게 이실력으로
넓디넓은 시골을 언제나 다 돌아
다닐지 너무나 막막하였다.
그러나 5월의 화창한 봄날씨며,
맑은 공기, 산자락 밑으로 낮게 깔
린 구름들은 처음 가보는 가정 방
문길을 가슴 설레게 해주었다.
행여나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폐
가 될까봐 미리 몇 가지 부탁을
하였다.
“첫째, 너희들 공부방 또는 생
활하는 방만 보고 올 테니 벽에는
자기의 장래희망과 생활계획표를
크게 써서 부쳐 놓아라.
둘째, 부모님이 계셔도 좋지만
농사일이 바쁘시면 안 계셔도 무
방하다.
셋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을 위하여 음료수 한잔이라도 선
생님께 대접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저런 이유로 오래 전부터
행하지 않던 가정방문이라 아이들
도 설렌다고 하였다.
자전거도 가기 힘든 좁은 길에
산 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는 제일
먼 곳에 사는 민석(가명)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모님과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품앗
이 다니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
일을 도맡아 한다고 했다. 민석이
방은 공부방이라고 하기에도 어려
운 작은 방에 낡은 밥상을 책상
삼아 교과서와 노트가 말끔히 정

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장래희망 :
기술자”라고 정성을 다해 쓴 글씨
가 듬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버스 종점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지각이
나 결석이 한 번도 없던 그 아이
가 더욱 더 예뻐 보였다. 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그 아이는 공고
를 졸업하고 어엿한 회사원이 되
어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두어 동네를 돌고서 다리도 아
파지기 시작하고 목도 마를 때쯤
창식(가명)이네 집에 도착하였다.
창식이네는 아버지의 성실한 노력
으로 상당한 농지와 경운기며 트
랙터 등 자동화된 농기계도 가지
고 있을 정도의 부농이었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사이다를 권하는데 다른 가난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은
선생님께 아무 것도 대접하지 못
했음을 염려할까봐 이유를 말씀드
리며 정중히 거절하고 창식이 어
머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
게 되었다.
창식이네 부모님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다녔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매우 부러
워하며 성장했기에 창식이 형제들
만큼은 농사일을 시키지 않고 일
요일에도 항상 학교에 가서 공부
만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창식이는 총명하기는 하
였으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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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공차고 노는 시간이 더 많기
가 일쑤였다. “어머님! 꼭 공부를
해야할 때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농사일이 바쁠 땐
창식이도 농사일을 도우면서 부모
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느끼
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후 창식이는 때론 부모님 농
사일도 거들고 공도 열심히 차지
만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갔다.
몇 군데를 더 돌고 종명(가명)이
네 집에 도착했다. 종명이네 아버
님은 들에 가시고 어머님은 가정
방문 오는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
해 일부러 집에 계신 듯하였다.
“선생님께서 음료수도 준비하지 말
라고 누차 말씀하셨다고 음식 준
비하는 것을 아이가 말리기에 아
무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것은 며칠 전 뜯어 놓은 쑥이 있
어 일꾼들 새참용으로 준비한 것
이에요”하며 쑥개떡과 보리차를 내
놓놓으셨다. 어렸을 적 유난히 좋
아했던 쑥개떡인데다 한나절을 돌
아다닌 탓에 목도 말라 보리차와
함께 조금만 먹기로 했다.
동행했던 남편은 부모님과의 상
담에 방해가 된다고 대문 저 멀리
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나에게 대
쪽같은 성격의 남편이 한마디한다.
“보리차는 어떨지 모르지만 쑥개떡
역시 음료수와 다를 게 뭔가?” 약
속을 어겨 머쓱해진 나는 몸둘 바

를 몰라 자전거 페달만 열심히 밟
았다.
장래희망이 과학자였던 종명이
는 그때 나와 함께 Basic(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
고, 방학 때는 서로 공부하다 막히
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질문하고 답하면서 밤새는
줄 몰랐다.
그 때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전라
북도교육청 주최 컴퓨터 경시대회
에 입상하여 우리는 함께 기뻐했
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종명
이는 요즘은 Visual Basic을 공부
를 하고 있다며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한다.
하루 종일 자전거 페달을 밟은
나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
으나 가정방문을 잘 했다는 생각
에 숲 속에 핀 진달래 마냥 수줍
게 기뻤다.
도시학교에서의 바쁜 생활 중에
도 초임시절 자전거를 이용했던
가정방문의 추억들이 머리 속에서
맴돌곤 한다. 그 때의 추억을 되새
기며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열심
히 생활하는 어른이 되어 주길 빌
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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