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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문 용 주

21세기 국가나 민족의 경쟁력은 교육에 의하여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미래학자들
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나라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 지
식사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에서는 기술, 정보, 지식, 문화가 자원이 되고 정부와 국민들이 함
께 머리를 써서 스스로 창출해 내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지적 자산의 확보와 경쟁력의 제고,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적 자질은 교육
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경쟁력의 강화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어떤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가,
첫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긍정적 자아개념이 확립된 인간, 아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물질만능의 사회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길렀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능력과 업적만을 중시하는 경쟁사회는 도덕성, 윤리성, 시민
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의 이익
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과 진취적 개척정신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됩니다. 요
즈음 같이 어려움이 많은 때일 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
다.
둘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사고 능력, 정보 창출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생이 사회에 나갈 때는 어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 클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
지만, 특정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성과 다양
한 능력,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누구나 공감합니다.
또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외국어와 컴퓨터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말 우리 글에 대하여 한가지 이상의 언어, 특히 많은 나라가 쓰고 있는 영어를 구사할 줄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통신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함께 갖춘 유능
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루빨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과 미래를 대비한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육행정가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마지는 생애를 선택하려는 분명한 진로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부모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 교육
행정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긴장감 넘치는 경쟁
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국가사회 발전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수 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경쟁력은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
<특집> 정보:인터넷과 학교 교육

이국행

Ⅰ. 머리말
급속한 사회 변화와 첨단정보의 물결속에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신속히 얻어
야할 필요성은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다. 컴퓨터는 이제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
반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 통신망의 기구로서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다국가간의 가상거래, 원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
화상회의 및 재판, 원격 진료 및 수술의 실시, 각급 학교의 정보 통신 교실 운영, 학교와 가
정을 연결하는 통신망,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에 수록된 각종 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실시, 인터넷의 WWW(World Wide Web) 홈페이지를 이용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교환 등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체제 및 제도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의 내용이나 정보 접근 방법은 과거의 의사 소통 방식과는
다른 양식으로 상호작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여러 정보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통신 기술과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체제에 이르기까지 일대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과 응용성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본다.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도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초기 단계 인터넷의 주 목적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
무하는 연구자들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이었으나 전문가가 아닌, 컴퓨터에 대해 많은 지
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도와 주는 정보검색 도구의
개발로 인터넷과 연결되는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유럽의 한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하던 팀 바너스 리(T. B. Lee)에 의해 1992년 새로운 검
색 도구인 웹의 개발로 인터넷은 괄목할만한 급진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웹서비스는 하이퍼 미디어(hypermedia)라는 개념을 이용해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된 문자,
음성, 동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보여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따
라서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웹의 출현에 따라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교육에 이용되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이며, 실제로
웹이 수업에 이용될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웹을 사용하여 학
습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리되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은 전통적인 칠판이 사라지고 전자 칠판이라는 멀티미디
어의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며,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힘입은 원격 교육, 재택학습이 상호
교류적으로 보편화되어 교육제도의 자체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교육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습자 스스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

할 수 있는 열린 과학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학습자와 운영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 정보통신을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통신을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
하고 이를 현장 교육에서 활용한 후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교육에 커다란 역할을 할 인터넷을 통한 교육적 활용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Ⅱ. 정보사회와 교육문제
현재 우리에게 제시된 교육개혁의 과제는 교육의 세계화다.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환경적
인 요인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문화적 다양성과 역행하는 세계의 지구촌화 경향,
경제 및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가속 및 직업기술적 교육요구의 증대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전체 교과내용이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성, 창조성 결여, 사교육비의 부담, 평가틀
의 획일화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정보화 교육의 미흡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은 1980년대 이후 국가차원의 교육개혁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가 미래사회를 정보사회로 전망하면서 컴퓨
터 교육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컴퓨터 보조수업(CAI)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였다. 이 일을 위한 최우선은 학
교 교육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의 목표에 정보 교육의 목표를 삽입하며 모든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육의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의 획일화다.
교육의 방법면에서 현재의 교육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개인별 능력이나 흥미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고력 향상 위주가 아닌 암기위주의 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데
이터 베이스화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도 적응 지역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
망을 활용하여 개인의 학습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되게 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상황과 유사한 학습상황을 제공하고 협동 학습의 방법을 취하여 다양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교과서와 교사 중심의 교육이다.
교과서만이 아닌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며, 교과내용을 교사만이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주고 받는 토론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고급 과학 기술 인력의 취약성이다.
새로운 세계하에서 국제 경쟁력은 최첨단 기술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과학 기술 인력의 확보는 양보다는 질이 더욱 앞서야 한다. 기술력의 축적은
과학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과학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

는 과학 기술 인력이므로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술개발을 담당할 우수한
인력이 초․중․고에서부터 흥미를 갖도록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언급한 문제는 컴퓨터 통신망의 구축 및 활용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전망
이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고 교육에서도 새로운 매체에 따른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협동학습과 원격학습이 연구되어 보
급되어야 한다.
Ⅲ.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특성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방법은 너무 다양하여 최소의 도구와 시간을 이용하여 최대의 학습효
과를 얻는 데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1) 공급자와 수용자, 혹은 교사와 학습자의 선택 가능성이 넓어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하여 넉넉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정보교환은 영
어를 통한 국제 감각이나 영작문 작성능력 향상등 어떤 내용이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의사교
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계획과 목적성이 필요하다.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어 원거리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고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것은 변
화하는 사회와 교육적 욕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내에서 특성과 개성있는
소규모 집단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다.
3)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사, 학습내용, 학습자간의 세가지 요소간에 균형
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및 교육내용이 변경되고 교수의 형
태도 변화됨을 의미하여 자연적인 정보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Ⅳ.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효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과 수집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효율적인 정보 검색 및
수집 그리고 의사 교환이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통적인 교실 수
업 환경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학습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따라서 교육적 효과가 높다.
인터넷의 장점으로는 쉽고 빠르게 고급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거의 매일 받아볼 수 있으며,
거리나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연구 및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을 교육에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은 교실 밖 실세계의 경험과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
로써 학습의 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결
과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료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정보
나 지식들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까지의 피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확대된 학습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하는 동안
문제 해결의 방법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사용상의 편리성 외에도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의 진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수
업이 개인적 의미를 높여주어 학습의 개인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원, 즉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학습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학습과제의 수행에 필
요한 자료수집이나 정보의 교환 프로그램의 운영 보고서 작성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좀 더 융통성 있는 학습시간의 조절, 학습의 장 확대 효과, 다양한 학습
자들의 학습 요구 지원등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상과 같은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기존의 교과 과정과 일반 교수-학습 과정을
분산 통합하여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학습전개를 할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컴
퓨터의 도구적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반면에 학생들이 전체를 이해하고 공부하
기 보다는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 해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
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칫 학생들의 사회성의 결여와 이기심의 조장이 염려된다. 따라서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비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만이 만능이라
는 생각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인터넷을 활용키 위한 준비
교수매체로서 사용키 위한 인터넷에서는 컴퓨터 시설과 학습 내용과 기타 내용들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1) 자료송수신의 신속과 정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비되면서 통신망을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등이 필요하다.
2) 학습내용의 다양성에 맞추어서 최신정보의 국․내외 사용시, 어학 훈련시, 교과간의 관
련성과 학습주제 파악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경우등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3) 교사 혼자만으로는 해결키 어려우므로 교사들, 지역사회, 국가간 등의 협동 조직이 필
요하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 물적지원도 아울러
필요하며 환경과 문화와 의식변화에 대비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
Ⅵ. 인터넷 수업시 고려해야 할 점
1) 수업내용의 유형, 학생수와 수업 장소, 이용 가능한 시간, 예산, 시설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WWW)은 정지화면과 음향, 인쇄된 자
료들을 상호작용적으로 결합시키며, 텍스트 위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적․언어
적 기능은 물론 정의적 기능들을 가르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2) 어떤 네트워크의 접속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룡에 관한 내용
을 가르치기 위해 웹(WWW)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HTML문서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를 선택해야 하며, 그 컴퓨터에 어떠한 접속 방식을 택할 것인
가를 결정해야 한다. 컴퓨터의 기종과 접속 방식의 선정은 사전에 결정된 활용 계획에 따라
야 한다.
3)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수업설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HTML
을 이용하여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웹(WWW)에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업설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수업은 학습의 촉진이라고 하는 궁극적
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치밀하게 조직화시켜서 제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Ⅶ. 웹을 통한 수업설계
수업전개 방법은 웹(WWW)의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수업설
계자는 CD-ROM과 레이저 디스크 같은 전통적인 멀티미디어 컴퓨터 보조 훈련 프로그램과
흡사한 학습환경을 꾸밀 수가 있다. 웹(WWW)은 많은 용량의 그래픽, 음향,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데 느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웹(WWW)을 활용한 수업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변경
할 수 있다. 특히 복합적인 지식에 대해서 다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모델(HDM)을 응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의 하나는 수업상황에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수업매체에 있으며 설계 목적들과 학습자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계 목적
은 설계자 자신이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환경을 구성해 내기를 바라는 지식이다.
HDM모델은 학습자 목표를 중시하며 학습자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도식화 할 수
있다.
학습영역 결정
학습영역 내의 사례 모음
학습주제와 연관성
학습자의 자기평가

학습자 중심 사례 모음
교사의 보조 역할

1) 학습영역 정하기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학습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상세화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학습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수업은 더욱 상세화 될 것이며, 또한 독립적인 학술영역이
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의 시작과 끝, 그리고 거기에 들
어가야할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구조화가 어려운 학습영역에 있어서 중간
수준 및 전문적 수준의 지식 탐구를 분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영역 내에서의 사례 구체화
학습해야 할 다양한 요소 및 사례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학습영역의 표
현 수단들인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비디오와 같은 수업상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이루고 있는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중요한 주제 및 관점의 구체화
해당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요소들을 선택하며 상호작용 설계로 수업의 전
이를 도와주도록 가능한 환경을 실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4) 주제를 나타내는 다중 경로그리기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택된 사례들을 나타내 주는 수업 요소들을 서로 관련짓도록 한다.
5) 사례에 대한 학습자 중심 탐색의 제공
구성주의적 환경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만약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목표들이 설계자가 제시한 것과 다르다면 학습자가
학습영역에 대한 자기만의 탐색 도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학습자의 자기 반성적인 사고 고무하기

자율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다음 학습내용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끝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관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목표의 성취 여부를 알게 해주고, 다음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수업설계자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개의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수업설계자가 이들 수업목표들의 성취여
부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습자 자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설계자는 이러한 종류의 자기평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내지 지
침 제공해야 하며, 수업설계에는 이러한 반성적 사고에 기준하여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
한 학습자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Ⅷ. 결 언
과거의 학습은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객관주의에 기반을 두었으며, 교수(teaching)에
있어서도 교사의 논리만이 강조되어 학생에게 강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창조적인 자기
표현이나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회변화와
컴퓨터공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미래의 정보시대에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는 인
간으로서의 능력이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상을 향한 학습을 설
계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학습을 즐기면서 배우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과거의 교사들은 읽고 들으며 배웠던 세대이었으나, 미래의 학생들은 보는 것이 주가되고
이에 덧붙여 듣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환경을 추구하
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학습 환경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검
증하는 그래서 더욱 고차원적인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사는 컴퓨터, 멀티미디어에 활용 방법에 대한 지식은 학습의 조
력에 필수적이며,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제작은 물론 그에 따른 교수 방법의 개발과 단원
개발은 정보화 사회의 교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일 것이다. 물론 교육용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컴퓨터 교육과 활용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이나 교원연수, 컴퓨터 마인드 확산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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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과 학교 교육의 변화
<특집>정보 : 인터넷과 학교 교육

김 용 성

Ⅰ. 서 언
정보화 사회란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료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여
이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67년 Marshall Mcluhan의 `새로운 전자적 상호운용성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global village)화 한다라는 예견은 현재 정보화 사회가 지구촌에 도래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은 회사, 학교, 가정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 통신망으로 인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은 정보 자원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서 네
트워크(Network)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지구촌의 여러 곳에 있는 필요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internetworking이
라고 한다.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인터넷(Internet)이다. 인터넷은 4만개 이상의 네트워
크와 수백만 대의 대형 컴퓨터 및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 거주하는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지구촌의 거대한 통신망으로써 그 접속자는 〈그림 1〉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67년 9월에 미국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와 대학간에 과학기술정보
의 상호 교환을 장려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마련한 연구과제의 일부로서 출발하였다. 이러
한 정보의 공유라는 정신은 인터넷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의 단일 망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
력이 되고 있다. 이후 70년대 들어서면서 사용자의 급증과 접속하는 컴퓨터 기종의 다양
화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통신규약)인 TCP/IP가 채택되어 보다 활성화
됨으로써 트래픽(traffic)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트래픽 개선을 위해 2개의 통신망으로 구성된 2원화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TCP/IP 인터넷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이다. 그 이후 92년에
WWW(World Wide Web)이 등장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오
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 세계 인터넷 호스트 증가율
(1996. 8. 기준)
Ⅱ.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복잡하게 된 현 사회에서 `인간의 의사와 행동 결정

은 대부분 정보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보를 다양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영상, 음성, 문자, 정보가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교환되므로 현
장감이 향상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상호 교
류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산업과 사회 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확연히
다른 세계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
1. 산업적 특징
정보화 사회에서 산업적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중 서비스로부터 개인 서비스로의 전환
둘째, 계획 생산에서 주문 생산으로의 전환
셋째,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
끝으로, 실물 개념에서 정보 개념으로의 전환이다.
위와 같은 특성은 여러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세
기초만 해도 주문에 의한 개별 생산체제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대량 생산이 가
능하게 됨에 따라 계획 생산, 기업 주도형, 실물 견본 중심형으로 생산 형태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 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은 현대 사회와 같은 정보화 사
회를 산업사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학습 방향도 시대에 발맞추어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사회적 특징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집중에서 분산으로의 전환
둘째, 거대기업에서 특성을 갖는 중견기업으로의 전환
셋째, 안정구조에서 유통구조로의 전환
넷째, 건설주의에서 운영주의로의 전환
끝으로, 수동 사회로부터 능동적 사회로의 전환이다.
즉,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거리감
이 해소되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각 특성에 맞게 입지 여건이 좋은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간에 균등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상품의 수
주, 발주, 발송 등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생산, 유통,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처리가 됨
에 따라 사회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내용 및 교
육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에 기반이 되는 것이 컴퓨터 활용 교육의 강
화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보화 사회의 생활
컴퓨터의 이용 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변모한 정보화 사회의 생활상을 직장, 가

정, 학교 생활로 대별하여 알아본다.
⑴ 직장 생활
현재까지는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
로 도래하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과 동일한 분위기에서 전
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근무(telework)가 보편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많은 산업의 등장과 소멸, 대리점 및 기존의 본사와 지사간의 구조 변화,
유통 형태의 변화, 제조업 생산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직장 생활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⑵ 가정 생활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 생활은 가사 업무가 자동화되고(home automation), 컴퓨터 통신망
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실현될 전망이다. 컴퓨터망 상의 가상 백화점과 가상 쇼
핑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게 된다. 따라
서 세계의 어느 매장에서나 실시간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
게 경감되어 여유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관광지의 영상을 통신망을 통해서 가상 현실
로 재현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이라도 현실과 동일하게 가상여행을 즐길 수 있어, 보다 안락
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행사의 예약과 감상도 가정에서 가능하고, 대금
지불 등은 전자 결재로 해결하며, 주문형 비디오(VOD), 주문형 교육매체(EOD)등을 통해 오
락 및 학습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⑶ 학교 생활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정의 스크린이 학교 교실을 대처하는 원격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사
와 1대 1로 수업하고, 가정에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레포트를 작성해서 통신망을 통해 교사
에게 보내고, 세계의 우수한 강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은 연령, 취향,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과 영상 및 음성을 통한 가상 체험이 가능해짐으로써, 현장감 있고 능동적
인 학습 방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 등에 관해서 막연한 추측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 현실이라든지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정보화 전쟁은 가속화되
어 가고 있고, 정보가 어떠한 재화보다도 가치가 큰 사회로 변천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보를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
다. 이 기반이 바로 정보화에 관한 교육이다.
Ⅲ. 인터넷과 교육 환경의 변화
세계는 인터넷을 교육과 접목하기 위해서 기반되는 사업을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즉, 각국은 전략적 국가 과제로 정보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테면 미국은
93년 엘 고어 부통령이 제창한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과 이를 세계
규모로 확대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

든 미국의 학교 교실을 2000년대까지 인터넷과 연결시켜 교육에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도 2000여개 이상이 연계되어 교육하고 있다.
일본은 94년 신사회 자본 계획을, 유럽은 TEN(Trans Europe Network) 계획을 발표하
면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95년 전세계 정보기반( WII:World-wide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관한 선진국 각료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인터넷Ⅱ를 수년 내에 개통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 초고속 정보 통신기반 구축 사업을 발표하여 처음 계획보다 2년
더 앞당긴 2000년까지 초중등학교 컴퓨터 보급 및 학교간 고속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고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96
년부터 일간 신문사를 중심으로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1. 외국의 인터넷 교육의 특징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회장인 빌게이츠는 컴퓨터 교육의 혁명이 도래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는 인터넷이 전세계 지구촌의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시대에 발맞추어 각국은 인터넷 교육을 필연적인 교육수단으로 인식하여, 다각적인 면에
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컴퓨터에 관한 교육은 컴퓨터를 이론이나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사례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미래의 교실, 정보의 바다로 보는 견지로서 인터넷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
는 방법이 무한하다고 보는 견지가 있다.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일방적,
주입식, 다인수 학습이다. 이를 테면,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만든 학습 교재가 하나의 학급
에서만 활용된다면 수십 명에 한해서 이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강의록을 공유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효과는 기하급수적임을 알 수
가 있다.
둘째, 실험이나 체험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현장 탐사, 실
험, 체험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생생한 학습 효과를 얻도록 하
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편․구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해당 과목의 교과
를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직접 견학을 하지 않고도 탐구 학습이나 보충 학습에 생생하
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있다. 즉, 대도시와는 달리 각종 학습교
재와 지원, 실험장비 등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벽지의 학교에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다.
넷째, 교사-학생-학부모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서에
의한 간접경험을 통한 지식보다는 세계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상승효과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학부형들은 교사와 함께 동참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
사-학부모 간 공통학습현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주요 과목에 편중되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에도 활용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른 MIDI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적 텔레레슨(telelesson)이나 텔레멘토링(telementoring)이 가능해져서 유명한 음악가에게 사
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주요 외국의 정보화 교육의 차이점을 보면, 미국은 일정지역 단위의 교육 정보화 사
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현
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업과 일맥 상통한 바가 있어 그 시사한 바가 크다. 영국에서 추진
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
둘째, 보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
좋은 학습 환경 제공
셋째,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위와 같이 선진 외국에서는 인터넷 교육을 하나의 교육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를 찾는 나침반의 역할로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인터넷에 접해 보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학습자료를 찾는 것이 `모래 속에서 바늘
을 찾는 격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교육자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한 주에서는 통신망을
통하여 교육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정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대
한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 관련기관을 상호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식과 대학 및 연구소와 초중고를 연계하여 학습의 장을 조성하는 시스템도 추진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단위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보다 폭 넓은 학습의 장을 학생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열린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 우리나라 인터넷 교육의 특징
우리나라는 88년 교육 개발원에서 CAI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개발하면서 컴퓨터 교육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컴퓨터가 보급되고 CAI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에 보급됨에 따
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
였다.
이러한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 부족과 CAI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입시
제도,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인식 부족, 사회적인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장애가 되었다.
92년 신정부수립 후 교육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의 고도화라는 당면 과제의 해로
서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선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교육망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교사나 교육행정가의 마인드 부족으로 교육 환경의 정보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실제
교육환경에 바람을 일으킨 것은 조선일보사의 키드넷, 중앙일보사의 IIE, 동아일보사의 대학
정보화 등 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쾌속한 정보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인터넷도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98년 들어 새
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향후 2000년에
대학 입시과목의 선택 과목으로 컴퓨터 교과가 선정되었다. 여기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Ⅳ. 결 언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변천함에 따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환경은 한 사람이나 한 곳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
보의 홍수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
서는 불가능하다. 즉, 교사의 역할도 정보의 전달이 아닌, 정보를 찾고 개인이 생산할 수 있
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
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처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할 것
이지만 필자의 견지에서는 컴퓨터의 활용 측면을 교육적인 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각종 기자재 및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수업 설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에서 학습의 통합
과 안내자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림 2〉 교육 체제도
셋째, 교사가 교육 공학을 활용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교육매체의
변화보다 교수 과정의 변화가 더 중요하므로 적절한 활용이 보다 중요하다는 견지이다. 이
러한 견지는 교사들의 의지와 교사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능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 사회의 변화와 교육과정이 개편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
에 대한 재교육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 등을 주지시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지역 또는 국가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센터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테면, 개구리 실험 실습을 잘하는 교과목 교사가 학교별로 모두
있으면 좋겠지만, 현 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터넷 상에서 모든 학교에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된다.
넷째, 인터넷을 조작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이 보다 중요하다. 이를 테면,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이에 학생들 자신이 생산한 자료가 정보로 변환되어 정보로 공개되는
과정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정보를 찾고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교육 과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 즉,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는 학생들이 재미를 만끽하는 Edutainment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오락을 의미하는 Entertainment의 합성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열린 교실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테면, 교육은 환경, 교사의 자질, 교육
기자재 등 여러가지 복합요소를 필요로 한다. 즉, 여러 전문 교사가 모여서 하나의 교육 매
체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증대되고 노력은 경감될 수 있다
고 본다.

여섯째, 협동학습 및 상호운용성을 갖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개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아니라 학급 내, 더 나아가서 학교 내, 많은 학교간에 협동
학습을 하여 만들어진 학습교재나 과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참된 교육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일곱째, 인터넷은 학습자료를 찾는 나침반이다. 이를 테면,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정보도
언제 어디서나 이를 활용하여 자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
다. 컴퓨터나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의 교육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어느 교과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 교과에서 유명한 지휘자나 작곡가, 연주가 등을 인터넷을 통
하여 접속하고, 자신의 진로나 학습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
간과 경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여덟째, 교육행정 당국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에 따른 원격교육, 영상 및 가상 교
육의 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법의 보완이 요청되며, 좥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좦의 개정도
선행되어야 교육 환경에서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아홉째, 하나의 독립적 기관에 대한 정보화가 아닌 대학, 도서관, 박물관, 산업체 등을 연
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장을 구축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의지로 교
육 과정에 맞게 대학, 연구소, 도서관, 산업체와 연계하여 협동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고, 도서
관과 박물관에서는 필요한 실질적 자료를 공급하며, 산업체에서는 수업과 연관된 산업사회
의 실제 등을 제공하여 이를 연계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제 교실 교육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은
교육계에 신선한 새바람을 몰아오고 있다. 한 학자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은 21세기형 교
육의 표본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국내의 2000년 입시에 컴퓨터 교육을 반영한다는 것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1세기 정보고속도로시대에서 지구촌의 10억 인구가 매일 인
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생활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는 사실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통한다
는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냈다. 세계가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서 1일 생활권에 묶여 지구촌
을 넘다들며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에 따라 교육도 이에 걸맞는 환
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Larry Long, Nancy Long, Computers, Prem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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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정보사회의 진전과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http://203.240.9.7/nal/3/3-1-1/leg971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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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교육적 활용과 문제점
<특집>정보: 인터넷과 학교 교육

최 동 암
Ⅰ. 머리말
인터넷이란 전세계의 컴퓨터망을 연결하여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주고받
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이 통신망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을 `정
보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을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때 과연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인터넷은 유익한 정
보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의 검색범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호기심
과 학구열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학습현장에 활용될 때 유익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은 학습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둘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더욱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보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더욱더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된다.
넷째,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다섯째,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의 사용자는 거대한 개인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은 개인의 활동을 고립화시킴으로써 대화의 단절 등으로 인한 인간의 사회
성을 감소시키고, 인간성을 황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윤리적, 법적, 문화적 문제점 등을 검
토하고 최소화하여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활용 학습의 특징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컴퓨터가 도입된지도 오래되었고, 사회 및 시대적
요구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수집, 가공해서 얼마나 잘 활용할 줄 아느
냐가 정보사회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의 교육 방법과 경영 방법도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바뀌어 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한 방법
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습 성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매체를 이용하고, 새로운 매
체가 등장할 때마다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것인지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인터넷이 교수-학습
에 활용되면 학습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및 교육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1. 학습자 역할의 변화
지금까지의 교육을 획일적, 주입식 교육인 `교사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열
린 교육은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교육의 특성인 풍부한 학습자료의 준비, 자율성의 확대, 소집단 활동을 강화하
기 위해서 인터넷을 학습에 도입하면 학습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 상황이
창출되어 융통성있는 열린 교육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정보검색 과정,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거나 받는 정보교환 과정 등의 인터넷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인
터넷을 이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
2. 교사 역할의 변화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과거의 교사들과 구
별되는 몇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 설계를 돕는 설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강조될 것
이다. 지식의 획득과 능력의 개발은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외부의 강요에서
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설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교사는 즐기면서 배우는 사람(Entertainer)이어야 한다.
교사는 게임이나 모의실험과 같은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속적인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의 설계자, 즉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평생학습자이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된다. 교사 스스로 끊암없이 생성되는 정보를 취
급하는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정보수집 능력, 정보 선택력, 정보 전달력 등의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4. 교육 내용의 변화
과거의 수업은 각 교과별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왔고 이 경향은 현재에도 대부분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한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다
른 교과목과의 관련성이 빈약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국한된 수업내용과 교과간의 비관련성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
분 해소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주어진 정보는 교과서의 내용에 비하여 최신 정보이므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하며,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준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들은 교과목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

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교과간의 분리현상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활용 학습의 종류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버를 활용한 인터
넷 기능, 집단 구성 방법, 교수-학습의 유형 등이 있다.
1. 서버의 활용에 따른 구분
인터넷에서 가능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전자우편, 정보검색, 정보교환, 인터넷 전화, 전자
게시판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가 교육적으로 활용되면, WWW(World Wide Web)을 활용
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정보검색, 전자우편(E-Mail)과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교환, 교사와 학습자가 교실이 아닌 인터넷의
전자 게시판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온라인 강의 등이 있다.
1) 정보 검색
다양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학습자나 교사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
정 자체가 학습활동이 된다. 이것은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 능력이 신장되기 때문
이다. 교사는 검색한 자료를 교수-학습 활동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학생들은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2) 정보 교환
다른 지역 학습자와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
로 절약되고, 전자 편지를 통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으며, 세계인과 어떤 주제를
놓고 그룹 토론도 할 수 있다.
3) 온라인 강의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강의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남녀노소, 전세계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강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재택 수업이 추진
되고 있다.
2. 집단의 구성에 따른 구분
학습집단의 구성은 구성원의 수에 따라 개별학습(1인)과 집단학습(2인 이상)으로 구별된
다. 집단학습은 각 학생이 다른 학생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
유하고, 공동 책임을 지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에 기여하며, 과제를 분담함에 있어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용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발학습에서 각 학생은 다른 학생에 의해 간섭받지 않으며, 과제 완성에 대한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다. 즉, 자신이 그의 노력과 과제 수행의 질을 평가한다. 결국 집단학
습은 다른 학생들의 도움과 지지가 강화의 원천이 되는 반면 개별학습은 교사의 도움과 지
지가 강화를 시키게 된다.
3. 교수-학습 유형에 따른 구분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 가운데 학습자들에게 21세기를 준비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는 학생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문제해결 수업, 기존의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사회적응과 변혁을 이룰 수 있는 통찰능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탐구수업,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토의수업 등이 있
다.
Ⅳ. 활용을 위한 과정 모델
인터넷은 전자우편(E-Mail), 토론그룹, 고퍼(Gopher), 전자 게시판, FTP, 텔넷(Telnet), 웹
(Web)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학습 활동의 목적이나 내용뿐 아니라
기술 및 인력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학습 과정
은 준비단계, 도입단계, 학습 활동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준비 단계
1) 컴퓨터 기자재를 확보한다.
2)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한다.
3) 교내의 협동 조직 구성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가)교사간의 협동 조직은 가능하면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급
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원활한 컴퓨터 통신활동을 위한 컴퓨터, 영어 및 기타 관련교과
교사들의 지원과 조직을 구성한다.
나)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융통성 있는 일정을 잡는다.
다)통신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학생들과 경험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체 의식
을 갖는다.
라)학부모 협의체 혹은 자원봉사 조직 등을 통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한다.
2. 도입 단계
1) 협동 학습 활동의 목적, 학습 내용 및 활용, 추진 계획을 설정한다. 선정된 학습 주제
및 내용이 통신망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일 때 최대한의 학습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2) 학생 대상으로 활동의 주제를 알리고 활동계획을 안내한다.
3) 협동 학습 활동에 참여할 학생 집단을 선정하고 준비시킨다.
4) 학생들을 선정하여 인터넷 활용법, 학생들이 해야되는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
도록 훈련시킨다.
5) 협동 학습할 국내외 상대 학교들을 찾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인터넷에 홍보한
다. 이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한다.
3. 학습활동 단계

1) 상대방과 전자 우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사를 나눈다.
2) 계획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3. 마무리 단계
1)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을 하고 결
론을 내리도록 한다.
2) 협동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출간한다.
3) 교사와 학생들은 상대방에 안녕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협동학습 과제를 마무리한다.
Ⅴ. 교수-학습 모형 적용
1. 교사는 충분히 교재를 연구한 다음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출발점 행동을 선택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하도록 한다.
2.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한 feed back을 주며 정보자료를 찾아 발
표하게 한다.
3. 교수-학습 모형을 모델로 하여 인터넷 교수-학습 일반 모형을 구안한다.
4. 인터넷 서비스 내용을 단위 시간중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전반부 투입, 중반부 투
입, 후반부 투입, 분절 투입 등 4가지의 투입시기에 따라 투입모형을 설정 운영한다.
5. 차시별 인터넷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활용한다.
Ⅵ. 교수-학습 방법의 예(국어과)
1. 목표와 교수 방법
1) 목 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①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②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③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작품의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2) 교수 방법
국어과 지도방법 가운데 인터넷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문학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
르는데 중점을 둔다.
②국어과 교수-학습을 위한 보충 자료는 여러 유형의 글, 특히 아동문학 작품에 대한 독
서의 기회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구성한다.
2. 인터넷 활용 교수 방법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가 주종을 이루지만 한글을 사용한 정보도 점차 많아지

고 있다. 한글용 검색도구인 심마니와까치네의 출현으로 한글 정보의 검색이 간편
하고 용이해 졌다. 넷스케이프에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으면 사용자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게 되므로 표현의 정확성이 길어지고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읽게 되므로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자우편에 글을 실을 때는 읽을 사람을 생각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의욕도 높아진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구할 수 있다. 작가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그들의 작
품을 입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작가뿐 만 아니라 외국작가의 글도 검색하여 읽을 수 있
으므로 작품 감상기회를 늘리고 감상능력을 기르게 한다.
4. 교수-학습 과정
1) 주제:내 고장 문화재에 대하여 글쓰기
2) 관련 단원:초등학교 6학년 1학기(1.우리는 하나, 2.여
행을 다녀와서, 3.광고와 생활)
3) 학습내용
한국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물이나 탑, 성곽 등의 건축물과 도자기, 왕
관 등의 공예품, 민속놀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문화재
에 대한 소개 글을 쓰도록 한다.
4) 학습목표
인터넷을 통한 자료와 미리 알고 있었던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소개하
는 글을 쓸 수 있다.
5)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구
분
내 용
차시 및 시간
2차시 (2/3), 40분
일시 및 장소 1998. 5. 7. 3교시 컴퓨터실
본시의 목표
쪾내고장 문화재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쪾자신이 쓴 글을 E-mail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교수자료
1. 문화유적(전주)
http://www.provin.chonbuk.kr/tou0000d/tou3000d/tou3010d/tou3011h.html
2. 문화유적(군산)
http://www.provin.chonbuk.kr/tou0000d/ou3000d/tou3020d/tou3021h.html
3. 문화유적(익산)
http://www.provin.chonbuk.kr/tou0000d/tou3000d/tou3030d/tou3031h.html
4. 문화유적(정읍)
http://www.provin.chonbuk.kr/tou0000d/ou3000d/tou3040d/tou3041h.html
지도과정

1단계 문제파악
1.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시킨다.
쪾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쪾소개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2.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쪾학습목표를 확인하게 한다.
2단계 문제추구 및 해결
1. 내 고장 문화재 알기
쪾내 고장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쪾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본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다.
쪾내 고장 문화재 중 어느 것에 관한 소개 글을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2. 자료 수집
쪾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제공한다.
3. 내용 선정하기
쪾문화재를 소개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게 한다.
4. 소개하는 글 쓰기
쪾선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하게 한다.
5. 발표하기
쪾완성된 글을 발표하게 한다.(3~4명)
쪾들은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3단계 적용 및 발전단계
1. E-mail 전송하기
쪾남원용성초등학교 6학년에게 E-mail을 보내게 한다.
4단계 과제단계
1. 차시 예고
쪾남원용성초등학교에서 온 E-mail을 감상한다.
Ⅶ. 문제점과 예방 대책
인터넷은 컴퓨터를 통한 사용자간의 정보 교환 수단이다. 인터넷의 활용으로 발생되는 문
제점에는 컴퓨터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인터넷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있다.
컴퓨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음란물, 북한 정보, 범죄정보, 사행심 조장 등의 유
해정보가 있다. 인터넷의 활용에는 이처럼 컴퓨터 이용의 역기능과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
제점들이 혼합되어 있다.
1. 지적 재산권

컴퓨터 활용의 역기능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지적 재산권 문제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인터넷 정보의 불법 사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프로그
램 저작자가 막대한 재정과 지적인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정보들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재산 탈취 행위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생산의욕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
2. 해 킹
해킹은 해커들이 하는 행동, 즉 남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일
등을 일컫는 말이다.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비밀사항 유출,
국가안보 기밀의 부정 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3. 컴퓨터 범죄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 급증하면서 이것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행파일
이나 부트섹터 등에 숨어 있다가 프로그램을 파괴하거나 부트섹터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
유포, 예금계좌에 예금이 있는 것처럼 단말기를 통해 허위 입력하고 현금을 인출해 가는 금
품 갈취,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유포하여 피해를 입히는 거짓 정보 유출이 있
다.
4. 질 병
컴퓨터 사용에 의한 질병은 주로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오랫
동안 앉아서 자판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모니터에 의한 질병으로는 모니터 증후군이
있다. 자판을 두들기면서 발생하는 피해로는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불면증이 발생하고, 인터넷에
서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 피로 증후군이 일어나기도 한다.
5. 음란물 정보
음란물 정보는 인터넷의 유해정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음란
물 정보란 각종 포르노 사진이나 사회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육적이고 과학․예술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외설물, 미성년자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 섹스 관련 정보들
을 말한다.
6. 북한 선전 정보
최근 북한 선전 정보들이 인터넷이라는 국제적인 통신 매체와 연결되면서 아무런 여과없
이 대중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반입된 북한 서적이
나 불순단체 기관지 명의의 이적 출판물이 급증하고, 좌익단체가 팩시밀리를 통해 북측과
수신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단속해 왔으나 첨단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 표현물의 전파는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7. 범죄 정보
범죄정보란 정보를 올려놓은 사람의 의도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무기나 마약 관련 정보
처럼 얼마든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폭탄제조술이나 마리화
나 판매 정보, 군수품 판매 정보 등은 가장 직접적인 범죄정보들이다.
폭탄제조술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이나 그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
에게는 위험한 정보가 되고 있다.
8. 사행심 조장 정보
최근에 인터넷에 복권이나 도박처럼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
다. 현재 개설된 사이트만도 복권에서부터 시작하여 포커, 슬롯머신, 경마 등 도박관련 사이
트가 200여개나 개설되었다. 인터넷의 접속자는 회사원에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돈을 딴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접속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 예방 대책
인터넷의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해로운 정보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인
터넷의 영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건전 정보를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이다.
둘째, 법으로나 학교의 교칙으로 인터넷의 활용규정을 만든다. 인터넷의 사용으로 예측되
는 학생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교칙에 삽입하여 청소년들
의 행동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을 교육시켜 인터넷을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에
서 지켜야 할 예의를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네티켓(Netiquette)은 사회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덕목들이므로 인
터넷 예절을 잘 준수하면 사회생활의 예절 준수도 향상될 것이다.
Ⅷ. 맺는 말
인터넷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 준다. 즉, 전세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전
자우편을 송수신하고 정보를 검색하게 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
나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매체로 전락될 수도 있다. 청소년 시기의 우리 학생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엑티브미디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자신의 진지한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터넷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인터넷이 개인의 활동을 고립

화 시킴으로써 인간의 사회성을 감소시키고 인간성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학습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존의
학습 방법으로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교육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막 학교에서 인터넷의 활용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어떤 속단도 금물이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무거운 짐을 해결
하기 전까지는….

<특집>정보 : 인터넷과 학교 교육

수업을 위한 인터넷의 효율적 활용 방안
오 연 호
Ⅰ. 서 론
초등학교 5학년인 수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켠다. PC통신망에 접속, 전
자우편을 확인했더니 옆반 친구로부터 생일파티에 와 달라는 초대장이 예쁜 그림과 함께 도
착해 있다. 답장을 보낸 뒤 교육정보망 종합서비스 에듀넷에 들어갔다.
`우리동네 문화 유적지를 조사해 오라는 선생님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위 아동의 생활이 아직은 대도시의 일부 학생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나 요즘
아동들에게는 컴퓨터는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영어공부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변화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
교 교실에 현대화의 교수매체가 들어가 이제는 분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
다. 앞으로 다가올 2000년에는 전학교에 교내전산망(LAN)이 설치되어 인터넷과 연결되어
원격교육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Ⅱ. 학습매체로서의 인터넷
교육현장에서의 인터넷이 학습에 주는 유익한 점을 살펴보면(백영균, 1997),
첫째, 인터넷은 학습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얼마전의 일이다. 현재 5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사회과 수업시간이었다. 학습주제는 `컴
퓨터 통신이었다. 수업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에듀넷에 접속한 후 아동들에게 전자우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읽어 주었다. 학생들의 눈동자는 엔코더를 통해 나타나는 TV화면에 쏠
렸다. 점점 수업은 흥미를 더 해 갔다. 대화(채팅)방으로 들어가 초등학교 같은 또래의 여자
어린이와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은 끝이었다. 구태여 컴퓨터 통신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더욱더 흥
미를 느끼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많이 있다. 교사와 아동들은 인터넷에
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선함과 즉시성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운데, 아동들은 보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더욱 더 논리적이
된다. 전자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동들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을 상대방을 의
식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편지를 쓰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단어를 엄선하여 활용하며 문장

을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전에 없이 노력한다.
넷째,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인터넷의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은
옆 동네만큼 가깝다.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일반 우편이 열흘 정도 걸리지만 전자 우편의
배달 속도는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교사들은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명
의 학생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 수 백명의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걱정을 하
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의 전자우편 기능이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그 일을 다 해 준다.
다섯째,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의 사용자는 거대한 개인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은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 성별, 인종, 언행과 같은 사회적인 편
견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 판단을 받는다.
Ⅲ. 인터넷의 활용으로 변화되는 수업
수업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정의된다. 수업은 교사,
내용, 학습자의 세 요소간에 균형을 이루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수업은 전통적으로
교사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사중심 수업에서는 교사가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
끌어 가며,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될 뿐이다. 수업에 인터넷이 활용되면 수업의 기본
요소의 성격이 변한다. 교사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및 교육내용이 변경되면 필연적으로 교
수의 형태도 변한다(백영균, 1997).
1. 학습자의 역할의 변화
과거의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교사가 선도하는 대로 따르는 추종자의 역할을 수행했
다. 그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제시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숙지하고 대답을 기억했다. 그러
나 인터넷이 도입되는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학습자중심의 수업 상황이 창
출된다. 각 교실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학급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정보탐
구주제를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고 분석하여 출력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교사 역할의 변화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과거의 교사들과 구
별되는 몇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설계를 돕는 설계자의 역할이다. 과거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논리성이 강
조되어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강조된다.
둘째, 교사는 즐기면서 배우는 사람(Entertainer)이다. 미래의 학습은 즐기면서 배우는 형
태로 바뀔 것이다. 현재의 교사들은 읽고 들으며 배웠던 세대였다. 그러나 미래의 아동들은

보는 것이 주가 되고 이에 덧붙여 듣고 느끼면서 배운다. 교사는 게임이나 모의실험과 같은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속적인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의 설계자, 즉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평생 학습자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교사
는 정보 수집능력, 정보 비판력, 정보 선택력, 정보 전달력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
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가치에 대한 안목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야 한다.
3. 교육내용의 변화
과거의 수업은 각 교과목별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 경향은 현재에도 대부분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업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한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다
른 교과목과의 관련성이 빈약하다.
교과서에 국한된 수업내용과 교과간의 비관련성은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주어진 정보는 교과서의 정보에 비하여 최신의 것이므로 학습동기
자에게 새로운 교수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젝트들은 교과목간에 관
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교과간의 분리현상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의 기능
(서버), 집단 구성방법, 교수-학습의 유형이 그것이다. 인터넷의 기능으로는 전자우편, 정보
검색, 정보교환, 원격접속, 인터넷 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서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수
업을 관련지어 보면 정보검색과 정보교환,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분류될 수 있다.
집단 구성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가 한 사람인 경우(개별 학습)와 두 사람 이상
인 경우(집단학습)로 구분될 수 있다.
교수-학습 유형은 강의법, 토의법, 발견학습법, 탐구학습법, 문제해결법 등이 있다. 이 가
운데 인터넷에서 특히 유용한 수업 유형은 문제해결 수업과 토의수업, 그리고 탐구수업이라
고 여겨진다.
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유형
우리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단순 지식인이나 기능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창의적인 인
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에서 이제까지 주류를 이루어왔던 획일적 균
일주의 교육에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흑판과 분필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열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방법 가운
데 학습자들에게 21세기를 준비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은 문제해결 수업, 토의수업, 탐구수업
등이 있다.

1. 문제해결 수업
문제해결을 학생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문제의 영역
내에 알려진 이전에 학습된 일견의 규칙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지적 활동이
문제해결에 포함된다. 새로운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규칙의 발전을 요구한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과정이다. 시를 쓰고, 음악 점수 메기고, 생산
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일에서 요구된다. 문제해결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학생들은 다양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들은 학습자들이 이전에 우연히 접했
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을 안내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의 사고를 하는 것을 돕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교실에서의 문제해결의 다른 점과 인터넷에서의 문제해결의 다른 점은
1. 광역 망으로 엮어진 경우에 특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묶어 준다.
2. 교사 및 학습자에게 아이디어 뱅크를 제공한다.
3. 아이디어를 공유한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협동적 노력을 활기있게 한다.
4. 대집단의 참여자들을 특정의 관심을 가진 소집단으로 분류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문제해결 활동보다 시간이 덜 소비된다.
6. 여러 관련 교과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덜 제한적이다.
7. 발견 중심적으로 수업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2. 토의 수업
인터넷에서 가능한 토의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IRC(Internet Relay Chat:문자대화)
둘째, 개방된 토의 참여
셋째, 전자회의
IRC를 통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진 사용자들끼리 문자를 통하여 실시한 대화를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대전시에 살고있는 학습자가 부산시에 살고있는 학습자와 문자로 된 메시지
를 교환할 수 있으며, 외국의 학습자들과도 문자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IRC사용자는 같은 시각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시간 대가 다른 지역의 학습자
들은 사용할 시각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업시간인 오전 10시는 미국 로
스엔젤레스 시간으로는 방과후인 오후 7시이다. IRC를 사용하려면 IRC의 모든 자료를 취급
하는 뉴스그룹에 방문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방된 토의는 학교의 수업에서 토의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와 특정 주제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토의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토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토의식 수업이 적합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참여자 모두에게 관심을 끄는 것
둘째, 문제의식을 갖는 것
셋째, 시사성이 있는 것

3. 탐구학습 수업
인터넷을 활용하는 탐구적 학습방법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비교 및 종합을
위주로 하는 학습활동이다(백영균, 1994).
인터넷에서의 탐구학습은 참여자의 수에 따라서 개인탐구학습과 집단탐구학습으로 구분된
다. 그리고 참여자의 소속 집단에 따라 학급내 탐구학습과 학교간 탐구학습으로 대별될 수
있다. 학급내 탐구학습과 학교간 탐구학습방법은 대체로 유사하나 인터넷이 수업의 매체가
되면 탐구학습의 형태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급내의 탐구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
를 살펴본다.
1) 학급 내 탐구학습
학급 내에서의 집단탐구 학습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친다(백영균, 1997).
첫째, 상황의 제시와 탐구문제 설정
탐구활동을 자극시키기에 적절한 상황이란 ①학생들에게 흥미를 자아내면서도 의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②학생들의 지적 능력수준과 부합되어야 하며, ③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탐구활동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곧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둘째, 탐구활동의 계획 수립
탐구활동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는 요소는 탐구해야 할 주제에 따라서 탐구집단을 조직하
기, 탐구해야 될 질문과 관련된 하위의 토의주제들을 나열하기, 학습자마다 수행해야 될 과
제를 할당하기를 들 수 있다.
셋째, 탐구활동의 전개
각 탐구집단이 탐구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쪾학생들은 각자가 집단 구성원으로 자신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쪾학생들은 수행하고 있는 일에 동기화 되어 있으며 또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쪾집단 구성원간에 탐구를 추진하는 것은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넷째, 탐구활동 결과의 정리 및 발표
탐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 해석하는 기능, 결론을 유도하는 기능,
또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구결과를 중
심으로 연극, 영화, 신문, 만화, 벽보 등의 제시방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고 새로운 흥미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
탐구활동이 끝난 후일지라도 학생들은 탐구경험을 반성해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학습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행에 의한 학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반성적 사고에 의한 학습단계
이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쪾제기된 질문들은 중요하고 흥미있는 것인가?
쪾탐구경험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나?

쪾탐구활동에서의 책임을 즐겁게 수행하였나? 장애물은 없었나?
2) 탐구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유의점
인터넷의 탐구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유의점은(백영균, 1995),
첫째, 탐구적 수업에 인터넷이 활용되는 모습은 독립된 CAI프로그램에 의한 것과는 다르
다는 점이다.
둘째, 탐구적 수업은 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에 의한 탐구수업에서는 데이터 베이스와 전자사서함의 역할이 가장 강조된
다.
넷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탐구활동을 관리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개발이다.
Ⅵ. 인터넷 활용수업의 실제
〈예시〉웹사이트 학습자료
제 목 메뉴 경로 및 웹 주소 특 징 활용방법
동화나라
http://www.daekyo.co.kr/Information/D02frame.htm
대교에서 제공하는 동화나라입니다. 우수동화작가와 대교 교육정보연구소가 제작한 어린이
를 위한 재미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줍니다.
사랑방 옛이야기
http://www.lg.co.kr/publichtml/index.html
LG전자에서 제공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효성 다한 호랑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은혜갚은 까치의 옛이야기를 재미있는 그
림과 함께 보여줍니다.
활용방법
쪾감상 제시
쪾감상문 작성 학습에 제시자료를 활용
쪾개별학습정리 및 감상, 제시자료를 활용
〈예시〉 국어과 교수-학습 전개안
교
과 국어
학년 5학년
범위(쪽수)읽기 53~62
단
원
6. 너와 나의 만남
주
제
글을 읽고 감동적인 부분 찾기 2/3 차시
학습자료 (실물화상기) (비디오카세트) (웹 사이트 학습자료 참고)
학습목표 글을 읽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나 뚜렷이 남아있는 부분을 찾고 그 느낌을 적
을 수 있다.
장비시설 전용선, 랜시설, 빔프로젝트, TV 모니터, 비디오
학습의 흐름
상의 유의점

교수 - 학 습 활 동

활동형태

교사

학생

시간

자료 및 지도

시 작
교 사
학 생
를 조성한다.
활동형태
시간

◎Stool meeting
쪾학습 분위기 조성
쪾동기유발자료 활용
쪾오늘의 날씨 이야기, 큰 뉴스 이야기, 가벼운 손유희, 율동으로 학습 분위기
쪾금주에 가장 많은 정보를 검색한 사람의 웹사이트 기록지를 살펴본다.
일제학습

10′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쭕일제학습시 학습안내와 Feed back을 상세하게 해 주어 학생들이 학습에 부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다.
쭗웹주소 기록용지
문제탐색
글을 읽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이 글의 느낌을 8줄 이내로 적어보자.
쪾학습순서 학습과정, 활용할 자료 및 요령, 선택활동 안내
쪾교과서의 소단원 표제를 참고하여 본시에 학습할 문제를 발표한다.
쪾학습 진행상의 궁금증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다.
모둠학습
25′
쭕교과서의 예제를 보여주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교과서의 해결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됨을 강조)
문제해결
◎학습활동
쪾문제를 제기한다.
쪾예습과제를 확인하고 학습지를 분배한다.
쪾웹 주소 안내
쪾순회하며 feed back을 제공한다.
쪾학습문제를 해결한다.
-컴퓨터 부팅하기
-인터넷 실행하기
-사이트 검색하기
http://www.daekyo.co.kr/Information/D02frame.htm
http://www.lg.co.kr/public html/index.html
개별학습
쭗웹 주소 안내
관련 사이트 소개

쭕같은 제목을 검색할 경우도 허용한다.
(같은 내용에서 다른 느낌
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 리
쪾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선택활동
쪾자유 탐색시간을 준다.
쪾지금까지 읽은 글 속의 감동적인 부분, 뚜렷이 남아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자기으 생각을
쓴다.
쪾조사내용을 디스켓에 저장하고 1부 출력하여 발표 준비를 한다.
쪾발표감을 준비한 아동들은 웹주소의 다른 제목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한다.
개별
15′
쭕학습 정리에서는 교사의 일목요연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또 교사는 칭찬을 많이 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여야 한다.
차시예 고
◎Stool meeting
쪾학습내용의 정리
쪾본시주제 요약 설명
쪾각자의 기록 내용을 발표한다.
쪾질의 응답
쪾차시예고
전체

<특 집>연구 : 미래예측력 신장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계획의 과제
한 면 희
Ⅰ. 미래 교육의 필요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래와 관련시켜 생
각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오늘의 위기와 충격을 과거에 일찍 예견하였더
라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이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장래에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교육은 문화유산의 전달을 강조
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부딪히면 낡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다. 수 많
은 정보속에 직면해야 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장래의 학생들이 미래의
충격에 더 많은 희생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육은 학생들이 장차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
가는 사회를 알맞게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가치의식과 지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또는 적응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필요성은 학생, 사회, 학교,
교사 등 여러 측면에서 요청받고 있다.
첫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학교는 지나치게 과거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잘못된 미래상을 가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는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상과 미래 사회의 기대 사이에 간극을 크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과 자기 장래 혹은 장차의 모습을 전망해 보
는 습관, 그리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바람직한 가치의 선택 능
력을 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술과 정보의 폭증으로 인하여 급속한 속
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구의 여러 곳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며 연대적으로 일어나고 누적되
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그리고 인구문제, 공해문제, 자원문제… 등의 사회문제들은 장
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좋
은 방안에 하나는 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문제해결은 오늘에 당면한 인
간 상실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부터 시작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학교는 사회의 외적인 여러 요구에 따라가다 보니 교
육이 현재의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이나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회복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재미있고 가르
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관한 문제는 정답을 찾기 보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속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순
조로우며 교사가 수업에 의욕을 가지고 임하며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말한다. 토플러(A.
Toffler)는 미래를 위한 교육체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돌 속에 화석이 된 것과
같이 얼어붙은 미래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미래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계기적이고, 선택적이면서 잠정적이고 각기 서로 상이한 일련의 미래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
오늘날의 교육은 사회변동의 속도가 가속화 하는 만큼 움직이는 물체를 타고 움직이는 목
표물에 총을 쏘아야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기여할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무한한 선택에 따른 대안력을 장차의 주인공들에게 길러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획득하게 된다. 미래지향적 교육
의 설계에서 선행되는 작업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구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플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래형 교육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육을 시대에 맞는 것
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커리큐럼 재검토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
을 역설하였다(A. Toffler, 1970). 이어서 M. A. Mcdanieldy(A. Toffler, 1974), D. L.
Kauffuman, Jr., (D. L. Kauffuman, 1976), J. O. Hass(J. O. Mass, 1980) 등을 중심으로 각
연구팀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과정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게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모두 미래학적 연구 방
법에 기초하여 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제4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미래지향적 교육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하
였으며(문교부, 1981), 1989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개정의 방향에서 중요한 방침으로 반
영하였다(한면희, 1991).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정보사회로 돌입하는 한국은 발전과 미래의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미래에 어
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미래상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인가? 특히 급속히 다가오는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는 미래연구방법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각 교과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1. 미래지향적 교육의 목표
21세기의 세계와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교육은 기술, 정보화, 개
방․국제화, 다변․다원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87). 이러
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래지향적 교육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인간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가치․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토플러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목표를 `계속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효능적으로 적응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변화에 대응력이라고 하였으며, 샤네(H. G.
Shane)는 변화에의 대응력과 미래계획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기능을 길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H. G. Shane, 1973). 미래를 위한 교육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하여 상상하고, 선택하고, 탐구하며, 창조하는 지적 능력과 자기 능력감 주체의
식, 적응성 등의 성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에 적응 가능한 미래지향적 교육의 최종목표를 미래를 지향하려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꾀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데
두고 이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한면희, 1985).
첫째, 개인․사회의 성숙한 미래를 선택․결정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소망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넷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상호관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여섯째, 변화하는 제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일곱째, 미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탐구해 가는 사람
2.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내용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미래의 관점을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미래
를 창출하는데 적절한 지적․정의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
하여는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안목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세계시
민공동운영관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상상력, 흥미, 필요, 능력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학문의 연구 방법과 예측법 등을 활용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J. D. Hass는 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이나 시민으로서의 현명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①변화하는 세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 ②흥미를 가지고 자
기의 미래상을 확립하고 생활 철학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③현재를 보는데 도움
이 되는 것, ④학습하는 방법을 자극하는 것으로 흥미와 유용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
⑤창조성을 기를 수 있는 것, ⑥협동심이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⑦
그들의 위험이나 기회를 확인하는데 조정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⑧그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J. D. Hass, 1980) 미국사회과 교육협의회(NC.S.S)

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R. a7, Fith
& c. a7, Svengalis, 1979)
1) 대안적 미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미래를 위하여 가능한 현재의 인간행동의 조절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겸허한 사고를 촉진시켜야 한다.
5) 변화하는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6) 미래와 가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7) 미래학자들의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8) 현재․과거․미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9) 미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탐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10) 기초적인 연구기능의 증진과 의사소통기능을 신장시켜야 한다.
필자는 미래 교육의 여러 전문가나 기관들에 의하여 제안된 여러 관점을 고려하여 미래지
향적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1.00 대안적 미래, 2.00 변화, 3.00 미래를 위한 현재의 인간 행
동의 조절, 4.00 인간의 사회적․자연적 환경 5.00, 현대 사회의 제 문제 6.00, 미래와 관련된
가치 7.00, 미래 연구의 방법 8.00, 미래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 등으로 결정하였다. 이
들 요소에 따른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한면희, 1985).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내용체계
1. 00 대안적 미래(이하 요소는 생략, 한면희, 1985, pp. 95~102참조)
1. 01 미래의 의미
1. 02 다양한 미래
1. 03 미래의 내용
1. 04 과거 현재
1. 05 개인과 사회의 미래상 확립
2. 00
2. 01
2. 02
2. 03

변화
변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
개인적 목적과 열망에 대한 변경의 효과

3. 00
3. 01
3. 02
3. 03
3. 04

미래를 위한 현재의 인간행동의 조절
미래의 통제
미래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회적 행동
공적 일에서 적극적 참여
개인적 미래의 조절

4. 00 인간의 사회적․자연적 환경
4. 01 하나뿐인 지구
4. 02 생태계와 인간활동의 관계

4. 03 생태계, 경제 문제, 국가정책의 상호 관계
4. 04 공동시민으로서의 상호 의존
5. 00
5. 01
5. 02
5. 03
5. 04
5.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3
5. 14
5. 15

현대사회의 제 문제
인구의 성장과 자원
기술의 변화 및 지식의 폭증
자원 고갈
환경오염
가정 및 사회관계
건강생활
노동과 여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국제문제
정보처리 자동화와 의사소통(통신의 발달)
교통
도시화
교육
현대사회 문제의 특징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6. 00
6. 01
6. 02
6. 03
6. 04

미래와 관련된 가치
가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환경문제와 가치와의 관계
미래에 관한 개인의 가치 명료화
의사 결정에서의 가치의 중요성

7. 00
7. 01
7. 02
7. 03

미래의 연구 방법
미래주의자들의 사고의 중요성
미래연구의 유용성
미래예측방법

8. 00
8. 01
8. 02
8. 03

미래 연구에 필요한 기초 기능
정보 수집 및 활용
효과적 의사 소통
다양한 사고

Ⅳ. 의사결정 및 미래연구 방법을 적용한 학습의 운영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가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원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개인․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선택하

고 확립하는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 미래예측 활동을 야기하고 다
양한 미래의 선택과 합리적 결정을 야기하여 학생들의 자율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필자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의사결정 이론에 근거한 미래문제의
학습과정 모형을 모색하였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합리적결정을 요하는 개인사회의 미래 문제
→ 탐구및예측체계 --탐구및예측체계→탐구 및 예측결과로서 얻어진 정보와 능력
→ 기초적연구기능
--쪾정보의 수집 및 처리
쪾집단의 참여 및 의사소통
쪾다양한 사고
→ 미래문제의 합리적 결정
쪾대안의 확인
쪾예상되는 대안의 검토
쪾선택 및 결정의 순위
(산 출) →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행위
→ 가치체계
--쪾가치 문제 및 갈등확인
쪾가치의 선택 확언
자유 선택
존중
방법 고려
결과의 고려
쪾당위적 가치의 수용․유지→ 명료화된 가치
이 모형은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를 함양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 결정
력의 신장을 강조하였다. 이 모형은 탐구 및 `예측체제와 `가치체제로 구분되며 이를 종
합하는 `결정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현실생활이나 교재의 학습 문
제를 통해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및 현재의 여러 현상을 탐구하고,
미래세계를 예측함으로써 여러 정보를 얻게 되고 다양한 미래상을 그려본다.
미래의 예측에서는 탐구적 예측과 규범적 예측, 탐구․규범적 예측에 관한 다양한 예측
방법을 활용한다. 탐구적 예측에서는 추세외삽법, 교차충격행렬법, 시나리오법, 모의실험법,
역사적 유추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규범적 예측 학습에서는 결정계도법, 형태학적 분석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탐구 규범적 예측에서는 천재적 예측법, 합의법, 개입법, 모델법, 체
제분석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한면희, 1985 참조).
한편 가치화과정에서는 당의적 가치의 수용과 유지를 위한 학습을 전개하고, 갈등적 가치
요소를 선택, 존중, 확언하는 과정을 통해 명료화 함으로써 자기가 바라는 미래사회의 이상
적 모습이나 조건 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는 다시 종합되어 여러 대안을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결과나

조건을 검토한 후에 바라는 바와 실현가능성 간의 최적의 결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미래문제
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다. 기초기능은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하
게 되는 여러 학습기능 들이다.
각 교과 수업의 실체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이 모두 고려된 합리적 결정 모형이 적용될 수
도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구체적 예측학습이나 가치 명료화 학습이 적용될 수도 있다.
Ⅴ. 각 분야 교과에서의 미래지향적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각 교과를 통하여 구현된다. 사회과학 분야의 교육은 어느 교과보
다도 현대사회의 쟁점과 변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미래탐구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앞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내용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사회과에서는 미래, 변화, 미래통제, 인간
의 환경, 현대사회의 제문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미래, 미래 연구 등 다양한 내용과
관련지어 지도할 수 있다. 윤리나 도덕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치 변화, 인간 존중의 회
복, 새로운 가치의 등장, 전동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조화, 미래의 바람직한 가치등 많은
학습과제를 미래와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문교육은 폭넓은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문분야의 교사들은 풍부한 유
산을 간추려야 하며, 또 자기가 다루는 작품에 대하여 열정적인 학습의 정신을 가지고 생기
를 불어 넣어야 함은 물론 그 작품이 출현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재현시켜야 할 것이다. 그
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그들 시대의 생활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이며, `시간을 초월한 감정이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조상
들의 위대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비교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지
난 시대의 창조적인 지성들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내일의 세계에서
도다시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인문분야에 속하는 국어, 음악, 미술, 체육은 교과 목표와 미래지향적 교육요소와의 관련
을 지어보면 국어과에서는 자기 생각의 올바른 표현, 논리적 사고,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글 읽기, 아름다운 정서 등을 들 수 있으며, 음악과에서는 음악적 감각의 계발, 개성에 따른
악곡의 창조적 표현, 음악적 활동에의 즐거운 참여 등이다. 그리고 미술과에서는 미적 정서
와 창조성의 계발로서 느낌과 생각의 표현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상능력을 기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여가를 선용하여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요
소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상 인문분야의 요소들은 미적 정서, 창조적 표현력, 감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 말과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미래 사회에서 더 필요하게될 언어의 형태를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으며, 미술과에서는 과거의 예술가들의 표현 속에서 무한한 상상적 표현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양을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에서 창조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소재를 찾아
내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과에서는 새로운 악곡을 만들고
악기를 고안해 내며,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이 화합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창작해 내는 학
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교육은 학생들로하여금 새로운 과학적 발전에 대한 관심
을 가지게 하고 풍부한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하며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지식과 탐구능력을 인류의 이상적 사회 건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학생들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서 인류가 왜 과학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며 규범적 탐구를 이루
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는 말
현행교육 과정에는 미래지향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함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나 현
재에 관한 현상에 기초를 두면서 보다 나은 사회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일반적 교육의 의
미에서 고려되었을 뿐이며, 미래연구 방법을 적용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
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교과교육에 반영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강조되고 열린교육과 창조성 교육을 강조하는 오늘의 교
육의 본질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도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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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인간과 학습 지도
<특집>연구 : 미래예측력 신장

고 광 영
Ⅰ. 들어가는 말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께서는 학습 결손 학생 10여명을 멀티미디어실에서 다양한 학습 자
료를 활용하여 특별 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 학생 모두는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듣고 실물화상기를 통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
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은 학생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쉬운 예를 들어가며 CD-ROM을 활
용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궁금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별로 문제를 주어 해결하게 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학습을 하는 체 할 뿐 문제 자체에 흥미가 없거나 관심 밖이
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몇 개의 숫자와 부호를 바꾸어서 해 보아도 끙끙대며 하는 체 할 뿐 동기 유발
과 성취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았다. 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성,
소질, 잠재능력을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최대로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을까?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지향하며 끊임없는 자아실현의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각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간이란 모두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 개인을 존중하고
용기를 북돋워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 주는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관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육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재와 교수방법을 제공하여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최
대한 길러주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환경으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질은 각각의 분
야에서 성취동기가 강한 미래 지향적인 몇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느 한 분
야에서 비범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현재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교육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과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습지도가
요구된다. 오늘날 인간성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인간형보다는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인간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영재들이 나타나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사회의 중추 세력은 중등 교육을 받은 보통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초를 중요시하여 학교는 자유
롭고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학생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기초 학교의 교과과정은 놀이를 통한 배움, 공부의 즐거움, 자발적인 선택, 창의적으로 생
각하기를 요구하는 열린 학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본인과 부모님 교사의 조언과 지도아래 학습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Ⅱ. 미래지향적인 인간상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획
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성 교
육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 교육받고 평가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취미, 능력을 살려주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보충, 심화 수업, 학생의 적성과 특기와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모든 학습을 대신하려 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
면서 현장에서 체험하며 피부로 직접 느끼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인들을 돌아보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소신대
로 과감하게 돌파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리더하는 주인공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인, 사회,
국가의 삶의 가치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는 생산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여기에
서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몇 가지 찾
아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수렴적 지식이라는 단순한 사고 내지는, 정답만 찾는 기
억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답이라는 수렴적 사고 교육을 지양하고, 다
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제공과 자기만의 독특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교․가정의 풍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정체성의 확립이다. 교과서 위주의 지적 사고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나는 누구인
가?라는 정의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교육은 `나는 누구이
냐?라는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존재의 동일과 독특한 특성을
지속시켜 풍부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가정의 풍토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개별적이고 개성이 강조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우
리의 교육은 집단이 교육이 되어질 뿐 각 개인이 갖는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다원적인 인간상이다.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
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특색을 교육이라는 환경에

서 관심을 가져 그 각각을 북돋워 주고 인정하는 교육 풍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자기 학습력은 자기 교육력이나 자기 개발력, 자기 형성력,
자주적 학습 능력이란 말과 같이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는데 자주적인 학습 의욕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가는 힘을 말한다. 즉, 스스로 학습 목표와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학습 방법에 의해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은 물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
자료의 활용과 학습 평가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자기 학습이란 자기 개념에 의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는 힘, 즉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끊임없는 학습 의욕과 의지의 형성 및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의 보다 잘 사는 방법을 탐구하는 힘이며, 주체적으로 학습해 나
가는 태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살아가고
배움의 행동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장에서 학생․학부모․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개방 교육의 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학교 시
설 설비의 변화와 학교의 개성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능한 교사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처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하건대, 미래의 교육의 모형은 획일적이고 수렴적이라는 단순 사고 구조에서 떠나 개
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때 자아정체성이 길러지고 개인이 추
구하는 자아실현과 사회 생산성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다양한 학습 지도 방안
A. 멀티미디어의 활용
세계가 하나 되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맞춰 학교 교육도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학습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
육에도 효과적이어서 학습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첨단의 교육 매체로 각광받
고 있다.
교과별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방안을 통하여 학습의 흥미 유발과
학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컴퓨터 시스템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문자, 그림, 에니메이션, 음성, 동영상, 음악 등이 동
시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는 이른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중요한 정보처리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학교 교육은 대체로 사회의 발전 속도
에 비해 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교사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
가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멀티미
디어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학습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교수자, 학습자의 요구와 활용 환경에 부응하는 가
장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떠한 곤란을 겪게 되는가를
알아내어 처방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이상적인 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여야 한다.
또 이 학습 과정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이 활용 결과를 분석 및 평
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다.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연결된 각종 매체를 통해 제시되고, 또 컴퓨
터 조작을 통해 각종 매체를 제어하여 제시되므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멀티미디어 교육의 특징은
쩖학생과의 상호 대화식으로 피교육자의 주의력과 관심을 묶어 둘 수 있다.
쩗자기수준에 맞는 자료의 이용 방법이 쉽고 편리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쩘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쩙수준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학교는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확충하여 항상 개방해 둘 필요가 있다.
전용회선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생들이나 각 교사들이 직접 교육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각 특별실에서 교육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여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전산망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B. 자기 학습력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목표를 찾아서
거기에 자기를 맡겨 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주변
에서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특히 인격형성과 자아의 확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
하다.
학습 방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느냐 보다는 그 학습 과정
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가장 유용한 학습은 학습 과
정을 학습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변화 과정 속에 합일시키는 것이 자기
학습력을 기르는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자기 학습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의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이 교사 중
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기술을 가르치는 데 보다 많은 관심
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문제를 풀어 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자기 학습력은 주체적인 학습 의욕과 의지의 육성에 있다. 학교의 기본 목적은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일이다.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다는 것은 학습하는 것을 존중하는 일, 지식을 습
득하는 일, 학습하고자 의욕을 가지는 일, 지식을 이해하는 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
지식에 맞게 행동하는 일, 지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 등인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환기하
도록 힘을 북돋우어 주는 것이야말로 학습을 값지게 하는 것이고 다양한 교육 목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 학습력은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있다. 자기 학습력은 사회 변화속에서 대처
해 나갈 삶의 방법 탐구다. 많은 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주느냐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전이가 높은 지식을 구조화하여
지도하고,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의 습득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습 방법의 학습이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다음에 그와 유사한 문제에 당면하여
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익히는 것을 스
스로 학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의욕의 환기 및 학습하는 방법의 습득, 그리고 자기 학
습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인내력이나 판단력 및 감수성의 육성은 학습 대상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적합해야 효과적이다. 자기 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 지도는 개별화, 동기 유발,
후속 학습과 경험의 토대가 되고 자기 학습의 기저가 되는 기초 학력, 문제 해결에 활용되
는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획득시켜야 한다.
C.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
누구나 같은 사람이라도 개인차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표준
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가령 같은 교실에서 어떤 사람은 고
등학교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데 학습장애아인 학생은 초등학교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게 우
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적 학습과정을 떠나 학습장애아를 보면서 이 학생들은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 놀랄 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사회 활동을 운영하는 재능을 갖고 있으
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지만, 예술적인 재능, 즉 예술로서 자연에 무엇인
가를 보태거나 개선하는 재능이나 종교의 재능, 다시 말해 우주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 정신
적인 실체를 터득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어느 한 가지 분야에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처음부터 피동적인 사람도 있고 또 창의적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넘겨받아 넘겨주는 재능밖에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어받은 재능 이외에 그것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양한 인간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는데 획일
적인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 특히 개인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이 그들에게 공평한 일인지, 그리고 국가에 이득이 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가장 높은 교육-그들이 받을 수 있는-을 받도록 해
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가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준 보답으로, 그들도 그 타고난 재능을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사회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재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떤 재능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개인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독특한 재능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은 양자에게 다 이
익이 되는 것이다. 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실시되어야 한
다.
이것은 말이 쉽지 교육은 어느 정도 표준화 할 수밖에 없기에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교육하는 마당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각자의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

D. 자기주도적 학습과 프리맥 원리
빈도가 높은 행동은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서 강화력을 가진다는 것이 Premack의 원리
이다. 빈도가 높은 행동은 그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빈도가 낮은
행동은 그 개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 강화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과와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고 컴퓨터만 가
지고 놀고 있다.
이때 교사는 `컴퓨터만 가지고 놀지 말고 학습에 집중해야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행동
이다. 이때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은 빈도가 높은 행동이고 학습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빈도가 낮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애야, 수학 공부를 조금하고 나서 컴퓨터를 가지고 놀아도 좋다라고 타
이른다. 이렇게 해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놀이와 같아서 교사가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학생도 교사의 강압적인 지시나 강요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Premack의 원리는 어떠한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화 인자를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
기화시키는데 사용된 전략들이 어떻게 학교 외의 지적인 활동을 하는 동기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사의 입장에서 보아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단정하기 이전에 왜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동기화 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분석․
종합해야 할 것이다.
E. 피그말리온 효과
학생은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한다. 교사의 기대가 교사의 신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교사 기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자기충
족예언은 왜곡된 판단이나 평가가 마치 진실인 양 취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어떤 약의 성분이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는 약을 먹으니까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다.
Rosenthal과 Jacobson(1968)의 피그말리온 현상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
을 보이리라는 교사의 기대가 실제로 향상을 가져왔는데, 특히 저학년과 하류층 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자기충족예언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왜곡된 판단은 편견이나
상투적인 태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학생과 교사를 속이기 위해 전교생에게 비언어적 지능검사를 실시하면서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학생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광고했다.
각 학급에서 약 20%의 학생을 무선표집하여 실험 집단으로 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각 학
급별로 교사에게 돌리면서 `이 학생들은 이번 실시한 검사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판명된 학생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기 때
문에 성적이 크게 향상되리라는 것은 실험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거짓으로 꾸민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이 이 학생들에게 `성적이 올라갈것이라
고 기대하리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전제이자 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8개월 뒤에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지능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교사의 기대
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뚜렷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학년과 하류층 일수
록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위의 실험 결과가 증명하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수업 시간을
활기있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더니 수업 중에 실패했던 많은 학생들이 점차 수업을 좋아하게
되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학교 교육의 학습 지도 방향 평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 위주의 수업을 학습자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꿔 직접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 수업의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다. 교사는 다
양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스스로 교사들의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각 교육청 단위로 교사들이 모여 공개 수업을 갖고 서로 고
민하여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 대신에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 교육의 문제를 ①교사 주도의 암기 위주 지식 전달, ②과정보다는 결과 중심
평가, ③일제고사식 평가에 의한 서열화, ④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평가 미흡 등으로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토의 중심의 수업 실시와 수업 평가 방식의 개선, 각종
창작 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지도 방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성적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방
안으로 ①결과 대신 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 ②지식 대신 고차적 능력을 보는 평가, ③선
택형 대신 논술형 평가, ④지필 중심 평가 대신 관찰․면접․실험 등 다양한 방법의 평가를
하여 각 문항을 분석 종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방식이 토론식,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경우 수업 집
단이나 수업시간 운영 방식 또한 따라서 바뀌게 된다.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학습이 방과
후에도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학생의 특성과 학습 지도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미래 사회의 적응을 위하여 지식정보 전달 및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창의력 신장
및 인간성 신장 교육 그리고 현실 문제 중심의 교육으로 개혁해야 한다. 교육방법면에서도
평생 학습사회의 준비를 위하여 설명 이해 중심으로부터 문제 해결 및 실험․실습 중심으로
그리고 수동적 학습으로부터 능동적 자율학습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지도의 질적 개선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가 주기적이면서
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미래 지향적인 특성은 학생에게만 요구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 사
회를 이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되게 요구되는 특성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면서도 이 공통된 특성을 특히 학생에 대하여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은 이 나라의 미래의 거

울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될 때만 그 시대의 사회는 건전하게 존재하고 바
람직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을 도와주는 조력자인 교사는 어느
사회 지도층보다도 더 중요한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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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과학 : 창의성 개발과 과학교육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의 이론과 역할
고 한 중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제는 폭넓은 학습과목과 통일성 있는 이수 체계란 목표아래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아직 교재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7차 교
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조차 없는 상태지만, 97년 12월 30일
에 7차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 되었다.
그 중에 주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①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②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③교과 통합․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④수준별 교육과정 등
이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 내용이 상당부분 6차 교육과정과는 색다른 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만, `자연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초보적인 탐구방법과 과학지식을 습득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
오고 있는 자연과 교육목표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실행되어진 교육과정(6차)의 하위목표는, ①자연을 탐구하는 초보적인 방법을 습득
하게 하고, 문제해결에 이를 활용하게 한다. ②자연현상에 관한 사실과 개념을 알게 하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를 적용하게 한다. ③자연현상과 과학탐구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게 하고, 과학적 태도를 기르게 한다. ④과학이 기술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등인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교육과정이 계속 발전․개편
된다고 하여도 그 근본 내용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육의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중에서도 과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학문중심의 탐구학습론에 근거한 과학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기도 하였고, 또한 보다 나은 과학교육을 위해 여러가지 개선책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의 핵심목표가 창의성
을 바탕을 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는 학문중심교육의 학습론과 과
학론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강조하는 탐구학습이 과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고 여
겨진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논하고, 이러한 과학교육을 통
하여 얻은 결실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전과 과학올림피아드에 대한 소개와 평
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Ⅱ. 본 론
1. 학습목표와 과학 수업

학습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선행지식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지식을 주어지는 그대로 획득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개념형성
(concept formation), 또는 개념발달(conceptual development)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학
습은 학습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때, 또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가진
상징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개념이 비교적 초보적인 수준에 있거나 과학
자들의 지식에 비하여 미분화된 상태일 때, 또는 학습자의 자연발생적인 지식에 어느 정도
상층되는 과제가 제시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학습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형식적인 학습과 학습자의 선행지식이 혼합되어 선행지식과 형
식지식 사이의 모순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선행지식이 형식적 지식에 가
까운 수준으로 분화될 수 있다.
Pains와 West는 자연 발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자연 발생적 지식이 수정․보완되거나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 과정을 일컬어 개념해결
(conceptual resolution)과정이라고 한다. 어떠한 개념에 대한 해결과정은 과학적인 개념과
그 체계로 이루어진 내용이나 주제로 학습할 때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Pines와 West 등은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 지식이 과학교사가
제시하는 형식적 지식에 의해 대치하는 과정을 개념 교환(conceptual exchange)이라고 하였
다. 개념교환을 위한 학습지도는 학습자의 선행지식과 과학수업에서 제시되는 과학교사의
지식 및 과학자의 지식이 전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이 학습모
형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교사들의 지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성 있는 상황에서 적
용할 수 있다(조희형 외, 1995).
2. 학습이론과 과학수업
정보처리에 관한 이론과 그 체계의 비약적인 발달은 행동주의자 인지론이 통합된 학습이
론이 보여주는 중요한 분야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 기구들의 개발로 교육학자들의 관심을 끌
게 되었다.
Glaser에 의하면, 과학자가 구성한 과학 및 과학 지식의 구조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직한 구조는 항상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학자가 체계화한 내용이 현장의 과학 교사
가 개발한 자료보다 교육이 반드시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학습지도 내용을 일정한 정보로 간주하고, 그 과정을 컴퓨터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
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인지 구조와 그 기능을 컴퓨터의 구조 및 기능과
대비시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처리 이론, 두뇌공학 이론, 의사 결정에 입각하
여 만들어졌다(김순택 외, 1993).
Gagne′는 체계적인 학습지도 모형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보
다 진전된 수업전략을 세우고 이를 보여 주었다. 그는 위계 학습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념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는 그 일환으로 학습자의 내․외적인 조건과
개념의 서열에 바탕을 둔 수업체제를 조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구분된다. 그는 학습형태를 고전적 조건화, 조작학습, 연쇄학습 그리고 언어 연합의 네가지
기본적 학습과 변별학습, 개념학습, 규칙학습 그리고 문제해결 등의 고차원적 학습형태로 구

분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적 기능, 인지적 전략, 언어정보, 운동기능 그리고 태도 등의
다섯 가지의 학습결과를 제시하였다.(Gagne′, 1985)
Ausubel은 유미학습 이론을 내세웠으며, 다음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①지식(교육
과정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②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③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때(수업할 때).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유의미 학습이란 학습할 내용과 학습자의 인지 구
조가 의미할 수 있게 연결됨으로써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그런 유의미 학습에 가장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가 파지하고 있는 인지 구조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지 구조는 수많은 개념들이 종횡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행조직자
는 인지구조에 새로운 정보가 강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행조직자
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서술하는 문장, 그림, 사진, 영화, 슬라이드 등이 될 수 있으나 반
드시 학습내용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선행조직자는 또
한 학생들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Ausubel, D.P. et al.,
1978).
Piaget의 이론에 따르면, 인지 구조는 인지 기능을 통해 발달한다. 인지기능은 지능발달
과정이어서 항상성의 특징을 띠는 기능적 불변 체로서 조직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나뉜다.
조직화는 인지구조와 행위가 조직적 체계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
한편, 적응은 다시 동화와 조절로 나뉜다. 동화는 정보를 주어진 그대로 해석하거나 표,
그래프 등으로 변형하여 해석하는 과정이며, 조절은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인지구조
를 변형하는 과정을 뜻한다. 동화와 조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
구조는 이런 기능을 통해 평형상태에 이른다.
Piaget의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학습지도 전략의 순환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념 탐색
①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②학습이 사물, 사건, 상황에 의해서 끌려간다.
③교사의 지도와 안내는 최소한으로 줄인다.
④학습활동을 위한 질문의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2) 개념 설명
①개념 혹은 법칙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②개념은 반드시 탐색활동과 관련이 되어있게 제시․설명한다.
③다양한 수업자료와 학습지도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④교사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⑤수업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차지는 활동을 도와준다.
3) 개념 확장
①학생들이 새로운 개념과 추리 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시된다.
②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가적 시간과 경험이 주어진다.
③다양한 수업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4) 개념 평가
①학생들의 학습결과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②학생들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통해서 학습과정을 순환할 수 있도록 교사에 의해서 피드백
이 이용된다(Bybee, R.W. et al., 1982).

3. 과학적 탐구의 의미
우리가 의문이 있는 그 무엇을 알아내는 과정을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탐구는 어떠
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탐구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이것은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 자료, 경험적 탐구, 사고의 명료화와 개념의 명확한 조작을 위한 형식적, 논리
적 탐구, 가치의 추구나 평가 그리고 실천적 규범과 그 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규범적, 평가
적 탐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Collette, A.T. et al., 1988).
탐구는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어떠한 것
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사고를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고방식의 한
가지로서의 탐구는, ①문제를 정의하고, ②가설을 세우며, ③실험을 설계하고, ④자료를 수
집, 분석, 정리하며, ⑤결론을 도출해 내는, 즉 지식을 형성하고 검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특히 과학적 탐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현상,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밝
히고 기술․설명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체계적인 조사와 그 활동을 의미한다(Trowbridge,
L.W. et al., 1986).
과학적 탐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무관한 용어로 기술하기 어렵다. 과학 지식에
이르는 보편적 단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곧바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접적인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인 지식으로 바뀐다. 또
한 과학적 탐구는 관찰과 측정을 포함한 실험적 특성과 아울러서 논리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로는 대담한 상상력도 요구된다. 과학적 탐구는 논리적․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자
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데 근본 목표를 두고 실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AAAS, 1989).
탐구적인 과학 학습지도 방법은 전통적인 학습지도 방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학
습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기본과정 또는 배경이 다르다. 전통적 학습지도 방법이 학습을 정
보의 소극적 수용으로 가정함에 비해, 탐구적 방법은 능동적인 의미의 구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탐구적인 수업에서는 학습자 자신들이 직접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러한 탐구적 과학 수업은 탐구의 문제, 해결방법, 해답 등이 주어지는 정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Schwab, J. J. 1960).
①하나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다. ②문제만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은 주지 않는다. ③학생들 스
스로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해답도 그들 스스로 찾게
한다.
과학적 탐구수업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면, 그 주제와 연관있는 이미
습득되어진 지식을 토대로 하여, 여러 번의 실행과정을 거치고 탐구과정을 수정하고 보완하
는 과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자유탐구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탐구 학습지도에서 중요시 할 점은 학습지도에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4. 과학전과 과학올림피아드
과학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연구에 들
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의 결정 작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전과 과학
올림피아드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학생들이 과학전을 대비하여 자주 연구하는 영역과 과
학전 출품작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점을 포괄적인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ollette, A. T. et al., 1989).
1) 연구 영역
①모형형:태양계, 화산, 개구리 기관, 점토 형성
②취미 또는 애완 동물
③교과서나 실험지도서를 벗어난 시범실험
④과학적 방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설계했는가.
⑤실험도구와 기구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사용되었는가.
⑥관찰결과가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는가.
⑦자료의 해석이 관찰결과와 일치하는가.
⑧자료의 해석에 표, 그래프, 삽화나 도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⑨결론과 요약이 실험자료를 근거로 정당화 되었는가.
⑩관련이 있고, 시의 적절한 문헌을 포함하고 있는가.
⑪측정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가.
⑫새로운 문제, 또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⑬구두발표시간은 적절한다.
⑭모든 질문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⑮시청각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과학전람회에서는 개인별 또는 공동의 연구결과가 출품되면 심사위원들이 전체의 등위를
매기지만, 올림피아드는 원칙적으로 토너먼트(승자 진출전)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럽등 구
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과학프로그램이 실행되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과학 탐구올림픽대회가 최근에야 시작되었으며, 서서히 전국적인 대회로 자리잡아가
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편 학생과학 탐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본 방침에 따라 개
최되고 있다(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 1994).
3) 대회 목적
학교 내․외의 바람직한 연계적 과학교육활동에 선구적 역할을 위하여 ①모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지적 흥미 및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 함양, ②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격려 및
진로 지도, ③교육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생 및 현직 과학교사의 사기 앙양과 시대
적 사명감 고취.
4) 기본 방침
우리나라 학교 과학교육을 자극하고 격려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과학 경
영과 공연이 이루어져 즐겁게 참여하도록 다음 사항을 강조함.
①과학의 창의성, 실증성, 사회성 중요시,
②교실과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의 발전적인 연계선상에서 실시.

③학교와 지역의 자체 과학 경영과 공연권장
④자발적인 대회 참가, 지도, 심사, 지원 및 희생적인 봉사 기대.
⑤지나친 경쟁이나 사상 등은 지양하고 내적 동기를 귀히 여김.
⑥특히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자연보호와 오염방지 및 물자절약에 유념하여 대회를 치루도
록함.
과학전이나 과학올림피아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학교육의 일부분이라는 인식보다는 특
별한 몇몇 학생들 또는 교사들이 행하는 매우 특별한 연구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는 과학의 발전이 좌우한다고 여기고 있으
며, 때문에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들 한다.
이러한 과학영재 교육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과학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과학
에 관심을 보일 수 있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측면의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러
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과학전이나 과학올림피아드와 같은 창작활동에 많은 학
생들이 동참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과학영재들이 배출될 것이고, 또한 창의력 신
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교육철학, 국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과학의 발전과 과학교육의 변화에 따라 과학교
육과정이 여러 번 개정되고 새로운 과학 학습이론이나 방법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과학교육
의 핵심적인 목표가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학문중심 교육의 학습이론과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주체 학습과 창의성
을 강조하고 있는 탐구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과학과목을 자연현상과 주변의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게 함으로써
과학의 기본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르게 하
며, 주변의 생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함양시키
는 교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목표에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과학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
행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토를 거쳐 교육과정이 7차에 걸쳐 개편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그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교육자들의 강한 의지
와 투철한 사명의식이 부족하다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력을 가지게 하는 것과, 과학적 영재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과학
교육자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론적인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함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탐구력 신장과 영재교육에 있어서 과학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학문 분
야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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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터넷 온라인 실험실
강 정 삼
Ⅰ. 들어가는 말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정보의 힘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출현과
확산은 정보와 지식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간, 집단간, 그리고 국
가간의 경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보의 바다 또는 `정보의 보고라
고 불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소유하고 공유하려는 네티즌들에게 이미 세계는 국경
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하나면 `세계가 일거리가 되고 세계를 돌아다니
며 살고자 하는 꿈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검색 활동은 그 자체로
학습자와 교사에게 의미를 갖는다. 즉, 무진장한 정보의 바다에서 학습자나 교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취급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학습활동이 된다.
따라서 남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사이트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이트
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가상학교에 등록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노력들의 한 가지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활용 가치, 수업변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실험이 가능한
웹사이트와 가상 과학실험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인터넷의 활용가치에 대한 논의
인터넷을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과연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
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논의는 인터넷 활용 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 과
연 도움이 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인터넷이 점차 생활의 통합적 부분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여가선용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므로 인터넷에 친숙하게 되는 것이 미래생활에 대한 효율적
인 준비과정이라는 점과 누구든지 인터넷에 있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
요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적 활용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비영리교육기관(CAST)은 인터넷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
였다. CAST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온라인을 이
용한 학급의 학업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www.cast.org).
그러면 인터넷은 학습에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첫째, 인터넷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인터넷
에서 제공되는 교과의 정보가 정규수업을 대체하기는 아직 미흡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학습자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력을 함양하는 데 투자한 시
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깨우치는 것이 늘어 갈 것이다(Ellsworth, 1994).
둘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더욱 더 흥
미를 느끼게 된다. 교사와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선함과 즉시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수준높은 질문을 하게 되고 더욱 논리적 사고
를 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배우는 작문력, 사고력, 지적 능력은 거의 모든 교과목에 확대하
여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인터넷의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우리나라와 미
국은 옆 동네 만큼이나 가깝다. 교사들은 전자우편(E-mail)을 사용하여 한번에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은 거대한 개인 도서관과 같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배워감에 따라 학문적 자립 능력이 신장되며, 지적 자율
성을 함양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은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 성별, 인종, 언행과 같은 사회적 편견
은 사라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판단하므
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염려가 없고 어떤 형태의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효과로, 인터넷을 통한 학습은 자연스럽게 영
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Ⅲ. 수업변화의 촉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술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수매체 활용 기술이지
만, 이는 이미 기존의 교수매체들과 상보적으로 활용되거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
하였다. 미국과 호주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교수매체는 점진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입되었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단기간 내에 전국의 각급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터넷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인터넷에 포함된 정보들은 교육적 활용 가치가 풍부하여 수업
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교수방법이 개선될 것이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동영상에다 소리까지 만끽할 수 있고 최신 소식도 접할 수 있다. 교사가 미
리 사이트를 검색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흥미롭게 교과에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인터넷이 활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선 학습자의 역할이 변화된다. 정보검색과정과 정보교환과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습
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학습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가 설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 진
다.
교사의 역할이 변화된다.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설계를 돕는 설
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자기표현 능력이나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자 자신의 학습설계를 교사들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점차 학습이 즐기면서 배우는 Edutainment의 형태로 전환되어가
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검증하는, 그래서 더욱

고차원적인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학습환경의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정보수집능
력, 정보 비판력, 정보 선택력, 정보 전달력 등의 능력을 갖추어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가치
에 대한 안목과 활용방법에 숙달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이 변화된다. 각 교과별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수업내용이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 교과간의 다학문적 접근방식(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가능하다. 교과목
간의 비관련성을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통합교과의 특징을 살
린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젝트들은 교과목간에 관
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많으므로 교과간의 분리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
용한 주제통합학습의 효과는 매우 높다.
Ⅳ. 교육적 활용 사이트의 사례
인터넷상에서 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분야가 바로 과학분야다. 여기에서는 인
터넷에 대한 교육적 활용의 근거와 실제로 인터넷 접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싶다면 과학박물관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 과학에 관
한 모든 정보 및 전시물들을 그림이나 사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소리 등으로 제시한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는 학술지를 컴퓨터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론 물리학자인 Stephen Hawking의 원작 논문도 일리노이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생물학자들도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물학 자료
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신설되었다.
식물학 분야의 연구자료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 제공한다. 천체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별과 은하계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http://www.stsci.edu/net-resources.html). 이 사
이트는 별과 ㅣ은하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트로 우주의 기원, 별의 생명주
기, 별의 탄생과 소멸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소리, 동영상, 그림 등의 정보도 함
께 제공하고 있다. 이 항공우주국(NASA)과 스미소니언 우주박물관의 자료 보관소에 소장
된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http://www.nasa.gov/, http://www.nasm.edu).
천문우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는 사이트
(http://www.apac.co.kr/x-tech)가 등장했다. 천문대와 데이터 베이스 제작업체인 에이펙 인
텔리젼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 BD사업의 일환으로 천문우주정보 구축작업을 최근 마치
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사진 9천300장, 그래픽 1백10장, 동화상 100초의 화려한 영상 자료를 `우주탐
험관, `환상체험관, `지구여행, `테마파크, X-tech 자료실로 구분되어 있고, 이 밖
에 천문우주관련 동호회를 안내하고 전문가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문란도 운영하고 있
다.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과 각 동물의 습관, 거주지, 먹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물 정
보, 현직교사가 직접 제작한 생물학 관련 사이트인 마이 홈, 동물원 뉴스, 동물 사진, 강의
실,
게임
등을
제공하는
미국
국립동물원
(http://www.si.edu/organiza/museums/zoo/homepage)과 영국 자연사 박물관
(http://www.nhm.ac.uk/)도 과학의 흥미를 키우는 사이트들이다.
기상정보를 알고 싶다면 한국기상(http://www.kma.go.

kr)을 들러보자.
런던 과학박물관(http://www.nmsi.ac.uk/)은 과학, 의학, 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과학과 수업시 과학의 흐름에 대한 안내나 세계의 동향을 설명해주
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밖에 물리나 화학, 대기,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과학학습 네트웍크(http://www.sln.org/),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세포
교실 사이트(http://www.cells
alive.com
혹은
http://www.comet.chv.va.us/quill/),
해저생물탐험
(http://clever.net/kerry/creature/creature.html) 등도 유익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탐구박물관(Exp-loratorium),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CERN, 미국의 해양동물원(sea world)과 야생동물원(Sandiago wild animal zoo),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들과 접속하여 과학관련 정보들을 쉽게 찾아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Ⅴ. 인터넷 과학실험실 안내
얼마 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웹 가상실습실을 도입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대학에서는 부족한 실습공간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흥미있게 공학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크로니클 최신호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공과대학의 교과과정에는 보통 2
학년까지 물리학과 수학, 화학 등 딱딱한 이론중심의 교육이 기초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쉽게 싫증을 느끼거나 심지어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이클 카웨이트 교수는 최근 월드 와이드
웹(WWW)을 이용, 가상 공간에서 실험하는 `가상 실습실(virtual laboratory)을 도입해 학생
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과학실험실이 생겼다. 값비싼 장비들을 갖춘 실험실이 없어도
된다. 즉, 인터넷 가상실험실을 이용하면 실험기자재 없이도 실험조건을 달리해가며 각종 실
험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최근 주최한 `인
터넷을 활용한 원격 가상 과학실험 심포지엄에서 가상실험실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벌였
다.
인터넷의 이 가상실험실 홈페이지(www.jasontech.com)에 접속해 원하는 실험조건을 입력
하기만 하면 그 결과를 동영상으로 즉시 시뮬레이션 해 준다. 이 가상실험실은 제이슨테크
가 지난해 5월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대화형 가상물리모의실험 CD롬인 `물리마을을 인터
넷용 언어로 번역해 올린 것이다.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전기와 자기, 파동과 입자의 4가
지 분야로 구성된 물리마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실험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2차원이나 3차
원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실험결과는 각종 도표나 그래프를 보여주고, 실험배경, 원
리설명, 관련 공식 등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서울 고명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우장환 교사의 홈페이지인 푸카페이지
(http://www3.shinbiro.com/~pooka)에 초등학교 자연실험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의 SCIENCE SHOW를 이용하면 자연실허미을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시킬 수 있
다.
과학교과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풍부한 그림

자료나 실험도 곁들여야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온라인 실험을 이
용하여 과학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보검색과 과학실험실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자 한다. 이 모의 실험은 여러 지역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실험에 관한 궁금
한 사항은 통신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받을 수 있다.
1. 재미있는 기초 실험
과학취미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http://www.eskimo.com
/~billb/). 이곳은 과학의 초보적인 기초실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2. 개구리의 한 살이
생물시간에 실제 개구리를 자르는 것이나 실험을 위해 개구리를 죽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
지 않는다면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해부하는 가상 해부는 어떨까? 직접 개구리를 해부하여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부판을 통해 각 기관을 분리 결합하거나 해부된 각
기관의 모습을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실험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
http://george.lbl.gov/ITG.hm.pg.docs/dissect/info.html 사이트는 개구리의 신체기관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http://www-itg.lbl.gov.ITG/Whole.Frog/ 사이트는 실제로 가상 해부활
동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사이트들은 가상실험실을 통하여 개구리를 해부함으로
써 개구리의 골격 구조, 기관, 소화조직, 신경조직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진짜
동물의 해부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주변의 다양한 생물의 해부구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특히 MRI 형상, X-ray CT 형상, 그리고 직접적인 발생에 대하여 모델화하여 보여
준다.
해부의
실험과정으로
유용한
사이트는
http://curry.ed/school.Virginia.EDU/go/frog/skin/h.html이다.
이 사이트는 대화형 개구리 해부과정으로 개구리 속의 기관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개
구리 해부 실험과정과 장면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어 화면에서 지시하는 순서에 따라 컴퓨
터 스크린 상에서 실험하는 가상해부이다. 이 해부판을 통해 각 기관을 분리 결합하거나 사
방에서 해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개구리의 전체 모습에서 개구리를 돌리거나 기관을
제거하면서 대화상자의 항목을 선택하여 해부판의 이미지 맵을 볼 수 있다. 이미지 맵을 클
릭하면 기관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보여 주니 살아있는 개구리를 잘라서 피를 보는
것보다 가상해부를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과 함께 생명의 내부기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이 자세하고 이미지가 좋은 화면이므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
학교에서도 개구리의 골격, 기관, 소화, 신경조직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사이
트를 통하여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 과정의 코스를 자연스럽게 밟으면서 주변생
물의 해부 현상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과 관련된 단원은 `개구리의 한
살이로 한국교육개발원 http://202.31.182.253/wbi/frog/htm/main.htm에서 개구리 알이 올
챙이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를 본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http://gto.ncsa.uiuc.edu/pingleto/herps/에 들어가면 주황색 개구리, 검정과 빨강색
얼룩무늬 개구리, 연두색 개구리, 납작한 몸이 온통 까만 점으로 덮인 개구리 등의 모습을
비교 관찰할 수 있다.

개구리 해부 사이트
3. 익스플로어 사이언스를 활용한 실험들
똑같은 부피와 모양의 돌과 나무토막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
까. 어린이들은 당연히 돌이라고 말할 것이고, 중력과 가속도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실제는 어떨까. 돌맹이가 먼저 떨어진다. 공기의 흐름과 밀도
등이 복합작용해 결국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진공상태에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이는 이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 조건을 통제한 실험을 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어디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익스플로어 사이언스는 바로 이
런 실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역학, 전기, 생명과학, 광학, 천문학, 과학이론을 인터넷에서 온
라인으로 실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장 과학실험실이다.
예를 들어 위의 문제는 http://www.explorescience.com/을 방문한 뒤 `자유낙하(free fai
l)을 선택해 실험할 수 있다. 물체의 무게와 지름, 공기밀도, 바람의 속도를 사용자가 통제
하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30가지의 실험실을 제공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빼어난 기능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험실을 통째로 내 컴퓨터에 가져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려받기
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에 `쇼크웨이브라는 프로그램
이 없는 사람은 먼저 `www.macromedia.com/shockwave/download/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
려 받아 설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프리 인콰이어리 잡지의 과학․교양,
http://www.secul
arhumanism.org)와 믹스카페 잡지의 과학, http://www.micro
copy.uk.org.uk/mag/indexmag.html을 참고)
4. 지구밖의 환경
행성과 위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야후(Yahoo)에 접속해 금성을 뜻하는 `venu
s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미항공우주국인 NASA에서 제공하는 금성에 관한 사이트를 들어
갈 수 있다. 거기서 금성의 모습, 분화구, 산지 등 40여종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사
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금성의 크기, 질량, 표면온도 등 금성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
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금성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운 과학용
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어사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http://pds.jpl.nass.gov:80/planets/). NASA의 정보들 가운데는 허블 망원경에서 촬영한 우
주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출력하여 수업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미생물
균류, 박테리아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미생물의 세계에 대한 천연색의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미생물이 인간생활에 해롭게 하는 점과 이롭게 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http://kidnet.chosun.com/
gyuhome/hycfs/)-관련 단원(중고등학교의 생물교과 미생물 관련 단원)
6. 우리 몸의 기관(간)
http://cs.sungshin.ac.kr/~med/Liver/liver-main.html
또는
http://cs.sungshin.ac.kr/~med/Liver/liver-function.html
이 사이트는 성신병원에서 간의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간사이트인데, 간의 위치와 구조, 간의 기능, 간질환의 자각증상, 간질환의 진단과 검사,
간질환의 종류와 치료 등 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간의 순환, 배설, 대사, 간의 해독․방어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간의 기능에 대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과외학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7. NASA의 우주선과 Hubble 망원경의 소개
NASA의 교육 사이트 중 여기에서는 나사 우주선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지구에서 발사되
면서부터 우주에 나사 정보를 얻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이미지와 함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http://stardust.jpl.nasa.gov/plants/).
또한 허블 망원경은 우주에 직경 2.4m, 무게 826㎏로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어
느 정도까지 관측이 가능한 지를 알려준다. 또한 우주 밖에 나가서 여러 행성들과 성단에
관한 자료를 지구로 어떻게 보내주고, 보내준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
8. 우주속의 지구(태양의 가족)
태양계를 구성하는 9개의 행성들에 관하여 학교의 사정상 학생들이 태양과 행성을 망원경
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http://stardust.jpl.nasa.gov/plants/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여러 행성들의 사진을 보면
서 학생들이 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태양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지구 둘
레를 달이 공전하듯이 행성들이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NASA의 우주선과 허블 망원경으로 태양계나 은하계를 관측할 수 있
으며, 인간의 우주탐사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주의 신비를 벗기
고 우주에 끝없는 도전을 감행하는 인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http://stardust.ipl.nasa.gov/planets/
태양계의 행성 초기 화면
9.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태양계의 전체 별보기)
http://www.hnc.co.kr/~rancet/stars.htm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태양계
전체의 별 보기와 은하계(안드로메다 대성운)의 이미지가 화려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안
드로메다의 대성운은 우리 은하계 외의 다른 은하계에도 생명이 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화면에 담는다면 우주의 신비함과 함께 우주개척
에 관한 관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한글로 제공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0. 태양계의 모습
http://bang.lanl.gov/solarsys/raw/sun 사이트 sun animation에서는 태양의 내부구조, 자기
력 현상, 코로나 현상 등과 함께 1990년~1992년, 1992년~19994년의 최근에 보여진 태양의 현
상에 대해 Vedio clipo로 제시되어 있다. 즉 태양의 모양이나 크기,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들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태양의 여러 모습을 다각도로
찍은 동영상과 흑점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우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1. 일 식
http://bang.lanl.gov/solarsys/sun.htm#eclipse 사이트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태양이 조그만
달에 가려지는 일식현상의 과정을 차례대로 이미지로 보여 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태양, 달, 지구의 위치와 어떤 관
계가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들
의 위치관계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일식현상을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방법에 유용하다.
12.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
http://bang.lanl.gov/solarsys/raw/misc/ss.gif 사이트에서는 태양계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다. 특히 각 행성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이미지 맵이 인상적이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면서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태양계의 행성들을 탐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주 개척에 관

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13. 화산폭발 가상 실험
다양한 화산 폭발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구성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화산에 대한 그림, 역사 등을 설명해 놓은 곳에 http://vuk
an.wr.usgs.gov/home.html이다. 이 사이트는 자연재해의 평가, 경고, 완화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The Cascade Volcano Observatory(CVO)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화산(개별화산, 화산의 특징, 화산의 피해 등)과 다른 자연재해(지진, 단층 등)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화산의 상태와 진행상태에 대해서
도 이미지 맵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화산이 분출됨으로 인해 벌어지는 화산재, 화산 가스, 용암 등이 지표면
으로 흘러내릴 때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피해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다니며 살펴 볼 수 있
으며, 하이퍼링크로 그 실례를 이미지 맵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 화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과학관련 검색 및 사이트 분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www.dir.co.kr/ → 국내 웹사이트들의 주제별 분류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웹사이트
에 관한 각종 최신 뉴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과학관련 주제어와 최근 동향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http://yahooligans.com/은 Yahoo의 축소판으로
자연사 박물관 관련 사이트로는 http://stlbbg.gtri.gatech.edu/ → 여러가지 박물관에 대한 정
보와 다른 웹사이트들의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Exhibit, Education, Science와 관련하여
아동들의 과학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이트 정리의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
영 역
관련 사이트
제 공 정
보
생물
개구리 해부교실
쪾http://george.lb.gov./ITG.hm.pg.docs/dissect/info.html
쪾http://www.cs.yale/edu.HTMI/YALE/CS/Hyplans/loosemore-sandra/froggy.htlm
쪾http://got.ncsa.uiuc.edu/pingleto/herp.html
쪾http://gto.ncsa.niuc.edu/pingleto/herps/pixl.html
쪾http://curry.edschool.Virginia.EDU:80/-insttech/frog/ home
쪾http://curry.edschool.Virginia.EDU/go/frog/skin/h.html
쪾http://curry.edschool.Virginia.EDU/go/frog/menu.html
쪾http://george.lib.gov.ITG.lm.pg.docs/Whole.Frog/Whole/Frog.html
쪾http://www.cs.yale.edu/homes/sjl/froggy.html
쪾http://george.lbl.gov/vfrog/dissect.html
쪾http://www.yahooligans.com/science and Oddities/Animals
쪾http://www.-itg.lbl.gov/itg/whole.frog/
쪾초등 3-1 자연 2-⑴ 개구리의 한살이와 관련된 사이트로 개구리 해부(골격, 기관, 신경조
직)에 관한 정보, 이하 사이트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의 몸
쪾http://www.demon.co.uk/eureka/doby.html
쪾http://kidhelth.org
쪾http://cs.sungshin.ac.kr/-med/Liver/framel 3/html
쪾http://cs.sungshin.ac.kr/-med/Liver-main.html
쪾http://www.biostr.washington.edu/digital anatomist. html
쪾초등 6-1 자연 4. 우리 몸과 관련된 사이트로 어린이의 몸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쪾초등 6-1 자연 4. 우리 몸과 관련된 사이트로 어린이의 몸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쪾초등 6-1 자연 4-⑵ 영양과 소화에 관련된 사이트로 간질환, 간의 위치와 구조, 간의 혈
액순환, 간의 기능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관련지어 체육과 통합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사이트이다.
쪾초등 6-1 자연 4. 우리 몸의 구조 ⑷몸의 조절과 관련된 사이트로 디지털 해부학 프로그
램이다.
동 물
쪾http://www.yahooligans.com/science-and-oddities/animals
쪾http://iquest.com/-wildside/zoo/animals
쪾http://lotus.pwu.ac.kr/-wws/b6.html
쪾http://lotus.pwu.ac.kr/-wws/b11.html
쪾http://lotus.pwu.ac.kr/-wws/b13.html
쪾http://alaska.net/-steel/animals/animals.html
쪾http://bioinfo.fuw.edu.pl/multimedia/sounds.animals
쪾http://www.vni.net/-kwelch/whlaes/
쪾http://www.vni.net/-kwelch/penguins/
쪾http://www.nauticus.org/nauticus/
쪾http://www.colostate.edu/depts/entomology/movies.html
쪾새, 개구리, 호랑나비 등의 사진 제공
쪾고니류에 관한 정보 제공
쪾올빼미, 부엉이류에 관련된 정보 제공
쪾크낙새에 관련된 정보
쪾알라스카 동물에 관한 정보
쪾동물들의 사진
쪾동물들의 울음 소리
쪾고래에 관한 정보
쪾펭귄에 관한 정보
쪾가을철 동물에 관한 자료 제공
생태계

쪾http://icair.iac.org.nz/reports/nz/vistor.html
쪾http://www.ncr.dfo.ca/poisson-fish/fish.html
쪾http://www.gorp.com/gorp/activity/wildlife/htm
쪾초등 4-2 자연 1. 생물과 환경 ⑴생물과 관련된 사이트, 환경 남극대륙의 생태계와 야생
동물 정보
쪾캐나다에 서식하는 어류에 관한 정보
쪾생태계와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 탐사에서부터 전세계의 생태계 보호/보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동물관련 정보 제공
곤 충
쪾http://www.ex.ac.uk/-gjlramel/welcome.html
쪾 초등 2-2 자연 2. 가을⑴고추잠자리와 관련, 곤충의 특징, 개미, 해부에 관한 정보 제공
물리
열의 이동
쪾http://www.uio.no/~malthe/mathesis/node34.html
쪾http://www.coare.ucar.edu/news/meetings/scigrp/js/js8-rep
쪾http://www.isr.co.jp/solasytem/education/convct.html
쪾http://www.cseplphy.oml.gov/guidry/supernova95/convection.html
쪾 초등 3년 자연 4. 열과 물체의 변화와 관련된 사이트로 열의 이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
에너지
쪾http://www.energy.ca.gov/energy/education/eduhome. html
쪾http://reicr.sys.edu/projects/newton/9/solarcar.html#nuclf
쪾http://ericir.syr.edu/Newton/welcome.html
쪾http://ericir.syr.edu/Projects/Newton/9/solarcar.htlm#nuclf
쪾http://ericir.syr.edu/Projects/Newton/11/jumbojet2.html
쪾초등 6-2 자연 4-⑶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사이트로 캘리포니아 에너지 협회가 만들었으
며 바람, 연료, 핵에너지, 캘리포니아 에너지 상황, 과학 계획, 생물자원, 연료를 이용한 기계
등에 관한 자료 제공
쪾초등 6-2 자연 4-⑶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사이트로 태양열에 관한 용어 설명, 지도자료,
실제 활동 페이지 등이 제공되며,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차를 직접 만들고 경주할 수 있도
록 만들어져 있으며 에너지 자원으로서 태양력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쪾뉴턴의 사과 페이지는 과학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준다.
쪾태양력 차의 장단점, 에너지 절약 방법, 태양력에 관련된 용어 설명, 지도 자료 등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태양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쪾비행기를 개발하게 된 역사, 어려운 단어에 대한 하이퍼 링크로 제시하는 자세한 설명, 자

원, 공기와 베르누이의 흐름의 원리 등을 담고 있다.
분 자
쪾http://www.nyu.edu/pages/mathmol/modules/modules. html
쪾초등 6-1 자연 3-⑴ 분자와 관련된 사이트로 하이퍼미디어 텍스트북, 3D분자 모형의 모
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문제등 분자모형을 통한 과학개념 탐구.
전기 전자
쪾http://www.exploratorium.edu
쪾샌프란시스코 전기 전자 박물관 사이트
지구과학
우주속의 지구
쪾http://bang, lanl.gov/solarsys/solarsys.html
쪾http://bang, lanl.gov/solarsys/raw/sun
쪾http://bang, lanl.gov/solarsys/sun.htm#ecipse
쪾http://bang, lanl.gov/solarsys/raw/misc/ss.gif
쪾http://bavard.fourmilab.ch/cgi-bin/uncgi/Earth
쪾http://bavard.fourmilab.ch/cgi-bin/uncgi/solar
쪾http://simmany.hnc.net/.TELES.HTM
쪾http://www.hnc.co.kr/~rancet/stars.htm
쪾http://www.gauss.sejong.ac.kr/~seogw/ indexastronomy.html
쪾http://www.seds.org/ninelpanets/nineplanets
쪾http://www.liftoot.msfc.nasa.gov/solarsys/
쪾http://www.spacecamp.com/
쪾초등 5-2 자연 4. 우주속의 지구중 태양계의 가족(태양계의 구성 및 행성들), 태양계의 구
성 자료에 대한 설명
쪾초등 5-2 자연 4.-⑶ 태양의 가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태양의 내부구조, 자기력 현상, 코
로나 현상 등이 소개된 사이트
쪾초등 5-2 자연 4.-⑶ 태양의 가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달의 모양과 달, 달, 지구의 위치,
일식, 일식과정에 대한 탐색 사이트
쪾초등 5-2 자연 4.-⑶ 태양의 가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태양의 9개의 행성 설명,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쪾지구의 모습 관찰
쪾현재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모습을 관찰
쪾보현산 천문대의 과학망원경 사용, 시뮬레이션 게임과 날씨를 제공
쪾초등 5-2 자연 4.-⑶ 태양의 가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태양계의
전체 별보기, 안드로메다 대성운의 소개
쪾은하계의 사진 및 블랙홀이나 태양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

쪾우주여행에 관련된 사이트이다.
쪾미래의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유용함
화 석
쪾http://www.ksdn.or.kr/repo95910/where.htm
쪾http://www.vplus.com/~jungle/fish.htlm
쪾http://www.weber.u.washington.edu/~vertp/burkevertpage
쪾http://www.new.handi.co.kr/cine21/k-c95cj003/c95cj033
쪾http://www.nhm.ac.uk/science/palaeo/project3/ index.htm
쪾화석과 관련된 사이트
지구과학
화 산
쪾http://volcano.und.nodak.edu/vwdocs/volc-images/img-vesuvius-pompeii.html
쪾http://volcano.und.nodak.edu/
쪾http://lotus.pwu.ac.kr/~kmkim.mt/han.html
쪾http://vukan.wr.usgs.gov/home.html
쪾http://vukan.wr.usgs.gov/home.html
쪾http://volcano.und.nodak.edu/vwdocs/current volcs/current
쪾초등 6-1 자연 1. 움직이는 땅 ⑴ 화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산의 세계, 일본의 분화구,
아동의 화산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
쪾우리나라의 화산에 관한 설명과 한라산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쪾화산에 대한 그림, 역사, 화산의 피해에 관한 정보
쪾화산활동에 관한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
쪾세계의 화산대, 분포지역 제공
지 진
쪾http://quacke.wr.usgs.gov/WhatsNew/index.html
쪾http://www.disaster.net
쪾미연방정부 소속 지진관련 사이트
쪾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등과 같은 각종 재난에 관한 소식을 제공
일기예보
쪾http://www.ucar.edu/oceanmodel.html
쪾http://www.kma.go.kr
쪾초등 5-1 자연 3. 날씨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기의 순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
쪾한국 기상청 사이트로 한국의 기후, 각종 자료, 기상청 소개 등 풍부한 자료를 제공

환 경
쪾http://ecosys.drdr.virginia.edu/facroids.html
쪾http://super.seri.re.kr/super/1994.html
쪾http://www.chosun.com/bin/out putn
쪾대기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실험 사이트
쪾환경오염의 현상을 설명하는 사이트
쪾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와 대책 사이트
과학일반
일반 사이트
쪾http://www.ed.gov/pubs/parents/science/index.html
쪾http://www.scienceadventures.com/
쪾http://www.sln.org/
쪾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다양한 실험내용과 학습자료를 제공
쪾과학탐험에 관한 사이트로 과학자, 소집단 수업, 현장조사, 연령별 집단, 모든 자료와 장비
로 나뉨
쪾과학학습 네트웍크(SLN)이라는 단체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과학박물관들이 모여 인터넷을
통해 과학수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실험결과를 제공
http://www.bvis.cui.edu/museum/
http://www.cwis.usc.edu/lacmnh/default.htlm/
http://nmbeo0.unibe.ch/
http://www.aps.edu/HTMLPage/NMMNH.html
http://astrip.difi.unipi.it/Museo-di-Caci.html
http://www.flmnh.ufl.edu/
http://ids.net/~cormack-pl/museum.htlm/
http://www.nhm.ac.uk/
http://www.nrm.se/default.htm
gopher://gopher.peabody.yale.edu/
인터넷 온라인 실험이 가능한 영역별 사이트 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Ⅵ. 나오는 말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인터넷 활용은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학교가 인터넷 통신망이 설치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2002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

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검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설치와 통신망의 접속에 병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하다. 인터넷 활용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점도 있다.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윤리적, 법적, 문화적 문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즉 지적
재산권, 해킹, 컴퓨터 범죄, 음란물 정보, 북한의 선전 정보, 사이버 마켓의 사행심 조장과
같은 정보범람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통신에 대한 윤리의식이 아울러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처럼 학교 교칙에 인터넷 활용 규정을 삽입하는 예와 인터넷 예절 교육
(Netiquette), 정보통신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 육성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준비,
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프로그램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등도 마련되어야 한
다.
인터넷을 교수-방법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모임도 활성화되어 서로의 정보와 자료를 교환
하고 인터넷 교수-학습방법(인터넷 활용수업)의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 초
중고 교사들의 `인터넷 교사 모임:필링(http://www.doldoldol.com,)은 교육부의 교육정보
DB 자료와 연동하여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의 홈페이지 주 메뉴인 `강의실이나 `자료실에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물론 초중등 학생들에게 적합한 어린이 학습장, 작은 강의실 등 교육자원이 풍부해
하루 접속 건수만도 1백여건에 이른다. 인터넷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
고 정보화 시대의 교사상에 걸맞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특집>과학

창의력 신장을 위환 과학놀이

김진우
1. 창의성과 과학놀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성은 중요한 교육 목표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따
라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통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융통성, 개방성 등과 관련된 특수한 능력으로 간주
하기 쉽지만,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인지과정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지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
서 창의성이란 고정된 특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맥
락에서 인지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창의성은
`놀이를 통하여 배양될 수 있다. 놀이는 그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상상력을 현실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상상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 현실성은 상상력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준거는 연속체의 양끝으로서 상상력과 현실
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이고, 놀이는 이 두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는 학습자의 언어, 상상력 및 지적 성취의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
의 실현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놀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과학에의 흥미 및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과학놀이는 완구를 사용하거나 교실
밖에서의 신체활동(게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
습활동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위해 과학완구목록과 교실밖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과학
게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완구를 통한 과학 놀이
완구를 통해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국제과학교육의 김명환 소장은 다음
과 같이 들고 있다.
쪾시범 및 시연을 통하여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문제를 발견하여
지적 기능을 연마한다.
〈표-1〉 과학완구와 교육과정
완 구/과 정 초 등 학 교(자연)
학년
내 용

중 학 교(과학)
고 등 학 교
내
용
학년 내 용

학년

벼랑이
아슬아슬새
줄타는 원숭이
그네 충돌구
뒤집히는 팽이
요술 자이로스
한 방향 돌이
불어 띄우기
되돌 비행기
작은 잠수부
물 회오리
진공 분수
소리나는 럭비공
물먹고 노래하는 새
여러 소리 돌리개
책속의 영화
영화 원통
삼차원 색펜과 요술 안경
겹 눈
신기루 보물단지
정전기 요술봉
에너지 탁구공
우주바퀴
한없는 돌이
벽대고 돌이
멋대로 흔들이
3
3
3
5
3
3
3
5
5
5
2
5
2
4

4
4
6
4
6
6
6
6
수평잡기
수평잡기
수평잡기
물체의 위치와 운동
수평잡기
수평잡기
수평잡기
기압과 공기의 움직임
기압과 공기의 움직임
기압과 공기의 움직임
`슬기로운 생활의 소리내기
몸의 운동과 성장
`슬기로운 생활의
빛의 성질과 그림자
빛의 나아감
거울과 렌즈의 이용
거울과 렌즈의 이용
전류와 자기장
전기회로
전류와 자기장
전류와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전류와 자기장
1
1
1
3
1
1
1
2

2
2
2
2
1
2
힘과 운동
힘과 운동
힘과 운동
역학적 에너지
힘과 운동
힘과 운동
힘과 운동
압 력
전류의 작용
전류의 작용
전기와 자기
전기와 자기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공통과학
공통과학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체육
체육
물리 Ⅰ, Ⅱ
물리 Ⅱ
물리 Ⅱ
물리 Ⅱ
물리 Ⅱ
공통과학
물리 Ⅰ, Ⅱ
물리 Ⅱ
물리 Ⅱ
물리 Ⅱ

공통과학
공통과학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물리 Ⅰ, Ⅱ
마찰력
마찰력
운동량 보존
힘의 평형
관성의 법칙
힘의 평형
마그누스 효과
마그누스 효과
힘의 평형
구심력
도플러 효과
음파
음파
자극과 반응
파동
기하 광학
기하 광학
기하 광학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벡터
플레밍 법칙
쪾완구의 작동원리나 재료의 특성 등을 탐색하고 관찰이나 분류기능을 연마한다.
쪾완구를 이용한 놀이의 구상을 통하여 상상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기능을 익힌다.
쪾완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예측과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험결과를 해석한다.
쪾폐품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완구를 고안하고 제작하여 발표한다.
〈표-1〉에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과학완구를 교육과정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Ⅱ. 게임을 통한 과학놀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학놀이를 제시하고, 탐구적인 순서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에 도달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는 게임을 통한 과학놀이의 개발과 수업 적용에 대한 연구
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가 나름대로 수업현장에서 근래에 몇 번 시도해 보았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이미 획득되어 있는 개념체계를 어떻게 하면 과학놀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별 연구활동을 통하여 과학놀이를 스스로 개발하게 하
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발표된 내용을 과학적 개념에 비추어 평가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의 성패는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다행히 필자는
본교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몇 가지 과학놀이를 정립할 수 있었다.
1. 등속운동 측정하기
⑴ 목적:등속운동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운동장에 직선코스를 만든다.
②같은 간격으로 7~10개 정도의 위치를 정해, 초시계를 들고 있는 학생들을 각 위치마다 코
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바라보게 한다.
③주자는 교사의 지시에 의해 등속으로 걷거나 달려서 코스에 진입한다. 이때 시간 측정을
동시에 시작한다.
④측정된 결과를 갖고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그래프를 그린다.
⑤그래프를 보고 가장 잘 등속운동을 한 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의한다.
2. 3m달리기
⑴ 목적: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의 달리기를 시도하여, 속도와 가속도와의 차이를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3m를 달려 본다. 누가
이기는가?
②무작위로 선택된 두 사람이 50m 달리기를 실시한다. 누가 이기는가?
③여러 번 시행하여 그 결과를 논의한다.
3. 사람 포사체
⑴ 목적:포물선 운동을 직접 체험하여 그 궤적을 그리고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운동장(혹은 사각형 타일이 깔린 바닥)에 x-y평면을 약 20m정도의 길이로 그린다.
②포사체 역할을 하는 학생이 20개 정도의 하얀 표지판(B5정도의 복사지)을 갖고 원점에 선
다.

③x축 방향으로는 VX=+40m/s(4m/s)의 등속운동을 한다.
④y축 방향으로는 ay=-10m/s2(-1m/s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⑤처음 1초동안 x축으로는 +40m/s(4m/s), y축으로는 +60m/s(6m/s)의 평균 속도로 이동한
다.
⑥다음 1초동안에 x축은 +40m/s의 등속을 유지하고, y축은 +50m/s의 평균 속도로 이동한
다. 왜냐하면, y축은 -10m/s2의 등가속운동이기 때문이다.
⑦이러한 식으로 x축은 매초당 40m(4m) 이동하고, y축으로는 매초당 10m(1m)씩 이동거리
를 줄인다.
⑧매초마다 이동 위치에 표지판을 놓는다.
⑨활동이 끝나면 표지판은 멋진 포물선 궤적을 그리고 있다.
⑩가장 잘된 조를 선정하고 이 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조별 토의를 한다.
4. 원숭이 사냥
⑴ 목적:원숭이 사냥 문제를 직접 체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운동장(혹은 사각형 타일이 깔린 바닥)에 x-y평면을 약 20m정도의 길이로 그린다.
②좌표 (20, 20)에 원숭이 역할을 하는 학생이 6개 정도의 하얀 표지판을 갖고 x축을 바라
보고 선다.
③원점에 총알 역할을 하는 학생이 6개 정도의 표지판을 갖고 원숭이를 향해 선다.
④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을 한다.
⑤원숭이는 x축을 향해 처음 1초동안에는 평균속도 0.5m/s로 이동하고, 매 초당 속도를
1m/s씩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ay=-1m/s2의 등가속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⑥총알은 x축으로는 4m/s의 등속운동을 한다. y축으로는 처음 1초동안에는 4m/s의 평균속
도로 이동하고 매초당 1m/s씩 속도를 줄인다. 왜냐하면 x축으로는 등속운동을 하고, y축으
로는 ay=-1m/s2의 등가속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⑦매초마다 이동 위치에 표지판을 놓는다.
⑧원숭이와 총알이 정확하게 만나는가? 가장 잘된 조를 선정하고, 총알의 초속도를 다양하
게 하여 시행하도록 조별 토의를 한다.
5. 일어서기
⑴ 목적: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직접 체험케 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다.
②둘이 팔짱을 끼고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동시에 일어서 본다.
③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느낄 수 있는가? 서로 토의해 보자.
6. 운동의 법칙(1)
⑴ 목적:질량은 관성의 척도임을 체험케하여 관성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⑵ 방법
①역학용 대차 두개를 바퀴로 하여, 길이 약 50㎝ 정도의 정사각형 판자를 발판으로 한 카
트(cart)를 제작한다.
②마찰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카트 위에 한 학생이 앉는다. 카트의 전방 약 5m되는 지점
에 한 학생(정지자)이 두 팔을 뻗고 서 있는다. 정지자는 카트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한다.
③카트 뒤에서 다른 학생이 카트를 전방으로 힘차게 민다.
④다음에는 카트 위에 두 명의 학생이 앉고 같은 실험을 반복해 본다.
⑤카트와 정지자의 충돌이 일어난 후, 정지자의 운동에 대해 예상과 같은 지 토의해 본다.
7. 운동의 법칙(2)
⑴ 목적: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을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마찰이 적은 바닥 위에 `등속운동 측정하기와 같은 코스를 만든다.
②카트 위에 한 학생이 앉고 뒤에서 밀어본다. 그 후 카트의 운동을 관찰한다.
③다음에 바닥에 서 있는 학생과 카트위에 앉은 학생이 길고 탄성 범위가 큰 용수철(파동용
용수철이 적합하다)을 서로 마주 잡고 카트를 밀어 본다.
④용수철이 늘어남에 따라 카트의 운동을 `등속운동 측정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단, 용수철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7-1. 운동의 법칙(3)
⑴ 목적:2차원 운동의 체험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⑵ 방법
①한 학생은 총알이 비교적 큰 장난감 총을 하늘을 향해 들고 카트 위에 앉는다.(혹은 카트
에 총구를 연직상방으로 하여 총을 고정시킨다.)
②다른 학생은 카트를 밀어서 운동을 시킨다. 카트의 운동중에 총을 발사한다.
③총알이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해 보고 총알의 궤적에 대해 논의 해 본다.
④다음에 `운동의 법칙⑵에서와 같이 용수철을 장치한 다음 카트를 운동시켜서 총을 발사해
본다.
⑤총알이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해 보고 ③번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해 본다.
8. 인간 피라미드
⑴ 목적: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체험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다.
⑵ 방법
①몸무게(㎎)가 비슷한 10사람을 선정하여 피라미드를 만든다.
②각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물체의 자유도표를 그려서 계산한다.
③맨 아래의 중간에 있는 사람에 작용하는 힘은 25/8㎎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한 팔이
버티어야 할 힘은 25/16㎎이다.

9. 횡파 만들기
⑴ 목적:횡파를 직접 체험케 하여 파동의 전달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⑵ 방법
①리더의 정면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팔 간격으로 하여 횡대로 정렬시킨다.
②각 학생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리더가 `1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1번 학생이 처
음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
③리더가 `2라고 외치면 1번 학생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고 2번 학생이 처음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
④`3이라고 외치면
쪾1번 학생은 뒤로 한 발자국 가고
쪾2번 학생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고
쪾3번 학생이 처음으로 앞으로 한 발자국 간다.
⑤`4라고 외치면
쪾1번 학생은 뒤로 한 발자국 더 가고
쪾2번 학생은 뒤로 한 발자국 가고
쪾3번 학생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고
쪾4번 학생이 처음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
⑥결국 학생들은 두 걸음은 앞으로 가고 두 걸음은 뒤로 가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
한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숙달시킨다.
〈그림-1〉 사람으로 횡파 만들기
10. 종파 만들기
⑴ 목적:종파를 직접 체험케 하여 파동의 전달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⑵ 방법
①리더의 정면에 양팔 간격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횡대로 일련번호 순으로 학생들을 정렬시
킨다.
②리더가 `1이라고 외치면 1번 학생은 오른쪽(동쪽)으로 한 걸음 간다.
③리더가 `2라고 외치면 1번 학생은 한번 더 오른쪽으로 가고, 2번 학생이 처음으로 오른
쪽으로 한 걸음 간다.
④`3이라고 외치면
쪾1번 학생은 왼쪽(서쪽)으로 한 걸음 가고
쪾2번 학생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쪾3번 학생은 처음으로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간다.
⑤`4이라고 외치면
쪾1번 학생은 왼쪽으로 한 걸음 더 가서 결국 처음 위치로 오고
쪾2번 학생은 왼쪽으로 한 걸음 가고

쪾3번 학생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쪾4번 학생이 처음으로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간다.
〈그림-2〉 사람으로 종파 만들기
⑥이러한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숙달되면 종파의 특징인 압축과 이완되는 부분
을 잘 관찰할 수 있다.
11. 직선경계면에 입사되는 평면파의 반사
⑴ 목적:직선 경계선에 평면파가 입사할 때 반사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⑵ 방법
①운동장에 직선 경계면을 줄로 긋거나 표지판을 세운다.
②학생들을 경계면에 대하여 엇비슷하게 등간격으로 일렬로 길게 세운다.
③리더의 지시에 맞춰 대열은 정면을 향하고 등속도로 경계면을 향하여 행진한다.
④경계면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정확하게 반사의 법칙에 따라 나온다.
⑤반사되는 점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⑥사람의 대열은 파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림-3〉 직선경계면에 입사되는 평면파
⑦같은 방식으로 볼록경계면에 입사되는 평면파의 반사를 재현할 수 있다.
⑧같은 방식으로 구면파에 대한 각종 반사 양식을 재현할 수 있다.
〈그림-4〉 볼록경계면에 입사되는 평면파
지금까지 완구를 이용한 과학놀이 활동목록 및 교실 밖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체
활동(게임)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사고를 중시하는
데 있으며, 또한 탐구실험수업 및 협동학습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적 사고의 이론에 의하면 창의력은 소위 `to see, to image, to realize라는 싸이클
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한다. 즉, 보는 것(지각의 단계)과 상상하는 것(상상의 단계), 그려보
는 것(구현화의 단계)이 유연하게 이용되어 상호 작용할 때 시각적 사고가 가장 잘 되고, 이
러한 바탕에서 비로소 창의력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과학교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
키기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라는 명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해답은 이제는 명확하다. 학생들에게 많은 볼 거리(TP자료, 시연자료 등)와 해볼 거리

(실험 뿐 아니라, 완구나 의미있는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
창의력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과학교육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국 속담 하나를 들어보고자 한다.
I hear, I forget.
I see, I remember.
I do, I understand.
(廳則易忘, 視則不忘, 行則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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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학습 원리
<기획논단>목표별 열린수업

조영태
Ⅰ. 서 론
모르긴 몰라도 원리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렇다
면 그것은 얼마나 혹은 어떻게 중요한가? 이보다 먼저 제기하여야 할 질문이지만, 그것은
무엇이고 그 맞은 편에 있는 것, 즉 원리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할 만한 대답이 있다. 학교의 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
들이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 혼자 생각해 보거나 토론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질문
에 대한 답이 당장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어보면 그 분들도 대체로
만족할 것이다.
우선 원리라는 것은 학자들이 애써서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되, 일단 그것이 발견되
거나 발명되기만 하면 그것은 그동안 투자된 노력에 상응하는 값을 한다. 그 값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의 맞은 편에 있는 것은 방금 말한 현상이라거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 즉 보통 사실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사실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
어지는 것이요, 또한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는 것인 셈이다.
이제 이런 점을 교육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자. 원리의 맞은 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교육 상황에서는 단편적인 사실이라고 불리는 수가 많다. 그리고 그
것을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저절로 드러난다. 우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저 일러주고 외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
치라는 것도 대단치 않다.
그것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외워둔다고 하여도 사람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나 안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원리는 애써서 노력해
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되, 일단 누군가가 이해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안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곧 사람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원리 학습의 의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념 획득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원리의 학습은 개념의 획득과 다르지 않다. 사실의 학습과 원리의 학습 사이의 차이는 개념
의 한 사례를 배우는 일과 개념 자체를 배우는 일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다. 예컨대, 수
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영국의 수도는 런던, 중국
의 수도는 북경 등등 합창을 하듯 일제히 소리내어 수도의 사례들을 외운다. 그리고 그들
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시험을 치룬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도라는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수도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익히는 일, 즉 수도
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컨대 페루의 수도가 어딘지를 새로이 알게 되는
일과 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아이가 그 개념을 가지게 되는 일을 비교해 보

라. 수도의 사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는 일과 비교하여 볼 때, 수도라는 개념 자체를 알게
되는 일은 그야말로 사람을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수도라는 개념
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텔레비젼 뉴스의 태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예고한 요점을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원리의
학습이란 무엇인가? 원리라는 것은, 사실과 달리, 애써서 찾아 내거나 만들어 낸 것으로 무
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인 사실과 달리, 가르치고 배우기 힘든 것이나 제대
로 배우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 즉 안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
하고 찬성할 만한 대답이므로 결코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원리와 사실 사이의 차이나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Ⅱ. 사실의 배후로서의 원리 : 원리의 등급
빛의 직진의 원리라거나 만유인력의 법칙, 공리주의같은 것이 원리의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이들은 이상한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빛
의 직진의 원리가 이상한 소리라는 말은, 그 원리가 틀린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그 원리는 이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즉 그 원리는 이상한 관심을 나타내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태양이 높으면 그림자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데에 만족할 뿐,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하지 안하는다. 사람들은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 그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참으
로 신비스럽다거나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
라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중얼거리면서 왜?라고 질문한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관심이요, 이상한 질문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대답으로 빛의 직진의 원리와 같
은 것을 내어 놓는 것이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여 신비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
니다.
보통 사람들도 마술사의 마술 같은 것을 볼 때에는 신비를 느낀다. 즉,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는 신비를 느끼는 것이다. 마술사는 예컨대 사과로 하여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을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를 보고 왜?라고 질문한
다. 그러나 뉴튼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비를 느끼면서 왜?라고 질문한
것이다. 물론 그의 대답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다닌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꼭지가 떨어지면 사과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신비스럽게 여기면
서 그 사실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한 후에 얻은 답이요, 빛의 직진의 원리는 태양이 낮
으면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한 후에 얻은 답이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리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같은 요점을 근거로, 원리는 사실의 배후(背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학자들
은 사실의 배후를 파헤쳐 신비에 쌓여 있던 내막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제
기하는 질문은 이러 이러한 사실이 사실로 일어나고 있으니, 자연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
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원리와 사실을 직접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
움이 된다. 원리는 사실의 배후이다. 그러므로 원리와 사실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르기만 한가?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무엇때문에 원리를 추구하는가? 물론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원리
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
원리란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신비스럽게 여기고 왜?라고 질문하면서 그
것의 배후를 추궁한 결실이다. 여기에 원리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잠시 전에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원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은, 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이란 것은 아직 덜 설명된 것이요, 신비에 쌓여있
는 것이다. 우리가 그 배후를 추궁해 밝혀내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오리무중 속에 머물고
마는 그러한 것이다. 사실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이 글 서두에서 내린 규
정과 갈등을 일으킨다.
우리는 서두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
여 그것은 애써서 찾아내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사실이란 것은 현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기술이라는 주장
도 은연 중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은 사실이란 것은 현상 그 자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새로운 규정, 즉 사실은 아직 덜 이해된 것이라는 규
정에는 최소한 사실이라고 하여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만약 사실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있는 그대로
의기술이라면,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즉, 그 이상으로 원리같은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으
며, 또한 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점에서
사실이라는 것이 결코 있는 그대로의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역시 신비에 가려 있는 것이요 배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
에서 떨어져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요, 힘들여 만
들어 낸 것이다. 또한 사실이라는 것도 설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실도 원리이다.
(물론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 예컨대 태양이 낮으면 그
림자가 길어진다는 것이나 사과는 꼭지가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 온다는 것이, 사람들이 만
들어 낸 것이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러한 사실이 신비스럽다는 점을 깨닫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왜?하고 질문하면서 신비의 베일을 벗기거나 그 배후를 추
구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고마는 것이다. 아마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 한 때
는 사실이었다는 점 및 그것이 하나의 이론(천동설), 즉 원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위의 요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
이와 같이 사실도 원리라고 말한다고 하여, 그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가 제시한 설명
이 모두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원리가 있고 높은 수준의 원리가 있다
즉, 원리들 사이에 상대적인 등급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낮은
수준의 원리로서, 그것은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높은 수준의 원리에 의하여 설명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도 원리라는 이상의 요점을 교육 문제에 적용하면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인
가? 예컨대 단편적인 사실같은 것은 없으니 안심하고 가르쳐도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인가? 즉, 무조건적으로 외우게 해도 좋다는 시사를 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우선,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꼭지가 떨어지면 사과는 밑으로 내려간
다는 것도 원리와 동일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리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물론 안목이나 마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이라고 불린 것도 그러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은 순준히 학생의 상태에 달려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어지간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라면 사과에 관한 그러한 사실은 그야
말로 단편적인 사실의 의미밖에 가지지 않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라면 그러한
사실은 이해해야 할 대상, 곧 일종의 원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아
직 무게라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아마도 무게란 밑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성)을 가
지고 있지 못한 아이들에게라면 위의 사실은 일종의 원리인 것이다. 그 아이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무게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
문이다.
사실도 원리요, 모든 것은 원리이되 다만 등급이 있을 뿐이라는 이상의 요점은 이상과 정
반대되는 통찰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라고 부른 것이 일종의 사
실이 될 수도 있다. 원리도 사실이다.
먼저, 이 말은 만유인력의 법칙 등 보통 원리라고 불리는 것도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단
편적인 사실과 동일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그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라면 그러한 원리나 그와 유사한 원리를 또 다시 듣는 것
이 새로운 안목이나 마음을 형성해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리도 사실이라는 말은, 원리 자신도 더욱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의미
한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빛의 직진의 원리는 이른바 사실이라고 불리는 것의 배후를
추궁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들도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
는 다시 뒷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과학의 원리를 또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다.
Ⅲ. 원리와 그것의 표현
이와 같이 사실과 원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에서 상대적이다. 우선 같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단편적인 사실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안목과 마음을 제공하는 원리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내
용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그 밑의 사실에 견주어 보면 그 사실을 설명하는 원리가 되되,
그 위의 원리에 견주어 보면, 그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원리 아닌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원리 아닌 것
이 없는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원리라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중이다. 이때,
원리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책에 쓰여져 있는가?
혹은 교사의 말 속에 들어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여
책에 쓰여져 있는 글이나 교사의 말이 그 자체로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리라는 것은 안목과 마음을 제공하는 것이요, 안목과 마음을 이룩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원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나 마음 속에 있는 것
이다. 즉, 저자나 교사 등 그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글이나 말
은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원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원리를 사실과
대비시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과 대비시켜 파악해 보자.
원리가 안목이요, 마음이라는 말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누군가가 그의
안에 내면화해야 그 때 비로소 그것은 그의 원리가 된 것이다. 내면화대신 입문이
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원리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 안으로 입문되어야 그 때 비로소 그것은 그의 원리가 된 것이다.
같은 요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건대, 원리라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써서 보
는그러한 것이다. 원리를 내면화하였거나 그에 입문된 사람은 그것을 써서 사물이나 사건,
즉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것은 안경과 같다. 다만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안경의 경우에는 내 안경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없지만, 즉 내 안경이 있고
내가 따로 있지만, 원리와 개념, 안목, 마음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나를 이루는
것이다.
원리란 그것을 써서 보는그러한 것이라는 말은, 원리란 그것을 써서 본 결과의 보고
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그것을 써서 볼 것이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는 주관적인 원리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책의 글
이나 교사의 말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글이나 말은 그와 같이 표현된 것이니 만
큼 누구든지 그대로 따라 말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원리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생의 눈이나 마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의 입에 붙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는 그것을 써서 보는그러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리 그 자체와 원리의
표현에 불과한 말과 글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리 그 자체는 어떻게 배우는
가? 그것은 원리의 표현을 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원리 그 자체와 그것의 표현은 구
별되어야 하며 혼동되어서는 안되지만, 교육의 방법을 두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원리의 표
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거나 듣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
엇이건 표현해 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부라는 것은 선생이 표현해 놓은 원리를 보
면서 원리 그 자체를 추적하는 일이다. 학생은 저 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저러한 것이니, 저
분 눈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하는 식의 질문과 추리를 하는 셈이다.
물론 각별히 남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리를 표현하되 특별한 방식으
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는 일단 앞에서 말한 바 원리를 써서 본 결과를 보고하는 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무심하게도 원리를 써서 본 결과를 말해 주는 데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원리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애쓸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만
유인력의 법칙이란…, 빛의 직진의 원리란…하고 그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원리 대신에 개념이라는 것을 대입하여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
다.

앞에서 말한 바 원리를 써서 본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 개념을 사용하는 일에 해당한다
면, 원리 그 자체를 직접 전달하고자 애쓰는 일은 개념을 언급하여 정의하는 일에 해당한다.
수도라는 개념을 두고 말하건대, 개념을 사용하는 일이 예컨대 수도가 함락당하자 그
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라고 한다면, 개념을 언급하여 정의하는 일은 수도란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별히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는 원리나 개념을 직접 겨냥하여 전달하고자 애
쓸 수 있으며 실지로 교사들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 드러나는 것은 또 다
른 표현일 뿐이다. 원리 그 자체는 그것을 써서 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를 성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원리의 표현을 통해서 원
리 그 자체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개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현재 이르러 있는 상태를 존중한다거나, 그들로 하여금 흥미나 의문을 느
끼게 하여 스스로 원리를 찾아 보게 한다거나, 교사가 비유와 유추를 적절하게 사용한다거
나 하는 여러가지 요령이 있겠지만, 이런 요령을 전해 듣는 것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
지는 않는다.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과연 어떻게 원리
의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론적인 질문이다.
사실상 원리의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 단지 원리의 표현에 불과한 거사을 통하여 원리 그
자체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사실로서 일어나고 있으
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겠다.
일단 원리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때에 학생은 그것을 써서 보는 그러한 경
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학생은 지금까지 들어온 교사의 말들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서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원리는 물론 그가 만든 것도 아니요, 그가 처음 찾아 낸 것도 아니지만 그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독창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 소
유권 같은 것은 주장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것은 물론 자기 선생을 포함하여 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Ⅳ. 결 론 : 여러 층의 전망대
이상의 논의는 두 가지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실과 원리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무엇이 사실인지 원리인지 하는 것은 상대적이
다.
둘째, 원리와 그 표현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통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전망대의 비유를 써서 요약될 수도 있다.
원리 그 자체는 마음이요, 안목으로, 눈이나 안경에 비유될 수도 있지만 전망대에 비유될
수도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과
우리가 출발한 곳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떠나 온 곳은 그 동안 우리가 살아 온 마을로,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안 보이던 곳도 보이게 되고 모르던 것도 알게 되어, 마을은 또 다

른 풍경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전망대라고 할 수 있다.
전망대라는 것은 힘들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요, 힘들여 올라가서는 글자 그대로
전망하는 곳이다. 전망대란 그 곳에 서서 다른 곳을 보는 그러한 장소이다. 그것은 그 곳
으로부터 보는 그러한 곳이다. 이미 그곳에 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아래 쪽을 내려
다 보면서 마을 풍경을 말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보고가 전망대 그 자체가 아니듯이, 학자
의 글이나 교사의 말은 원리 그 자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리 그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원리의 표현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전망대에 오
르는 지름길 같은 것은 없으며 헬기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각별히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덤덤히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의 모습을 직접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
지만 전망대란 역시 그곳으로부터 보는그러한 곳이다.
일단 학생이 그 곳에 올랐다고 하면 그는 자기 선생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사
는 전망대에 놓여 있는 의자의 자리를 반쯤 내어 주어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옆에 나란히
앉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태여 전망대에 올라 와야만 하는가? 즉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보듯
그렇게 마을을 보면 안되는가? 이상과 같은 전망대의 비유는 이러한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 즉, 원리아닌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현상 그 자
체라는 것은 없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원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전망대를 찾아 힘들여 산을 오를 이유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유에서는
마을이 있고 따로 산 속의 전망대가 있지만 이는 비유일 뿐이다.
그 중 한 가지만 있는 것이다 마을만 있는 것이요, 그 마을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
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요, 그것이 학생들과 교사에게 서로 모습으로 보이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을만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이해하기 어렵겠으나), 산 중의 전망대만 있다
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대가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이는 마을 풍경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보통 원리라고 불리는 전망
대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 뒷 쪽에는 또 다른 전망대가 있다.
이상이 이 글의 요약이다. 이상과 같은 비유를 통한 요약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예컨대, 전망대가 여럿이 있다는 말은 안목이나 마음이 여럿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윗 쪽
에 있는 전망대는 아랫 쪽의 전망대를 포섭하는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는 과연 어떠
한 것인가? 등등.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리는 전망대로서 그곳에 서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
게 되어 사람이 변한다는 점이다.
많은 교사들은 이 글에서 다룬 것과 같은 교육학의 원리들에 대하여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거나 더불어 토론하지 않지만, 만약 그러한 일을 한다면 노력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받
게 될 것이다.1)

<기획논단>목표별 열린수업

열린 교육에서의 원리학습의 적용
허 경 철
Ⅰ. 서 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으
며, 그리고 가르칠 것이 언제나 너무 많아서 가르치는 내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가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우는 별로 흔
하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을 반성해 보는 경우, 언제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서 제기되는 질문으로서 교육의 항구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냐 하는 문제는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하는 것이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무엇을, 즉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느냐의 문제는 이와 같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
하여 깊이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고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문제
에 대하여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현재 대부분의 교육자들에 의하여 수긍되어지고 있는 하
나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용된 그 입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으로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지식, 기능, 태도이다. 우리는 아직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바람직한 지식, 바람직한
기능,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바
람직한 지식에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이 핵심 내용으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현재 이러한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
게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친다. 우리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롭고 유능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
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들은 여러가지 교과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들은 거의 대개 위와 같이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대부분은 `지식에 관계된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 시
간의 거의 대부분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각 교과별로 교과의 지식을 구성하고 있
는 여러가지 개념, 사실, 원리, 그리고 이론들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한다. 그리
고 나머지 일부 시간들을 소위 기능과 태도를 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물론
여러 기능이나 태도의 학습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에 교사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지식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무

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은 별로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 있다. 즉, 지식 중에서는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
해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념, 사실, 원리, 이론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대체로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 역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제기는 한 단계 더 진행
될 수 있다. 즉, 개념, 사실, 원리, 이론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개념이나 사실, 어떤 원리나
이론을 가르쳐야 하느냐와 같은 문제가 등장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될 수 있는 대
답을 끌어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특정 종류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러한 지식 중에서 특
히 특정 개념, 특정 사실, 특정 원리, 그리고 특정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우리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특정 지식들이 과연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특정 지식의 학생 개인에 대한 적합성과 사회 발전에
의 기여 정도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에의 효율성인 것이다. 즉, 내가 현재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은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인가, 또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리 교수 방법은 원리를 가르치는 교수 방법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중에서 `원리에 대한 교수-학습문제를 다룬다. 학교에서의
수업 상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열린 교육 방법 하에서 수업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열린 교육이 아닌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원리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수업 상황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 상황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언제나 충족되어져야 할 측면들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가 그것이다. 만약 교사 자신이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불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원리는 제대로 가르
쳐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리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이다.
어떤 상황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나 학생은 원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교사나 학생이 원리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원리 학습은 언제나 불
충분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리 학습의 조건에 대한 지식들
도 중요하다. 원리학습의 조건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불충분하다면 원리학습은 성
공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원리가 가
르쳐지든 원리가 잘 가르쳐지기 위한 필요조건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점
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원리란 무엇인가?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원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배
우려는 학생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결국은 교사를 통하여 원리의 내용과

의미를 배우게 되므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교사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 된다.
원리의 의미(개념)는 여러 유형으로 진술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원리란 `둘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진술문
에 나타난 내용은 원리이다. 이 문장에서 `물, `위, `아래, `흐른다 등은 모두 개념이
다. 이 4개의 개념들간의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 나타난 의미는 원리인 것이
다.
그러나 둘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계를 나타낸 모든 것들이 다 원리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든지 `코스모스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에 나타난 내용들은 원
리라고 할 수 없다. `한국, `수도, `서울 그리고 `코스모스, `아름답다 등은 모두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
서 이런 문장에 나타난 의미가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코스모스는 아름답다나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가 원리가 아닌 이유는 이 두 문장
이 의미하는 내용이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는 아
름답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어느 개인의 느낌이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스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스가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보편적인 사실이
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진술은 사실에 관
한 진술이기는 하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사실을 나
타내는 문장인 것이다.
한 가지 특수한 현상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진술문을 우리는 원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러므로 이 두 진술문들은 개념들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는 하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상과 같은 설명에서 충분히 암시되었듯이 원리란 개념들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는 하되
그 의미가 일반적,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문장이 의미
하는 사실(현상)은 일반적, 보편적인 사실(현상)이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은 펌프나 모터를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만 있는 특수한 현상이지 모든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물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은 원리인 것이다. 원리라는 용어의 이와 같
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원리란 `보편적 또는 일반적 사실이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사실이나 현상을 우리는 `원리라는 용어 이외에도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사계절의 순환을 우리는 흔히 `자연의 규칙이니 또는 `
자연의 법칙이니 하는 말로써 표현한다. 이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
을이 오는 현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항상성, 일반성, 보편성 때문에
붙혀지는 이름인 것이다.
사계절의 현상을 `자연의 원리라고는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원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기
본적으로 규칙이나 법칙이란 용어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세가지
용어들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말들이다.
원리란 `일반적 사실을 의미한다는 말의 뜻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
사실과 반대되는 `개별적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수네 개는 고기를

잘 먹는다라는 진술에 나타난 내용은 실제로 철수네 개가 고기를 잘 먹는 경우, `개별적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은 철수네 개 이외의 다른 개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는 아무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는 고기를 잘 먹는다
라는 문장에 내용은, 실제로 모든 개가 고기를 잘 먹는다는 것이 사실로서 밝혀진 경우, `일
반적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사실이 바로 원리인 것이다. `개는 고기를 잘
먹는다 또는 이와 비슷하게 `개는 육식동물이다라는 일반적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개에 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한가지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셈이 되고 그러한
지식에 의지하여 개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계 또는 `일반적 사실 등으로 정의되는 원리(법칙, 규칙)는
if ～ then～ 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실이 원리라고 하면서도 그 내
용을 if ～ then～ 의 형식으로 진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원리가 아니다. 예컨대, 위에서
원리로서 인용된 개는 육식을 한다라는 문장은 만약 어떤 동물이 개라면, 그것은 육
식을 할 것이다라든가 또는 만약 어떤 동물이 개라면, 그것은 고기를 잘 먹을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진술될 수 있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내용은
원리인 것이다.
원리를 `일반적 사실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는 것은 원리를 `개별적 사실들간의 관계
(또는 관련성)라는 진술로서 정의할 수 있음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개별적 사실들간의 관
계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철수네 개는 고기를 잘 먹는다는 개별적 사실이다. `순이네 개도 고기를
잘 먹는다 그리고 `영희네, 영식이네, 경철이네 개도 고기를 잘 먹는다와 같은 진술에
나타난 사실도 모두 개별적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개별적 사실들간의 공통적인 관계(관련
성)가 바로 `개는 고기를 잘 먹는다 또는 `개는 육식동물이다라는 일반적 사실로서 진
술되고, 이러한 일반적 사실이 바로 원리인 것이다.
원리는 개별적 사실들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보다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
런 의미에서 성격이 다소 다른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본다. `철수는 지능지수가 높다라
는 문장이 의미하는 사실은 개별적 사실이다. 그리고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사실도 개별적 사실이다.(물론 철수의 지능지수가 과연 높은지, 그리고 철수가 과
연 공부를 잘 하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하고, 조사한 결과 모두 그렇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사실인 것이다.) 이 두 개별적 사실은 현재로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별적 사실에서 어떤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철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라는 일반적, 보
편적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진술문의 내용은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므
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공부 잘 하는 여러 학생들의 지능지수를 조사해 본다.
그 결과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모두(혹은 대체로) 지능지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진술문은 일반적 사실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반적 사실(또는 이러한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일반적 진술문)이 바로 원리인 것이다.
Ⅲ.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가치있고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다. 진술한대로 지식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개념에 대한 지식, 사실(단순)에 관한 지식, 원리
에 관한 지식, 이론에 관한 지식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원리를 가르쳐
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리가 바로 `일반적 사실에 관한 지식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개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그리고 개별
적, 단편적, 특수한 사실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역시 많은 시간을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우
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이었다. 단편적인 지식, 즉 개별적 사실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르
치는 교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들의 무용성 또는 비효율성에 있다.
단편적, 개별적, 특수한 사실에 관한 지식들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 설명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
또는 통제하는 데에 그러한 지식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러한 지식들은
인간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풍부하게 하는데 별 기여를 못하는 것이다. 지식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도 훨씬 가치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치있는 지식 대신 가
치가 없거나 조금 밖에 없는 지식을 가르치느라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전술한 대로 원리는 개별적, 단편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 사실에 관한 지식
이다. 일반적 사실에 관한 지식, 즉 원리(또는 법칙)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때로는 예
측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을 문명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과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학문의 발전은 원리와 법칙의 새로운 발견이나 응용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다. 원리의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원리 학습의 중요성
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원리가 어떻게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현상을 예측하게 하며 때로는 통제도 가
능하게 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 예를 든대로 `철수의 지능은 높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다.(이러한 지식은 지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개별적 사실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철수라는 특수 개인
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실 하나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어떤 다른 지식들과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거나 효용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단편적 사실에 관한 지식에 반해 일반적 사실에 관한 지식, 즉 원리에 관한 지식
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라는 진술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여러 현상에 적용되는 일반적 사실임이 밝혀져 하나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
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원리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은 효능성을 지닌다.
첫째, 이 원리를 앎으로써 우리는 철수가 왜 공부를 잘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즉 철수가 공부를 잘 하는 현상을 이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리, 법칙이다. 그런데 철수는 지능이 높다. 그러므로 철수는 공부
를 잘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원리를 앎으로써 우리는 `철수는 왜 공부를 잘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철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상을 이해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중의 하나이고 원리는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원리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

을 때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영수라는 아이가 있고 우
리는 현재 그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이의 지능이 높다는 사실 한 가지만
은 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가 위의 원리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그 아이는 공부를 잘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위의 원리가 진실(진리, 사실)인 정도만큼 우리가 하는 예측은 정확한 의미있는 예측일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게 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게 해 준다. 예측은 예언이다. 예언의 효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다. 원리는 이러한 예측과 예언을 가능하
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통제할 수 있게 해 준
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A라는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가견을
가질 수 있다. 즉, 그의 지능을 높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A라는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지능을
높이면 된다는 제안은 효능성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그 질문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다
시 제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라는 문
제는 지능의 발달과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그 원리에 입각하
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다 간단한 예로 `모기는 뇌염을 전염시킨다라는 명제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알고 있
기 때문에 우리는 뇌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즉,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며,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원리를 앎으로써, 그리고 그
것을 우리가 부딪치는 온갖 사물과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때
에 따라서는 현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리야말로 인간 발전의 진정한 도구인 것이다. `지식이 힘이다라는 명제는 바로 원리의
이러한 효용성을 두고 한 말이다.
Ⅳ.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원리의 이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쳐
야 할 것인가는 분명해진다. 개별적, 단편적, 특수한 사실에 대한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르
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일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일반적 사실, 즉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우리가 여기서 원리라고 말할 때는 `이론
도 포함된다. 이론이란 정의상 `연역적으로 연결된 원리(법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원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원리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즉 원리는 어떻게 가
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로 집중된다.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기본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언급한 원리의 개념과 그 효용적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만으로 원리를 잘 가르칠 수는 없다. 원리를 잘 가르치는데 필요한 특수한 기술
이나 지식 또는 특별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상 원리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잘 가르쳐
야 한다는 점이다. 원리는 전술한 대로 `개념들간의 관련이다. 그러므로 원리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을 잘 가르치는 일은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개념을
잘 가르치기 위한 조건 역시 단순하지는 않아서 본 고에서 상론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개념의 의미와 개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개념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숙지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 개념 학습의 이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개념에 대
한 기술은 본 고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가르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기때문에 필자는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념학습 이론을 먼저 공부하라고 권유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원리의 예,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에서 이 원
리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혹은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지
능이라는 개념과 `공부라는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고 깊이있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리
하여야만 지능과 공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잘 가르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을 원리와 관련지어 가르치는 것이 개념을 잘 가르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원리를 잘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원리를
가르칠 때 교사의 우선적인 관심은 학생들이 그러한 원리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가에 놓여진다. 이러한 교사의 관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사는 이러한 관심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배운 원리를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배운 원리를 잘 활용하여 현상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현실에서 부딪
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만약 원리를 배우고도 전혀 활용하거나 응용하지 못
한다면 원리를 배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활용
적 가치가 전혀없는 개별적, 단편적인 사실들을 배운 것과 동일한 것이다.
배운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으려면 원리를 적용할 문제의 종류와 성격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원리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리를 적용해야 할 문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원리
를 적절히 변형시켜야만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원리를 배우고도 원리를 어
디에,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원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가 구성된 배경, 원리가 만들어진 과정, 원리가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까지 모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원리를 깊이있게 가르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원리를 입으로만
알 뿐 실제의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원리학습 과정과 지도의 실제
<기획논단>목표별 열린수업

이 영 환
Ⅰ. 들어가는 말
교육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그 방법과 절차도 더
욱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다. 다가올 21C는 정보화, 세계화로 특징 지워진다. 그만큼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이 창출될 것이고, 변화의 속도도 엄청날 것이며, 무한 경쟁의 소용돌
이가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대안을 탐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모든 지식을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 즉 절차적 지식이야말로 오늘날 학교에서 가
르쳐야할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Bruner의 `교육과정을 해설한 사또 사브로는 좥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은 실로 새로운 학
력 바로 그것이며, 학습하는 방법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다좦라고 말함으로써 학습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방법의 학습이 학습지도의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된 이상 이러한 전략을 수
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학습방법의 학습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으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
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지도의 새로운 방법,
즉 스스로 학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의 중요성을 그대로 웅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스스로 학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 그것은 새로운 특별한 학습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학습지도 방법들 속에서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치 최근의 새로운 교육사조인양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열린 교육과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원리학습이 있다고 하겠다. 열린 교육은 어쩌면
이제 마지막 학습지도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학습지도 방법의 총화라고 하겠다. 이러한
열린 교육을 현장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려면 열린 교육의 전제 조건이 되는 원리학습을 이
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리학습의 특성과 원리학습의 지도실제를 통하여 열린 교육과의 접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알아보려고 한다.
Ⅱ. 원리학습의 특성
1. 원 리

Merrill은 원리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한
사물의 변화와 다른 사물의 변화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리는 또
한 그것이 갖는 사실성과 진실성 여부와 그 증거의 양에 따라서 가설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명제가 되기도 하며 규칙, 통칙, 원칙 또는 나아가 하나의 법칙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Gagne는 두 개 혹은 둘 이상의 개념간의 관계를 원리로 설명하고 있고, 박성익은
원리는 항상 특정 상황이나 문제사태의 해결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원리라는 것은
원리 자체의 단순한 진술문이 아니라 특정의 문제사태에 대해 특정의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력을 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에서는 ⑴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진술한 것,
⑵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 ⑶행위의 근
본이 되는 규범. 수업에서는 원리를 단순한 언어적 진술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에게 제공되
는 자극사태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극 부류에 대해서 규칙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적 상태로 파악하려 한다. 예컨대 덧셈의 교환법칙에서 [3+2=2+3], 즉 [a+b=b+a]같이 숫자
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좥덧셈의 교환법칙좦이라
는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원리란 다양하고 무수한 변화 속에서 어떤 행동의 일관된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개념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리 학습
다양한 사태에 적용되는 지적 기능의 하나로서 보통 원리는 `1인치는 2.54센티미터와 같
다라는 언어적 진술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리를 진술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원리 전체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된 능력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그의 학
습성취에서 그 원리에 따라 할 수 있을 때 그 원리를 학습했다고 한다. 다른 말로 원리는
언어나 수학의 기초를 사용하여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학습된 능력이다.
교육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양의 학습이 원리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원리를 배움으로
서 읽기, 쓰기, 짓기, 연산, 수학의 등식유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나이든 학생은 원
리를 배움으로서 부피, 시간, 거리 등의 지리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성취
를 보여줄 수 있다. 학습된 능력으로서 원리는 한 항목에서 학습성취를 이룸으로서 그 사물
의 항목에 속하는 사물 전체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만들 때 <ly>를 덧붙이는 규칙을 적용하여 <joyful
busy>대신 <joyfully busy>라고 쓸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학습한 어린이는 모
든 형용사 수식어는 보통 <ly>라는 말꼬리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영
어의 모든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학습을 할 때 형용사의 항목 전체에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학습된 원리는 학습자의 능력을 무한히 확대시켜 준다(R.M.Gagne,
1974).
원리학습은 학습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잡한 자극 사태들을 단순화시켜줌으로써 학습
자들에게 문제해결력을 신장시켜주고 나아가 파지력과 전이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경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자극 대상의 확인이나 재인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하나의 자극 사
태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속성의 일반화나 유목화를 가능하게 한다. 즉, 유사한 자극 사태
들간의 변이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의 유목화를 시도함으로써 경험자극들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유사한 사태에 적용함으로써 적용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일단 원리를 학습하게 되면, 그 원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 자극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원리의 활용이 용이해지고, 대상이나 사태들의 관계성, 계열성, 위계
성 등을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원리의 획득을 촉진시킨다(J.S.Bruner,
J.J.Goodnow, G.A.Austin, 1956).
원리를 내재화하여 개인의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준의 학습, 원리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자극에 대해서는 특정한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재적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재적 상태의 형성이 곧 원리의 학습이 된다. 원리를 진술하고 있는 문장의 단순
한 진술 또는 기억과는 구별되는 능력이다. 예컨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높이×1/2이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언어적으로 대답할 수는 있어도 실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원리의 진술문을 기억해 낸다고
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원리학습을 위해서는 ①학습이 완성되었을 때 학습자가 보아야 할 행동의 형태를 알려주
고, ②이전에 학습된 것이면서 원리를 구성하는 개념의 재 진술을 학습자에게 자극하고, ③
학습자에게 개념을 적절한 순서로 조합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진술을 하며, ④질문의 방식으
로 학습자에게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시범 보이도록 하며, ⑤학습이 끝난 후에는 원리
를 언어적으로 진술해 보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교육학 용어사전, 1994).
결국 원리학습이란 독립적인 학습이라기 보다는 개념학습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문제해결
학습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학습한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생활적응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학습 인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Ⅲ. 수학과 원리학습의 지도 실제
1. 원리학습 수업절차
a. J.P.Decco, W.R.Crawford의 원리학습 지도단계
[1단계] 학습자가 원리학습을 마친 후에 학습자가 보여야 할 행동을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기대하는 성취목표나 교수목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제시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고 학습활
동에서 불필요한 능력을 최소화하게 한다. 그리고 원리학습에서는 학습목표가 2차적 인지기
능을 요구하므로 학생들에게 인지정보처리 과정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새로운 원리를 학습시키고자 할 때, 어떤 개념 또는 하위원리를 재생시켜야 할 것인
가를 결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학습위계의 분석을 통하여 하위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학습시커야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그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에 학습자가 그 개념들을 획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학습자의 출
발점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되는 원리가 일단 학습되었을 경우 그것은 더 상
위의 원리를 학습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3단계] 원리의 구성개념이나 하위원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즉,
원리의 옳은 적용과 틀린 적용간의 차이를 변별시키도록 예나 비례를 동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습해야 할 원리가 포함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이나 하위원리들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학습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단계] 개념을 적절한 순서로 통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개념의 접근과
개념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5단계] 학생들에게 학습한 원리를 충분히 설명해 보도록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개념 및
원리의 속성을 토대로 주어진 학습과제를 변별해 내기보다는 오히려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원리학습을 숙달시켜 주어야 한다.
[6단계] 원리의 파악 여부를 알아보고자 학습자에게 완전한 진술을 해보도록 요구한다. 교사
가 학생에게 원리의 진술을 요구할 때, 간단한 원리는 언어화하도록 해도 좋으나, 복잡한 원
리는 하위원리들로 분할해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단계] 원리학습의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해 본다. 학생이 학습한 원리에 대하여 충분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새로운 원리를 어느정도 획
득했는지도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의 지도방안을 개선시켜 주고 학
습자에게는 자신의 학습결과를 파악하게 해서 후속되는 학습활동에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주
게 된다.
[8단계] 원리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교사는 즉시적이고 계속적으로 강화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한편, 학생에게 연습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b. R.M.Gagne의 원리수업을 위한 수업사상
[1단계] 학습이 종료될 때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성취수행의 유형을 통지
[2단계] 이전에 학습한 것 중에서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재진술 또는 재생할 수 있
도록 질문을 제기
[3단계] 학습한 개념들을 적합한 순서대로 종합하여 새로운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언
어적 단서를 제공
[4단계] 원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하나 이상 실증해 보도록 하고 각각의 정오 여부에
대한 피드백 제공
[5단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후속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학습한 원리를 구두
로 진술하게 하는 질문을 제기
[6단계] 새로 학습된 원리의 파지촉진을 위해 `분산복습의 기회 제공, 원리의 재생과 실증
을 위해 새로운 여러 사례들을 제공
2. 수학과 수업의 일반적 절차
[1단계] 문제파악의 단계
도입단계로서 본 수업의 핵심적인 학습문제를 밝혀주고 이와 관련된 기습사항을 말해주면
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목표를 확인시킨다.
[2단계] 탐색의 단계
예상과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선수학습내용을 상기시키고 기호나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시
키며 학생은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교사의 조언을 들으면서 자유로운 발상과 토의 기회를
갖는다.
[3단계] 해결의 단계

계획된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학생은 선수학습내용을 적용
하여 구체 조작에 의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원리법칙을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
서 발견하게도 된다. 이 때 교사는 기호나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지도하여 개념형성과 학습
과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적인 발문을 하여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 단계는 탐색의 단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 음미의 단계
학습과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모순없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음미하
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우선 해답의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해 봄은 물론 답이 맞았다 하더라
도 해결과정 속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없었는지 살펴본다. 만약 결과와 과정에서 문제성
이 발견되면 원인을 분석하여 예상과 계획에 차질이 있었으면 탐색단계로, 해결 상에 결함
이 있었으면, 해결단계로 되돌아가 재출발하도록 지도 조언한다.
[5단계] 연습의 단계
해결, 음미의 단계를 통하여 습득된 학습내용, 즉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기능이 숙달되도록 반복 연습하고 또 의미있는 기본 문제와 응용문제를 제시하
여 연습하게 한다.
[6단계] 평가 및 정리의 단계
학습과제를 수업하고 난 후에 학습된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 학습한 개념, 원리, 법칙을 학
생의 지적 체계의 일부로 구조화하고 내면화하여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고 일반화 할 수 있
도록 하는 단계이며, 또 수업 결과에서 느낀점을 교사자신이 반성하고 학생의 학습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평가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2. 원리 학습
도 입
(실존적 만남)
1. open mind
2. 학습목표 및 관련 학습 전개
3. 학습문제 제시
4. 출발점 행동 진단 및 처치
5. 확산적 발문
6. 자주적 학습 설계
문제 파악
전 개
(다양한 열린 수업
유형 적용)
7. 자기 주도적 또는 협력 학습 전개
쪾코너학습
쪾물레방아 학습
쪾직소학습

쪾짝짓기 학습
쪾개별학습
8. 어아디어 발표
정보 수집
예 상
실험(검증)
발 견
결 정
(정의 및 정리)
9. 개념, 원리, 법칙의 정의 및 정리
10. 일반화 및 형성평가
법칙화
일반화
발전문제 적용
종 결
(실존적 만남)
11. 수업반성과 실천 다짐
12. 차시 예고
13. 학습과제 제시
일상생활 응용
일상생활 실천
이상에서 살펴본 수업의 절차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업절차의 비교
단계
원리학습 수업절차
Decco, Crawford
Gagne
수학과 수업의 일반적 절차
열린수업 절차
1 교수목표 기술단계 학습목표 도달시 기대되는 행동 일람 문제파악
2 새로운 원리학습에서 재생되어야 할 개념과 하위원리 결정 단계
원리를 구성하며 이미 학습한 개념의 회상을 시키는 질문을 함
탐 색

도

입

3 개념의 재생 조립
4 개념을 적절한 순서로 결합하도록 돕는 단계
새로운 원리를 하위개념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언어적 진술로 된 단서의 사용
해 결
전 개
5 원리의 완전한 습득을 요구하는 단계
원리 이해의 구체적 증거 요구
(학습원리 구두 진술)
연 습
결 정
6 학생이 원리학습을 증명하는 단계
8 연습과 강화를 제공하는 단계
학습 후 간헐적 복습기회 제공
정 리
종 결
4. 수업의 실제
a. 단원의 연구
⑴ 단원명 : 6. 원과 부채꼴의 넓이
⑵ 단원의 개관
1, 2학년에서는 원을, 3학년에서는 원의 각도와 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의 관계를 학습하
였다. 그리고 5학년에서는 삼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둘레와 넓이를 학습하였
다.
본 단원에서는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한다. 여기서는 먼저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지
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가 일정함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원주율을 이해하게 한다. 원을
여러 조각으로 한없이 잘게 등분하여 붙이면 점차 직사각형 모양이 됨을 이용하여, 원의 넓
이를 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원의 부분으로서 부채꼴을 이해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한다. 또 정다각형을
이해하게 하고, 원의 중심각을 등분하여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게 한다.
⑶ 학습계열
선 수 학 습
쪾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3-2-3)
쪾다각형의 넓이(5-1-6)

본 단 원
쪾원주, 원주율, 원의 넓이
쪾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쪾정다각형
후 속 학 습
쪾원기둥의 부피(6-1-7)
쪾원 그래프(6-1-8)
쪾원뿔, 회전체(6-2-5)
⑷ 단원 목표
a.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원주율임을 이해하고, 원주를 구할 수 있다.
b.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하고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c. 부채꼴, 중심각, 호를 이해한다.
d.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e. 여러가지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f. 정다각형을 이해하고 원의 중심각을 등분하여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
g. 정다각형의 한 변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⑸ 단원의 전개 계획
차시
주제
내 용 수업유형 지도상의 유의점
1 원주와 원주율
쪾원주의 개념 이해
쪾원주율의 개념 이해
쪾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 구하기
개별학습
쪾원모양의 물건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개념형성 지도
2 원의 넓이
쪾원을 잘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유도하기
쪾공식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 구하기
개별학습
쪾원을 잘라 직사각형을 만드는 조작활동을 통해 원리지도
3 부채꼴의 호의 길이
쪾부채꼴, 중심각, 호의 개념 이해․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기
협동학습
쪾원주 구하는 공식 활용
4 부채꼴의 넓이
쪾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개별학습

쪾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활용
5 여러가지 도형의 둘레와 넓이
쪾여러가지 도형의 둘레 구하기
쪾여러가지 도형의 넓이 구하기
개별학습
쪾수학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창의적 사고 자극
6~7 정다각형
쪾정다각형의 개념 이해
쪾정다각형의 한 변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구하기
쪾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 구하기
코너학습
쪾구체적 조작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8 연 습
쪾원주와 원의 넓이 구하기
쪾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쪾여러가지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쪾정다각형의 한 변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와 한 각의 크기 구하기
코너학습
쪾실제의 길이와 넓이를 직관케하며 해결력을 가지게 한다.
⑹ 단원의 평가 계획
본 단원 평가의 주요 내용은 원주와 원주율의 개념, 원주율 구하기, 원주와 원의 넓이 구
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여러 가지 도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기, 정다각형의
개념, 원의 중심각을 등분하여 정다각형 그리기, 정다각형의 한 변에 중심각의 크기와 한 각
의 키기 구하기 등이다. 지필 평가, 관찰, 질문, 구두 발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풀
이 과정을 설명해 보게 하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⑺ 원리학습의 본시 전개안
주 제 여러가지 도형의 둘레와 넓이
차시 5 / 8
대상 남: 여:
장
소
학습목표 태극기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자기 탐구하여 구할 수 있다.
단계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의흐름 시간 자료 유의점
교수목표 기술
쪾동기유발
쪾본시학습
목표파악
쪾마음열기-태극기 노래부르기

쪾노래와 관련된 학습문제 찾기
태극의 파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구해
봅시다.
3′
실물태극기 도덕교과서에 제시된 태극기
쪾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목표 의식, 성취행동을 검토하고 내적 강화를 얻게 한다.
새로운 원리학습에서 재생되어야 할 개념과 하위원리결정
과제분석
쪾원주의 개념
쪾원의 넓이 구하는 원리
쪾부채꼴의 개념, 호의 개념, 중심각의 개념
쪾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쪾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등과 같은 선행 필수요소 개념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개념들에
숙달했는지의 여부확인
쪾선수학습 진단
5′
OHP
보충학습지
쪾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개념을 파악한다.
쪾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한다.
개념의 재생
원리적용의 예 제시
쪾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72。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학생들
과 함께 구하여 본다.
2′
캠코더
쪾원리의 구성개념이나 하위원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적절한 순서에 의한 개념의 통합
개념 통합
문제 해결
쪾원주, 원의 넓이, 중심각, 부채꼴의 개념을 통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고, 태극기의 파란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쪾선택학습:교과서 82~83쪽에서 2문제 선택 해결하기
10′
도덕교과서에 제시된 태극기
교과서
쪾확산적인 발문을 통하여 사고를 확장한다.

원리 입증요구
질문
응답
쪾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뺍니다.
쪾식으로 나타내보세요.
10×10-5×5×3.14
쪾위 식을 계산해보세요.
5′
OHP
쪾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원리를 충분히 학습했는지 확인한다.
원리의 완전한 습득 요구
질문
응답
쪾태극의 파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였는지 말이나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원의 넓이의 1/2과 같습니다.
5′
조작활동을 할 수 있는 종이, 가위, 칼, 풀
쪾간단한 원리는 언어화하고 복잡한 원리는 하위원리들로 분할해서 진술한다.
쪾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검증 평가
학습 정리
쪾자기평가-자기평가문제를 제시한다.
쪾선택학습-교과서 82~83쪽에서 1문제 선택하여 해결하기
쪾형성평가-형성평가문제를 제시하니다.
5′
익힘책 90쪽에서 1문제 선택
쪾평가를 통해 교사의 지도방안 개선과 학습자의 학습강화
연습과 강화
보충학습
차시예고
쪾개별학습
- 추수지도
- 지식의 실천(원리의 적용)
쪾정다각형
5′
익힘책
쪾지속적인 강화, 연습기회 제공

쪾학습한 개념이나 원리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
Ⅳ. 맺는 말
미래사회는 자기주도적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개성있는 인간이 요구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기주도적이고 개성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학습자 중심
의 열린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열린 교육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으로 특징 지워진다.
창의성 교육은 인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측면이 강하고, 인성교육은 메타 인지적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학습은 개념학습과 문제해결학습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인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래서 교육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리학습을 열린 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
어진다.
또한 열린 교육의 전제조건으로서 원리학습은 매우 유용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
장면에서 본다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져야 할 가치가 충분하겠다. 즉, 원리학습은 문제상
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장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음미하고 반성하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준
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수업방법만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나 다양한 수업기술과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질과 그에 따른 수업원리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원리학습
을 전재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학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인차를 고려한 예습과제의 제
시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될 때 열린 교육은 성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수업이 교육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1) 출발점 보충 학습지
2) 자기탐구 선택 학습지
3) 형성평가지 등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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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IMF시대의 경제와 학교 교육
최 종 렬
Ⅰ. 서 언
IMF체제에 돌입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다. 급박한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국
내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능력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게 없다.
그래서 작년의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한
다.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하
루가 멀다하고 촌각을 다투어 경제개혁 조치들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경제의 신인도도 향상
되어 외환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황은 역시 과거의 악습에서 탈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짐작케 한다. 경제가 빈사상태에 있는데도 정치싸움만 하는 꼴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
유야 어떻든 한시가 바쁜 경제회생전략이 정치논리에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게다
가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경제가 회생하
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점검해 보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멕시코 금융위기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경제 교육과 관련
하여 몇가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Ⅱ. IMF체제 이후의 경제상황
한마디로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의 실
업자 수는 1백4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1백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물가는 급등 추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이미 목표치인 9％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은 실질 GDP성장률 목표치를 -1%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 또한 국내 경기상황에 따
라 추가 하향조정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와 구조조정의 지연, 그리고
노동계의 집회 움직임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다시 1,500원을 향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 또한 산업생산이 사상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장기 불황국면으
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는 측면은 경상수지부문과 금리부문이지만 이 또한 건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구제금융이후 경상수지 흑자는 매월 30~40억 달러로 크게 확
대되어 98년 1/4분기에 106.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증가에 기인한다기 보다
는 수입의 감소와 여행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하고 있어 수출주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리 또한 IMF와의 금리인하 합의로 17%대까지 하락했지만 경제불안 요인으로 인해 하

락세를 멈추었으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시중 실세금리를 떨어뜨리
고,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IMF체제에 돌입한 지 반년이 흐르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 변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정계개편 논의 및 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권이
정치논리를 앞세우면서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한국경제의 위기와 극복방안

국내 경제상황이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낙관적인 전망을 고집하고
있다.
IMF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경제가 99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4%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올해부터 흑자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멕시
코처럼 한국경제의 회생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여건을 보면 멕시코와는
분명 다르다.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가 있기 이전인 93년 0.7%, 94년 3.5% 등 저
성장의 형태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첫해인 95년 -6.2%까지 하락했지만 96년 5.1%, 97년
7.1%로 급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는 94~5년 8%대의 고성장을 시현하다가 작년
5.5%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3%대의 성장까지도 전망되고 있어 저성장시대로 접어드는 것
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산업기반이 와해되어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수지도 폐소화 가치하락으로 멕시코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 NAFTA가 발효
된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대외부문이 호황을 누리게 되어 대폭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98
년 1/4분기중 환율은 90%이상 상승한 것에 반해 수출증가율은 8.7%에 그치고 있으며, 경상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인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멕시코 정부의 개방적이고도 일관성있는 경제위기 극복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되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95년 70억달러, 96년 75
억달러, 97년에는 121억달러로 꾸준히 증대되어 갔다. 이에 반해 한국은 98년 1/4분기에 외
국인 투자실적이 5억 7천만달러에 불과해 전년동기 대비 73.1%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국
인 투자가들이 최근의 국내경제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도 멕시코의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되기 직전 2,276에서 2개월후 1,550까지 떨어졌
다가 3월부터 급상승하여 8월 2,517, 12월 2,778까지 상승하였으며, 그후 활황국면으로 진입
하여 97년중에는 최고 5,30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5월 16일 현재 352로
서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되어 10년만에 최저 주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수준
으로 떨어졌으며 증권시장 붕괴의 상황에 빠져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경제동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단지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었을 뿐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멕시코의 위기
극복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는 확연히 들어난다.
첫째,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멕시코 정부는 외환위기가 발생된 94년
12월 20일부터 다음해 3월 9일 이전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폐소화의 평가절하, 재정긴

축, 노․사․정협약 등 수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이미 때늦은 조치들로서 실효를 거
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3월 9일 멕시코 정부는 재정정책, 임금 및 사회정책, 통화 및 물가정
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3조치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재계나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 이를 집행해 나감으로써 멕시코 경제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환란 초기에 과감하고도 신속한 조치로 외환부문의 수급개선에는 어
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동안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경색현
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건실한 기업도 이자부담과 어음부도로 인해 점차 한계기업으로 전락
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 회복이 지연되어 외국투자가들은 신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의문
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제적인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세디요 정부는 94년 멕시코의 정치
사회 상황에 비추어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지속하기 보다는 민중에 영합하는 사회정책에 치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거품경제를 일소하고 경제를 다시 재건한다는 목표
하에 단․중기 계획과 더불어 6년간의 국가발전계획을 내외에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을 잃지 않아 신뢰회복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경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매주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재무부
도 매주 경제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에 나갔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가들은 아직 실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경제규제, 제도에도 없는 불필요한 관행, 한국인의 배타적
인 감성, 이러한 것들이 단숨에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실물부문에 직접
투자할 것을 검토중인 외국인들은 한국정부와 사회가 급증하는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
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불안이대대적인 파업으로 연결되고,
실업문제가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등돌리기 이전에 불확실성을 제거
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지
침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멕시코의 80년대 델 라 마드리드대
통령, 90년대의 살리나스대통령은 모두 정권의 인기나 집권당의 정권유지를 위해 종국적으
로 경제를 희생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세디요 현 정부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
된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집권당의 참패를 감수하면서까지 인기없는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정
책을 실시해옴으로써 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한 채
정계개편이다, 북풍수사다, 경제청문회다, 환란 책임규명이다 하여 경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6.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IMF경제위기는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인
상이다. 경제정책이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6.4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대기업의 정리해고와 기업도산으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경우 국민들은 새정부의 경제정책
을 불신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Ⅳ.

IMF시대의 학교경제교육 방향

1. 학교경제교육의 현실
한국경제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개방체제로 전환
한지 1년만의 일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추세였던 국
제화, 세계화에 늦게 눈을 뜨게 되었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에 대비하다 보니 한국경제의 체
질개선을 꾀하지도 못하고 좌초하고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에도 적용된다. 자나깨나 수
능시험 준비에만 총력을 기울여 왔던 교육기관들이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어떠
한 형태를 보일 것인가. 그 결과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교육분야인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3년동안의 학사일
정이 수능시험만을 준비하는 짜여진 수험준비 과정이고 보면 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유도하고, 경제적 사고에 입각한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기대하기 보다는
공통사회과목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원처럼 가르쳐야 하는 경제이론교육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교과서도 실제적인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보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는 수
험서처럼 제작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이라고는 생각
해 볼 수 없는 제도적 여건하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IMF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의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인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IMF체제를 극복
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2. 철저한 경제적 사고를 심어주는 교육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안 목적은 학생들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합리적
인 사고에 입각하여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즉, 비록 어린 학생들이지
만 미래에 가계를 영위하는 가장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 한나라 경제정책을 기
획하고 집행하는 경제행정가나 정책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사고를
심어주는데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행위를 가르치는데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
래의 소비주체로서 주어진 소득수준하에서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생
산주체로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가 하면 개인의 금융경제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
다. 또한 미래의 경제행정가, 정책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복리후
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케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해외 경제주체 측면에서 외국과의 무역의 이익이나 자본의 거래등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시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저 아껴써

야만 하고, 저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합리적인 소비행위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며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에 젖어 건전한 투자마인드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이 무작정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재능과 노력으로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 있는
10대 사장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좥월가의 신동좦이라 불리는 미국의
맷 세토(19세)를 알고 있다. 세토는 9살때 증권에 관심을 갖게 된 후 3년동안 도서관에서 증
권분야를 독학, 이를 바탕으로 열두살에 증권시장에 뛰어들어 연평균 35%의 수익을 올리는
놀라운 10대 소년으로서, 그의 책 좥월가 천재소년의 백가지 투자법칙좦은 세계의 베스트셀
러가 되고 있다.
3. 근검절약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
경제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
는데 있다.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 즉, 노동력, 자본,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면 개인의 부가 증대되는 동시에
한 나라의 국부도 증대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있으며, 부자들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학자들은 강단에서 돈벌이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터부시함으로써 교육자
의 기품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강단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할 때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금융상품 재테크 등과 같이 돈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기를 꺼리며,
또한 관심조차 없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행위의 가장 근본은 부자가 되는 것이며, 부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학교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의 스텐리와 댄코박사는 20여년동안 미국의 3백만 백만장자들을 연구하여 책으로 출
간한 적이 있다. 그들이 밝히는 미국 백만장자들의 외형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백만장자
들은 약 80%가 자수성가한 1세대 백만장자이며, 지독하게 근검절약하여 재산을 축적한 사
람들이다. 그들이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대부분 국산차를 타며, 일부 극소수만이 새모델의
차를 타고 다닌다.
백만장자들의 부인들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가계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라
살림을 해 나간다. 그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소득의 15%이상을 저축하고 있으며, 빳빳한 1불짜리
지폐를 받기 위해서 긴 설문지에 답하는 구두쇠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체면을 강조하고 경제적 안정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곧, 미
국의 백만장자처럼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결국 개인
이 부자가 되고 국가경제가 튼튼해질려면 미국의 백만장자들처럼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시절부터, 실천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4.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어느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컴퓨터에 관한 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다. 그러나 그 학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부모의 반대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했으며, 단지 친구들의 컴퓨터를 통해, 컴퓨터 서적을 즐겨 읽으면서 습득한 실력이 주위
로부터 박사라는 칭호를 받기에 마땅한 수준에 와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모는 경제적 능력
이 없어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너무 빠지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학시험때까지 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너무 원하는 나머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한다. 즉, 전과목 평균 95점
이상을 두번 연속 맞았을 경우에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반대방안을 제안했지만 그 학생은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결과는 두 차례 계속된 시험에서
97점을 맞게 되었고 약속에 따라 컴퓨터를 사 주었다.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학교공부
에 전념한다는 조건하에서 말이다. 요즘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분해하고 조립하는 자식을
볼 때마다 혹시 고장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 여간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비단 그 학생 부모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우리네 학생 모두의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질을 개발할 여유가 없
다. 본인의 소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기위주의 학과나 합격 가능한 학
과를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했으며, 설령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준비에만 몰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난 고도성장기에 산업화의 주역들을 양성하여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
한 바가 크지만, 자신의 직업관이나 인생관을 결정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
절에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
생이

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21세기 미래산업의 역군들이
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 지식이 선도하는 시대, 영상문화시대라고 부른다. 그것은 정
보, 지식, 문화와 같은 인간의 지적요소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생산요소로 작용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도 정보통신, 영상, 생활문화, 의료복지, 환경, 지식산업 등이 신산업으로 자리잡고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들 산업들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오늘날
과 같이 국경이 없는 세계화 시장에서는 인적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와져 무한한 공급능력
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신산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진
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교육연구>

계획서․보고서 작성과 좥이론적 배경좦의 논술 방법
류 택 렬
Ⅰ. 서 언
최근 연구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좥이론적 배경좦의 구성이다.
즉,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마치 시장의 잡화상과 같이 나열하여 두고 있어 이론
과 가설과의 논리적 추론 관계를 독자나 심사자가 구성해서 해석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이론적 배경이 좥이론적 배경좦으로서의 구실을 못한 것은 좥이론적 고찰좦과
좥이론적 배경좦을 구분하지 않고 좥이론적 고찰좦 결과 만은 제시하고 좥이론적 배경좦의
핵심(核心)이 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논술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연구자가 아무리 이론적 고찰을 충분히 하였다 하더라도 좥이론적 배경좦이 논리적(論理的)
으로 합당하게 논술되어 있지 않으면 이론적 고찰 결과는 `꿰지 않은 구슬과 같아서 보배
로운 좥이론적 배경좦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연구의 핵심(核心)이 되는 좥가설좦의 배경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가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좥이론적 배경좦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정적 결론(가설)의 전제가 되는 명제의 수준에도 문
제가 되고 있는데 일찌기 플라톤은 좥메논좦에서 명제의 성립조건으로 다음 네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성립조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신념 조건 : 명제를 믿는다.
②진리 조건 : 명제는 진이다.
③증거 조건 : 진이다는 증거 E를 갖고 있다.
④방법 조건 : E를 얻는 타당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좥이론적 배경좦은 명제가 진(眞)이다는 전제들로 부터 잠정적 결론(즉, 가설)
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 배경은 좥진술좦이 아니라 좥논술좦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고에서는 실천적 현장교육연구 계획서․보고서 작성과 관련 좥이론적 배경좦의 논
술방법을 제시하기 앞서 좥이론적 배경좦의 논술의 배경이 되는 좥구성 원리좦를 고찰하고
변인에 따른 소제목, 즉 절(節)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술 방법을 논의해 본다.
Ⅱ. 이론적 배경의 구성 원리
이론적 배경의 구성 배경은 논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식이 있기 마련이며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듯이 사고의 형식2) 즉 논리도 다양하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논리학의 존재는 이러한 공리에서부터 출발된다. 따라서 「논
리」의 유형은 수없이 많을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논리와 특수적 논리로 대변된다.

그리고 일반논리의 대표적인 것이 3단논법인데 3단논법에는 가언적 3단논법, 선언적 3단논
법3) 등이 있으나 본 고에서는 현장교육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3단논법의 표준형식인 정언
적 삼단논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대전제 M ― P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S ― M 철수는 사람이다
결 론 S ― P 그러므로 철수는 죽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보편적 지식이 진리라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대전제가
진리이면 필연적으로 결론은 진리임을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전제가 진리이면 추리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한 결론은 허위일 수 없으며 결
론이 진리라는 것은 단지 전제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전제가 되는 명제가 문제
가 되며 이러한 일반화된 명제로부터 연역하여 특수적,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
장교육연구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특수적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명제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가르켜 흔
히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현장교육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최첨단에
서 기초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귀납의 논리를 활용하여 일반화된 보편적 명제를 도출한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과 같은
데 귀납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여 논의한다.
대전제 : 영희, 순자, 명자, 영길은 사람이다
소전제 : 영희가 죽었다
순자가 죽었다
명자가 죽었다
영길이도 죽었다
결 론 :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와 같이 귀납법은 특수한 개별적 명제에서 일반화된 보편적 명제를 도출하지만 도출된
결론은 반드시 절대적 진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지식에서 귀납적으로 얻
어진 명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개연적( probable)이며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미
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귀납법의 이러한 약점때문에 현장교육에서 귀납의 논리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런데 흔히 귀납의 논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명한 학자이거나 선행연구자의
말을 열거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는 귀납
적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명제를 도출하는 작업이므로 학자나 연구자의 견
해나 말이 아니라 학자나 연구자가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대명제로 하여
현장한 특수한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학자의 말이 아니라 학자가 발견한 사실들의 논리적 관계가 진술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장교육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이 구성
하지 않고 독립변인를 대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을 대전제로 하는가의 문제는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정․오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방법을 찾는 연구를
시도한다면 종속변인을 먼저 제시하고 독립변인을 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러
나 책이나 선행연구물을 보고 소개된 방법을 자기 학급에 적용할 필요를 느껴 연구를 시도
했다면 독립변인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절실함을 어필하고 공헌
도를 부각 시킨다는 현장교육연구의 특성상 종속변인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구성한 현장교육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구성 사례를 제시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논리
대 전제
소전제

이론적 배경의 구성 모형
변인
내 용
종속변인
정의, ,특성 조건, 이론
독립변인
개념, 원리, 이론
독립변인
모형

잠정적 결론
x변인과 y변인과의 관계
쪾y변인과 관련 요소 요약 진술
쪾x변인과 관련 요소 요약 진술
쪾x, y관계 도표 및 진술
관계

개념
원리

비고
모형

주제 : 발견적 교수-학습 적용이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배경의 구
성 및 진술 방법)
논 리
이론적 배경 구성
진술방 법
비고
대전제
A. 탐구력 신장의 개념
탐구력이란 이런 것이며, 탐구력 신장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탐구력 신장을 위해서
는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한데 탐구력 신장을 위한 학습의 원리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쪾개념 정의
쪾조건 제시
쪾학습 원리
소전제
B. 발견적 교수-학습의 원리
발견적 교수-학습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며, 발견적 교수-학습원리는 이러한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쫛쫛쫛은 탐구력 신장과 관련되고 있다.
쪾개념 정의
쪾원리
쪾관련

C. 발견적 교수-학습 모형
발견적 교수-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모형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절차 방법
으로 진행된다.
쪾모형의 배경
쪾모형
쪾모형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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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발견적 교수-학습을 이렇게 적용하면 탐구력이 신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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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 배경의 구성은 변화를 바라는 종속변인을 대전제로 제
시하고 방법론적인 독립변인을 소전제들로 구성하여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구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흔히 이론적 배경에서 또한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독립자극변
인과 종속반응변인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극변인과 관련반
응변인이라 할 수 있는 변인을 잡다하게 제시함으로써 핵심을 흐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삼가
고 또 삼가할 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 뒤 둑이 무너지고 있어 논의가 되고 있다면 둑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야 할 터인데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쫛쫛쫛도 쫛쫛군 쫛쫛리에 관한 문제
부터 논의된다면 핵심이 흐려져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둑이 무너저 마을은 떠내려
가고 마는 것에 비유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Ⅲ. 소제목(절, 節)별 이론의 진술
A. 대전제로서의 종속변인(Y변인)의 진술
연구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바라는 교육의 목적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속변인은 항상 교육적 가치와 필요에서
출발되며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공헌도도 종속변인의 가치와 필요, 그리고 변화에 의해서 평
가된다.
따라서 연구에서 종속변인 개념은 이론적 배경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전제가 되는 종속변인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면 방안도 애매모호해질 수 밖에 없으며, 변화
에 대한 검증에서도 타당도 신뢰도가 낮아진다. 즉, 등산에서 정상이 애매모호하면 어떤 등
산로를 택할지가 애매모호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종속변인은 먼저 제시한 종속변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며 정의, 특성, 조건을 밝힌 다음 종속변인의 변화와 관계되는 여러 독립변인(필요
한 원리)을 제시한 다음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계되는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독립변인의 필
요성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시사해야 된다. 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이상의 관점을 비교적
잘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한다.
주제 :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실험학습이 과학적 탐구학습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Ⅱ. 이론적 배경
A. 과학적 탐구학습력 신장
탐구력이란 아이디어(Idea) 발견을 위한 지적 활동 능력을 말하는데 관점에 따라 문제 해
결력, 발견력이라고도 한다. 탐구(探求, inquiry)의 산물인 아이디어에는 `사실(Facts), 개념
(Concept), 원리(Principle), 이론(Theory)및 법칙(Law)6) 등이 모두 탐구의 사물에 속한
다. 그런데 아이디어, 즉 지식은 지식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조건, 즉 `신념 조건, 진리 조
건, 증거 조건, 방법 조건7)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탐구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혹은 이론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사실적․경험적 탐구, 사고의 명료화와 개념의 명확한
조작을 위한 형식적․논리적 탐구, 가치의 추구나 평가, 실천적 규범(혹은 원리)의 정립을
위한 규범적, 평가적 탐구 등이 있다.8) 과학은 주로 사실적․경험적 탐구 방법에 의하여 과
학적 지식을 발견․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정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9)
그러나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측정, 조건 통제, 실험 또는
관찰, 분류, 가설 형성, 실험 등 과학적 방법이 수없이 많다.10) 즉, 아이디어는 과정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탐구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각 과정 요소의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이란 과학자들이 어떤 지식을 발견한 바
로 그 방법이 아니고, 발견한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양식을 말하기 때문에 과학하는 절차
와 구별하고 있다.11) 그러므로 교육 과학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문제 발견에서 시작하여 문제의 중심 과제를 파악하
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의 정리 분류, 정보의 해결에 의한 가설
의 설정, 가설의 검료 해석하기, ⑥가설의 논리적 일관성을 적절한 법칙, 사실, 관찰 혹은 실
험에 의해 검증하기, ⑦정량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사고하기, ⑧사실, 가설, 의견의 구별,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의 구별, 모델과 모델이 기술하고자 의도하는 것과의 구별, ⑨과학
에 관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⑩친숙한 혹은 생소한 상황에 과학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기

의 10가지 탐구과정이 포함되어 있다.13)
문제 파악력
문제 의식
문제 분석
문제 제기
정보 수집력
쪾작동적 수집
쪾영상적 수집
쪾상징적 수집
가설형성력
쪾분류, 종합
쪾방법 및 결과 추리
쪾의사 결정
(판단)
실험쪾관찰력
쪾실험 설계,
조건, 처치
쪾검증, 도구
쪾해설, 해석
법칙 정립력
쪾종합, 평가
쪾요약, 정리
쪾결론의 정의쪾적용, 일반화
〈도 Ⅱ-3〉

과학적 탐구학습력의 개념 모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탐구 학습력을 과학적 아이디어 발견을 위한 사실적․경험
적 탐구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방법에 따라 구안한 다음과 같은 개념모
형을 말한다.
〈도 Ⅱ-3〉의 과학적 탐구 학습력의 개념 모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수집과
정과 가설 설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요하는 데 Walllals의 4단계 창조적 과정에서의 준비,
부화의 단계가 과학적 탐구 학습력의 요인과 깊게 관련되고 있어 창조 과정을 통한 가설․
실험학습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 한안진, 좥탐구과학교육좦, 서울:화신출판사, 1974, p.29.
7) 이돈희, 좥교육철학개론좦, 서울:교육과학사, 1983, pp. 227~263.
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좥교육학 용어사전좦, 서울:배영사, 1987. p.565.
9) 교대 교재편찬회, 좥초등과학교육좦, 서울:교육과학사, 1971, p. 74.
10) 상게서, p. 74.
11) 한안진, 전게서, p.23.
B. 소전제로서의 독립변인(x변인)의 진술
대전제에서 종속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필요하고 또 다음에 제시되는 독
립변인과의 관련을 시사한 진술에 따라 이제는 독립변인의 개념과 원리 및 모형 그리고 그
효과까지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대전제에서 탐구 학습력이란 학생이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가설을
설정한 다음 실험․검증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이런 능력은 결국 가설․실험
학습 과정 요인과 유사하므로 탐구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설․실험학습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했다면, 이 절(節)에서는 가설․실험학습의 정의, 특성, 조건, 원리, 모형 및
효과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럴 경우 독립변인의 절이 너무 방대해지고 또 연구의 핵심이 되는 가설과 직접 관계되
는 방법론은 독립변인의 모형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절(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형을 제시할 경우에는 모형제시 전에 모형의 배경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모형을
제시한 다음에는 반드시 모형에 대한 해설과 함께 그 효과를 선행연구 결과를 빌어 제시함
으로써 모형에 대한 긍정도가 높아진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주제 : Wallas의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실험학습이 과학적 탐구학습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B. 창조과정의 유형
창조과정은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Wallas의 창의적 산출 단
계설, Rossman의 발명적 사고 단계설, Dewey의 문제 해결의 단계설, Dewey의 단계설에
기초한 Osborn의 창의적 문제 해결의 단계설, 그리고 Wallas의 모형에 기초한 Anderson의
창의력의 수준에 관한 모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14)
즉 Dewey의 문제 해결 단계설은 `[곤란의 감지]쭻[곤란의 위치 및 의미의 파악]쭻[가능한
해결안의 암시]쭻[결과의 예상]쭻[해결안의 수락]의 모형15)을 제시하고 있으며 Rossman
의 `발명적 사고 단계16)는 [필요 또는 곤란의 관찰]쭻[문제의 형성]쭻[가능한 정보의 추
구]쭻[해결안의 형성]쭻[해결안의 검토]쭻[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쭻[새 아이디어의 검증]
`사고의 기술이라는 제하에 Wallas는 사고의 4단계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창의적인 산출
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4
단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준비(자료의 수집)]쭻[부화(무의미적 정신 작용의 진행)]쭻[조명(해결안의 암시)]쭻[검증
(암시된 해결안의 검토 및 발전)], 즉 Helmholtz나 Poancalae등의 발명․발견의 체험을 자

료로 해서 구상한 Wallas의 4단계의 창조적 과정17)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준비의 단계 : 문제를 의식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원인을 찾으며 문제 해결 활동
을 시작하는 준비적인 활동 단계를 말한다.
② 부화의 단계 : 마음속에 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골돌히 전심하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 목적을 향하여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가지 사고 활동이 계속되
고 있고 언제나 목적 달성을 위한 탐색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③ 조명의 단계 : 노력과 인내가 계속되는 사이에 갑자기 어떤 상념이 떠오르는 시기를
말한다. 계시 또는 영감(inspiration)의 시기라고도 하며 가능성의 범위를 발견하는 시기이다.
④ 검증의 단계 : 돌연히 떠오른 상념에 대한 검증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된다.. 또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
게 되며 창조 활동 가운데서 평가를 하는 완료기를 말한다.
위 Wallas의 모형은 여러가지 비판은 있으나 최근 열린 교육의 강조와 탐구에서 사고(思
考)의 고뇌가 없으면 탐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탐구학습은
자주적 학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 학습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村上芳夫는 `4
단계 8분절의 과제 학습 모형18)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Wallas의 모형이나 열린 교육과 관련된 과제 학습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수업
이 바로 가설 실험학습이다.
13) 박승재, 좥과학교육좦, 서울:교육과학사, 1985, p.385.
14) 신세호, 좥창의력 교육좦, 지력의 교육, 서울:배영사, 1973, pp. 318.
15) 상게서, p.319.
16) 상게서, p. 320.
17) Torrance, P. E., Guiding Creative Talent, Prentice Hall, Inc., p.17에서 김학수, 허창규
가 인용한 좥창조성 교육의 실제좦, 1969, p. 42.
18) 村上芳夫 主體的學習の發展, 明治圖書, 1963, p. 29에서 김학수, 허창규가 인용한 전게서.
C.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 실험학습 모형
가설실험이란?
⑴ 자연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제개념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⑵ text로 구성된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에 대한 예상을 세우게 하고 그 예상을 논리적으
로 정리하게 하여(가설) 토론시키며, 최후적으로 실험에 의하여 그것을 확인토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밟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자연 과학적 개념을 주체적으
로 습득하는 과학의 방법을 체득시키려는 것이며, 19)이 학습의 목적은
① 학습한 바 개념의 법칙을 자연 과학적 문제의 해결에 전이․활용하여
② 기본적인 과학의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③ 과학을 즐겨하는 심성을 기르고

④ 스스로 자연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 하는 주체적 자세를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

다.
이런 목적을 가진 이 학습의 원리를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과학적 인식은 실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과학적 인식은 단순한 경쟁에 의
해서가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연에 도전하며 추리하고 예상하며 실험에 의해서 확인
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 인식은 사회적인 인식이다. 실험 계획을 세우거나 예상을 하는 일들을 반드
시 혼자 해낼 필요는 없다. 자기의 의견을 수락시키고 남의 제안을 받아 들이는 토론과 같
은 사회적 활동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셋째, 과학적인 사고력은 과학상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교육으로서만 길러질 수 있다. 일
반적 기초의 개념만이 과학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 이 개념이 확립되어
있음으로써 스스로의 체험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현상을 해명해 낼 수 있다.
이 학습의 과정을 다음에 몇가지 단계20)로 나누어 간단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

제 → 예상(가설) → 토

론→실

험

① 문제 제시의 단계, ② 예상을 세우는 단계, ③ 가설을 세우는 단계, ④ 토론의 단
계, ⑤ 실험의 단계, ⑥ 자기 평가의 단계, ⑦ 정리의 단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llas의 창조과정을 열린 교육과 과제 학습 그리고 가설 실험학
습에 따라 재구안하였는데, 이것을 학교 학습 및 가정 학습과 관련시켜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다.
19) 이중희, 좥학습형태와 지도법좦, 서울:교학사, 1970, pp.413~414.
20) 이중희, 전게서, p.424.
가 정
준 비
부 화
조 명
문 제 제
시
정
보 수 집
과 제 (예상) 발 표 (분단)
과 제
학 교
검 증
토
론 (전 체)
가 설
설 정
실 헌 및 평 가
정 리 (정 의) 하 기

일 반 화 (적 용)
수 업
〈도 Ⅱ-4 〉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 실험학습 모형
이 모형이 일반적인 가설 실험학습이나 ,과제 학습과 다른 것은 문제 제시가 도입 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결 단계에서 문제 제시가 이루어지면서 가정 학습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조명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실제 단위 수업시간에는 검증적 학습 전개가 이루어
지는 점이 크게 다르다.
C. 잠정적 가설로서의 변인 관계 진술
이론적 배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이 x변인과 y변인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절(節)이
다. 그런데 현장교육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나열이라는 비난
을 듣는가 하면, 독자 또는 심사자가 머리속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논술하고 가설 설
정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 두 좥두 변인간의 관계좦가 생략되면 가설 설정의 근거가 생략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절(節)은 x․y변인 관계를 밝혀 가설설정의 직접적인 배경, 즉 결
론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절에서는 각 절에서의 개념이나 원리를 요약하고 좥두 변
인간의 관계좦를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 설명을 하고 그 효과를 선행연구를 빌어 진술한다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논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실험전에 이미 가설이 긍정적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변인의 요인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행목표별 투입변
인, 즉 실천사항과 검증 및 평가 요인을 선정하는데 매우 긴요한 정보를 암시하는 결과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두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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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탐구학습력이란 과학적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사실적․경험적 탐구활동이라고 정
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문제 파악력→정보수집력→가설형성력→실험․관
찰력 법칙 정립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실험학습은 준비→부화→조명→검증으로 이어지는 창조과
정에서의 조명이 가설과 관계되고 검증이 실험학습과 깊게 관련되고 있어 다음 〈도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는 문제파악력과 관계되고 부화단계에서의 정보수집과 과제발
표는 가설형성력과 관계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실험학습과 과학적 탐
구학습력과 깊게 관련되고 있어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실험학습을 전개하면 과학적 탐구학
습력이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Wallas의 창조과정, 가설 실험학습은 탐구과정에서 중요시되는 탐구의 고뇌, 즉 어
떤 문제에 부딪쳐 입력된 문제 의식은 해결점을 찾기 위한 좌절과 열망 그리고 외롭고 쓸쓸
한 탐구의 시간이 일반 수업에 비해 최소한 24시간이 연장된 셈이 된다. 그리고 가정 학습
을 통해 준비→부화→조명의 Wallas 창조과정이 진행된 후 최종적 단계인 검증을 위해 학

교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지식(예상)은 토론을 통해 객관적 지식(가설)이 되고 실
험을 거쳐 법칙적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준 비
부 화
조 명
검 증

문 제 제 시
정 보 수 집
과 제 발 표
토
론
가 설 검 증
실 험 및 평 가
정 리 (정 의) 하 기
일 반 화 (적 용)

문제 파악력
정보 수집력
가설 설정력
실험 평가력
법칙 정립력

탐구 학습력

형 성 평 가
〈도 Ⅱ-5〉 창조과정, 가설․실험학습과 과학적 탐구 학습력 신장
그리고 이러한 Wallas의 창조과정 모형, 가설 실험학습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학적 탐구
경험을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탐구력이
문제 파악력, 정보 수집력, 가설 형성력, 실험력, 법칙 발견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탐구력의
요소는 Wallas의 준비, 부화, 조명, 검증과 깊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allas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 실험학습을 전개하면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선행연구(가설․실험학습)는 매우 많다.
D.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진술
이론적 배경에 선행연구 분석을 별도의 절(節)로 설정할 것인가? 의 문제와 선행연구 결
과를 이론적 고찰의 전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의 문제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
으로 선행연구 자료는 이론적 배경의 논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효과를 입증하거나
반대론을 펼때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후의 배치 문제는 자연적으로 의미가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장교
육연구에서 선행연구의 분석의 절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현장교육연구의 특성(역사성,
과다성, 유사성)에 비추어 중복 여부 및 자기 연구의 위치 등을 밝힘으로써 자기 연구의 참
신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독자나 심사자가 관련연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행연구의 분석의 절(節)에서는 다음 〈표 Ⅲ-1〉과 같이 선행연구 분석
계획을 제시하고 연도별로 연구자와 주제등을 밝힌 다음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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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선행 연구의 분석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장연구가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고, 본 연구에 참고할 자료를 얻
기 위하여 전국 현장교육연구 발표논문 및 석․박사 논문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연구자
주제
비고
1990
하용강
자연과 실험․관찰학습에 따른 과정 평가 활동이 탐구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경남 창원귀산초교
1993
송정순
ITL식 수업모형의 구안 적용이 자주적 탐구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 전주서신초교
1993
이종숙
논술형 주관식 평가 방법을 통한 창조적 사고력 신장
경기 안산고잔초교
1994
정순기
창의적 학습자료 제작을 통한 탐구적 사고력 신장 방안
충남 연기 조치원교동초교
하용강은 `자연과 실험 관찰 학습에 따른 과정 평가 활동이 탐구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
과연구에서 탐구과정 요소를 분석하여 학습과정과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 방법을 개발하
여 활용21)하고 있는데, 탐구과정 요소를 분석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정보수집 과정이 생략
되어 있어 직관적 사고 또는 선수 학습 상기 수준에서 단위시간에 예상을 하는 점은 본 연
구와 크게 다르나 탐구 능력의 개념 정의는 참고가 된다(중간 생략).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수업 전일의 학습 문제 제시에 의한 Wallas의 준비→부화
→조명 과정은 어떤 연구에서도 구체화된 바 없고, 특히 검증 과정이 과제 발표→토론→실
험으로 이어져 앞에서는 Wallas의 모형을 적용하고 Wallas의 검증 단계는 가설 실험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가 컸으며, 창조과정을 통한 가설 실험학습을 적용하면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다.
Ⅳ. 결 어
`이론없는 실제는 맹목이요, 실제없는 이론은 공허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연구에서 이론
적 배경은 매우 중요하며, 이론의 기능이 사상(事象)을 기술, 설명, 예언, 통제에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지 않고는 현장교육 사상을 기술, 설명, 예언,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가 특히 유의할 점은 사람이라고 해서다 사람이 아니듯이 이론이라고 해서
모두 이론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든다면 귀납에서 형성된 명제를 `보름달이 뜨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대전제로 제시하고, `오늘 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떳다는 관찰을 통해 `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호랑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이러한 논리는 산촌
마을사람들이 오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형성한 상식에서 출발하여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 호랑이가 나타날 것이다는 가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논리적으로 타
당하고 경험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론의 형식을 갖춘 이론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이론적 배경의 논술에서 첫째 지적 되는 문제가 이론의 수준에 관한 문제인데, 이론의
수준은 사실(fact),→개념(concept)→원리(Principle)→법칙(law)→이론(theory)으로 이어지는
이론의 구성과정에 따라 논의할 수가 있다. 즉 연구자가 위의 예에서 제시한 사실(fact)적
수준의 내용만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구성했다면 십중팔구 그 가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연구에서는 최소한 과학의 세계에서는 개념의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
히 연구의 가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어떤 이론(theory)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가설은 긍
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비록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긍정된다
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이론의 수준이 높으면 연구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가 있다.
둘째는 좥이론적 고찰좦과 좥이론적 배경좦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문헌연구 및 선행연
구 결과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 법칙, 그리고 발견된 사실들을 나열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꿰지 않은 구슬은 보배가 되지 못한 것처럼 이론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셋째, 이론적 배경의 핵심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인데, 현장교육에서는 흔히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두 변인간의 관계를 빼놓음으로써 좥이론적 배
경좦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경우가 많다.
넷째는 이론적 배경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진(眞)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잠정적 결론을 너무 믿어서도 않된다. 왜냐하면, 가설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지만 경험적으
로 실천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정치적, 폭력적, 종교적, 점술적 규범적인 이론적 배경은 배제하고 과
학의 논리에 따라 이론을 구성하고 가설을 형성해야 되며, 과학의 논리에 의해서 추리된 가
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眞)일 것이라는 오류도 범해서는 안된다.
산부인과 의사가 실증적으로 진술(관찰)한 결과 그녀가 처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녀를 처녀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예외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그녀가 처녀인지
아닌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수 있고 처녀의 개념에 정신적 개념까지를 포함시킨다면 그녀가
처녀인지 아닌지는 신(神)밖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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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집단의 역할분담 활동을 통한 위축․고립아의
부적응 행동 수정

고 기 준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위축 고립된 행동은 다른 부적응 행동과는 달리 자기 의사에 따른 행동표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특별한 계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비
례하여 그만큼 교정이 힘들어진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현 사회구조와 생활 양상의 급속한 변화는 고립아동을 양산시키
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나 김영돈은 `새로 학급이 재편되어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힌 학생들은 처음에는 서로 고립
적인 관계에서 교사 중심으로 결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호권은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 사회를 소집단 구성원으로
조직하고 부여된 임무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순환 집단의 운영1)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위축 고립된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분단별로 적절히 안배하고 표적
행동을 순환 이동하면서 달성케 한다면 그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본 연
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B. 연구 목적
1. 위축 고립아에게 성취의욕을 조장하기 위한 순환집단을 조직 운영한다.
2. 역할수행시 표적행동이 나타나면 강화를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을 치료한다.
C. 연구의 제한
1. 본 연구에서 계획된 강화 스케줄은 하교시간 이전으로 제한하여 실천하였다.
2. 역할수행을 위한 안배한 순환집단 구성원들의 행동변수는 본 연구에서 고려치 않았다.
D. 용어의 정의
1. 위축 고립아 : 박성수와 이성진의 정의에 따라 `혼자 있으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
간을 가능한 한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관계를 가지려고 접근해 오면 거의 반응이 없거나
어색하게 몇 마디밖에 응수하지 못하는 어린이로 본 연구에서도 규정한다.

2. 순환 집단 : 5~6명 정도로 구성된 학급내 소집단이 일정기간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후 또 다른 임무를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규정한다.
Ⅱ. 문제 분석
A. 위축 고립행동의 선정과 분석
1. 위축 고립 행동의 선정(박성수와 이성진이 제시한 학급내 문제 행동분류 방법)
a. 위축 고립아동 5명(12.5%)
b. 공격적인 아동 1명(2.5%)
c. 소란스런 아동 1명(2.5%)
d.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 2명(5%)
2. 위축 고립 행동의 분석
a.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
(사전 횟수 관찰기록)
위축 고립아들의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하는 위축 고립행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급내의 생활에서부터 행동치료를 위한 의도적인 소집단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b.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행동
(동간격 관찰 및 시간표집법)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요인중 비교적 학력이 뒤떨어졌다는 심리도 작용하지
만 성격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반성과 표현 기회의 계기가 마련되어야겠
으며, 이러한 계기교육은 수업장면이 아닌 학급내 집단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겠다.
c.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
(계속 관찰 기록에 의함)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급내의 교우관계가 인기아와 리더아 중심
으로 큰 집단이 형성되어 위축 고립아의 참여의욕과 기회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기의 주장과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급집단을 소집단
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표적행동을 주어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친구들도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겠다.
B. 위축 고립아의 역할수행 실태 분석
1. 위축 고립아의 역할수행 실태 분석
a. 대부분이 자신들의 역할에 자신이 없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위축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지도상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b. 학기별 역할분담 교체는 문제 행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역할을 수시로 재조
정하여 위축 고립아에게 성취 의욕을 고취시켜야겠다.
c. 역할분담을 개인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소집단별로 임무의 대강을 부여하여 협동적인 분
위기에서 자율적으로 역할을 조정토록 하여야겠다.
2. 위축 고립아의 교우관계와 성격 분석
a. 위축 고립된 아동들은 학급의 인기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다.

b. 행동이 모가 나지 않는 잠재적 우호아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c. 위축 고립아 상호간에는 우호나 배척의 경우가 거의 없다.
d. 공격적인 어린이는 기피 경향이 농후하다.
e. 소집단 협동 사회형 교우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C.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신상 자료 및 분석
1. 개인별 신상 자료 분석
a. 취미 및 특기는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생은 없고 대부분 자기중심적 정서
활동을 하고 있다.
b. 학력과 지능은 모두 보통 이하이지만 김쫛쫛은 적극적인 노력형이다.
c. 성격은 3명이 내향성이고 2명은 외향성이나 위축 고립 행동은 습관 고착화되어 있다.
d. 가정 분위기가 엄격한 아동은 학교 생활에 거의 피동적이다.
Ⅲ. 연구 문제
A. 위축 고립된 어린이에게 성취 의욕을 조장하기 위한 순환집단의 조직과 역할 부여
는 어떻게 할 것인가?
B. 역할 수행중 표적행동에 대한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Ⅳ. 이론적 배경
A. 학급 집단에서의 부적응 행동
박성수와 이성진은 학급에서의 문제행동을 크게2)
①위축 고립된 행동, ②공격적이고 잘 싸우는 행동, ③소란스런 행동, ④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분류하고 위축 고립된 행동을 1)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것, 2)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3.)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구체적 사례
를 제시했다.
B. 위축 고립아의 행동 특성
위축 고립행동을 박성수와 이성진은 혼자 있으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관계를 가지려고 접근해 오면 거의 반응이 없거나 어색하게 몇 마
디밖에 응수하지 못하는 것3)으로 규정하고 있다.
C. 위축 고립 행동과 역할분담 활동
교사용 지침서에서는 학급 단위의 역할분담 활동이란 각 학급생활이 그 학급 아동중심으
로 이루어지도록 학급에 필요한 일을 아동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D.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강화이론
1. 정적 강화
박성수는 정적강화를 통한 행동의 증강 방안으로 정적강화는 다양한 자극, 상표, 활동 등
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언어적 자극, 머리
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두드려 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자극, 따스함이나 시원함 같은 물
리적 자극 등이 모두 정적강화의 자극이 될 수 있다.
2. 부적 강화
기왕에 습득된 행동에 아무런 강화 자극이나 혐오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그 행동을 소멸
시키는 것이다.
E. 선행 연구 분석
1. 학급내 문제아의 치료에는 행동 수정의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단계적인 정적
강화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급내 문제아의 개인별 표적 행동의 달성을 위해서는 소집단 구성과 분담 활동이 효
과적이다.
Ⅴ. 연구의 설계
A. 대상 : 전라북도 전주 평화초등학교
5학년 2반 40명
B. 연구 기간 : 1996. 3. 1~1997. 2. 28(12개월)
Ⅵ. 연구의 실행
A. [실행중점 1]의 추진
위축 고립된 어린이가 순환 집단에서 부여받은 역할 분담 활동을 성취의욕을 갖고 수행하게
한다.
1. 순환 집단의 조직
a. 조직의 원칙
⑴ 각 순환집단(소집단)의 구성원은 8명씩 5분단으로 한다.
⑵ 위축 고립된 어린이는 1분단에 1명씩 편성한다.
⑶ 가능한 한 구성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인기아, 리더아, 잠재적 우호아 등을 순
환집단(소집단)별로 적절히 안배한다.
⑷ 등하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거주지 아동을 참작한다.
b. 조직의 구성
⑴ 순환집단(소집단)의 조직
ⓐ 단장 : 활동내용 보고, 종합 반성
ⓑ 서기 : 집단활동 내용 기록

ⓒ 기획 : 집단 역할활동 선정
ⓓ 선행 : 하급생 돕기
ⓔ 홍보 : 집단활동 내용 소개
ⓕ 오락 : 주 1회 집단 오락 진행
⑵ 순환집단의 명칭 선정
구성원 상호간에 응집력 강화를 위하여 집단의 명칭을 동물 이름으로 정하되 집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c. 조직의 운영
⑴ 집단의 행동 목표는 사회성 신장과 관련이 있도록 구성된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도
록 하였다.
⑵ 연구 대상아(위축 고립아)는 역할 분담 배정에 될 수 있는 대로 희망을 존중하였다.
⑶ 역할의 교체는 2주를 원칙으로 하나 1주 교체도 장려하였다.
⑷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활동의 중간 점검과 오락 활동을 전개하였다.
⑸ 집단의 활동 내용은 매주 금요일 오후 단장이 학급 어린이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
였다.
⑹ 위축 고립된 어린이에게는 별도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하였다.
2. 순환집단의 역할활동
a. 학급 역할 과제는 담임이 학급 경영상 임의로 선정하였는데, 각 집단이 5집단으로서
실험 처치기간 5번 순환되므로 5가지를 선정했으며, 각 집단의 아동이 8명이므로 역할 분담
내용을 8가지로 선정하였다.
b. 순환집단의 역할 과제 분담
⑴ 순환집단의 역할 과제 분담 코스
각 순환집단은 2주마다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⑵ 역할 과제 분담 코스별 일람표
역할 과제 분담 코스에 따라 각 집단별로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c. 순환집단별 역할 분담 수행카드 활용
역할 과제 분담 코스별 일람표에 따라 아동들이 수행하고 활동들을 반성하고 학급 어린이
회의 시간에 발표함으로써 아동들 스스로 정한 행동 목표에 성취의욕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순환집단별 역할분담 수행카드를 활용하였다.
3. 위축 고립아의 순환집단 참여
a. 위축 고립아 선정 기준
⑴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 분석에서 4회 이상 반응아
⑵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행동 분석에서 3회 이상 반응아
⑶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 분석에서 3회 이상 반응아
b. 위축 고립아의 순환 집단 참여
각 집단에 포함된 연구 대상아를 순환시키므로서 연구대상아의 순환 집단 참여는 2주마다
새로운 순환 집단에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개 하였다.
c. 위축 고립아의 순환집단 참여 일람표
위축 고립아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과제 분담 코스별 일람표와 위축 고립아의 순환집

단 참여 코스에서 순환집단 참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지
도하였다.
d. 위축 고립아의 역할 수행일지 활용
연구대상아 순환집단 참여 일람표에 의해 2주마다 새로운 순환집단에 새로운 과제를 갖고
참여하여 수행한 역할과 교우 관계를 기록해 보고 반성하는 역할 수행일지를 활용 지도하였
다.
e. 역할분담 활동 검목표 활용
연구대상아의 역할분담 활동이 2주가 되어 새로운 집단으로 순환될 때 역할 분담 활동 검
목표로 스스로의 행동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고안하여 활용하였다.
B. [실행중점 Ⅱ]의 추진
순환 집단에서 역할 수행중 표적 행동에 대한 강화 스케줄을 적용한다.
1. 표적행동의 선정
순환집단에서 역할분담 활동 수행중 위축 고립행동과 경쟁이 되는 적응행동을 하였을 때
강화를 주기 위하여 표적 행동을 선정 분류하여 지도에 활용하였다.
2. 강화 스케줄 적용
예상된 표적행동이나 예상치 않았던 표적행동이 표출될 때, 위축 고립행동의 수정을 위해
강화 스케줄을 적용하여 강화를 실시하였다.
a. 기초선 조사(4. 8~4. 13)
연구대상아의 기존 행동 빈도를 어떠한 새로운 처치도 가하지 않고 보통 때와 똑같은 상
태에서 개인별로 관찰하여 조사한 위축 고립 행동 빈도와 표적행동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
다.
⑴ 기초선 조사 집계표 : 기초선 조사 집계표를 작성하였다.
b. 제1사회적 강화
역할분담 활동, 기타 조직 활동중에서 표적행동이나 표적행동에 접근하는 행동에 대하여
계속 강화(4. 15~4. 25), FR 3(4. 26~5. 4)과 같은 강화 방법과 기간에 사회적 보상을 주고
행동을 관찰하여 집계하였다.
c. 제1물적 강화
표적행동을 강화하고 문제 행동을 소멸시키기 위해 계속 강화(5. 7~5. 16), FR 5(5. 17~5.
25)와 같은 강화방법과 기간에 물적 강화를 주고 행동을 관찰하여 집계하였다.
d. 반전기간(5. 27~6. 1)
실험 처치기간 형성 증강된 적응행동이 과연 강화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 한 결과로 변화
된 것인지, 또 그 강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처치기간 체
계적으로 제공한 강화를 제거하고 기초선 기간과 동일하게 대상 아동과 다른 아동을 구별하
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의로 아동을 통제하였다.
⑴ 반전기간 조사 집계표 작성 : 반전기간 조사 집계표를 작성하였다.
e. 제2물적 강화
표적행동으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적 문제 행동 또는 전체적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1물적 강화와 같이 강화 메뉴를 정하여 계속 강화(6. 3~6. 8), FR 7(6. 10~6. 15)과 같은

방법과 기간에 투입하고 행동을 관찰하여 집계하였다.
f. 제2사회적 강화
마지막 단계로서 표적 행동이 발견될 때마다 제1사회적 강화와 같은 내용으로 6. 17~6. 29
동안 FR 10만을 실시하고 행동을 관찰하여 집계하였다.
g. 연구대상아 강화 스케줄 적용 총괄표
역할 활동중 연구대상아들의 강화 스케줄을 적용한 총괄표를 작성하였다.
h. 사후 확인(7. 1~7. 6)
행동 수정의 스케줄이 모두 적용된 후 아무런 실험적 통제없이 행동관찰로서 행동의 내면
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⑴ 사후 확인조사 집계표 작성 : 사후 확인조사 집계표를 작성하였다.
Ⅶ. 연구 결과 및 해석
A. 연구의 결과
1. 표적행동의 변화
a. 역할분담 활동 결과 행동 변화 분석
역할 분담 활동 검목표에 의거 위축 고립아들의 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아 5명
모두가 기초선 기간에는 전혀 표적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지막 실험 처치기간이 끝난
6월 29일에의 조사에서는 대상 3명이 역할분담 활동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행동 변화를 보
여주고 대상 2명은 점차 향상되고 있어 위축 고립 행동 소멸에 많은 도움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b. 표적행동의 변화
순환 집단을 통한 역할분담 활동 수행중 표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실시하여 얻은 개인별
위축 고립 행동과 표적 행동 변화도에서 연구대상아 5명의 위축 고립행동은 기초선 기간에
하루 평균 위축 고립행동이 ,각각 (6, 5), (6, 2), (9, 6), (9, 0), (6, 0)회의 수준에서 사후 확
인 기간에서는 각각 (0, 5), (0), (2, 0), (2, 2), (0, 5)회의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와 반대
로 표적행동은 기초선 기간에 겨우(1, 0), (1, 5), (0, 3), (0), (2, 0)회 이었던 것이 사후 확인
기간에는 (9 , 0), (11, 0), (4, 5), (4, 2), (8, 5)회의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어 퍽 의의 있는 변
화를 보였는데 이는 역할분담 활동에서 강화 스케줄 투입의 결과라고 유추된다.
2. 기타 생활면의 행동 변화
a. 교우 관계의 분석
본 연구의 결과가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우 조사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연구대상아 모두 연구전 보다 연구 후에 선택아 수나 피선택된 수에 월등한 변화가 이
루어져 원만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짐을 볼 수 있고, 학급 전체의 응집력은 강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할분담의 순환 활동을 통해 상호 접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b. 학교 생활 행동 분석

위축 고립아동의 학교 생활 행동 변화를 전후 비교한 결과 연구대상아 3명은 다른 아동과
잘 어울리며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행동이 향상되었고,
연구 대상아 2명도 표적행동은 향상되었으나 완전 치료를 위하여 더 꾸준한 후속 연구를 필
요로 하고 있다.
c. 가정생활 행동 분석
학부모를 상대로 질문지로 조사한 가정생활 행동 변화 분석표에서 위축 고립아의 가정생
활에서의 행동 변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아 대부분이 연구 전보다는 후에 가정생활
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마을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
을 알 수 있다.
3. 행동 내면화의 변화
a. 일기장 내용 분석
연구대상아의 표적행동이 어떻게 내면화 및 행동화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기장의 내
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아의 표적 행동이 내면화 되어 일기장에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표적행동 중 본 연구의 결과 사회성이 가장 많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b. 글짓기 내용 분석
연구대상아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글짓기를 시켜 본 결과 주로 사회
성이 많이 신장되어 앞의 교우 조사 결과와 일기 내용 분석 결과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 역할 수행 일지와 자기 반성 카드 분석
표적 행동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 수행일지 `나의 반성란의 내용을 분석
한 결과 적극성, 자신감, 사회성 등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할 분담
활동의 순환 결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d. 타 아동들의 변화
⑴ 위축 고립 아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달라져 지금까지 싫어하고 업신 여기던 태도가 상
호 협력하며 돕고 격려하는 교우 관계로 변화하였다.
⑵ 역할 부여에 의한 순환 집단 활동면에서 볼 때 아동들은 학급 생활에서 더욱 보람과
의욕을 느끼게 되었고 역할 이행에 대해 보다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이
역력했다.
Ⅷ. 결론 및 제언
A. 결 론
1. 순환 집단에서 위축 고립아의 역할 분담 활동은 각 구성원과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인
간 관계를 형성하였고, 다른 아동들의 행동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증진시켜 표적행동을 수
행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 순환 집단에서 표적행동에 대한 강화 스케줄은 문제 행동을 소멸시키고 자신의 정서적
결손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표적 행동의 원활한 강화 스케줄의 적용을 위해서는 학부형과 동료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4. 순환 집단의 역할 분담 활동은 학급 전체의 응집력을 길러 정상아에게도 원만한 교우
관계의 형성과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B. 제 언
1. 보다 일관성 있는 위축 고립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관심을 갖는 교사들의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사 협력 지도 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2. 행동 수정은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도는 지
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축 고립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는 학생 상호간, 즉 정상아와 위축 고립아가 함께 생활
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또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문제 행동은 반드시 수정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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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연구>

환경 관련 자료 개발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의식 내면화 방안
송 진 화
1. 연구의 동기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라는 국가 환경 선언문의 첫머리처럼 인
간은 자연 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인구 증
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오염되어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
협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도시, 한 나라의 문제를 벗어나서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올바른 체계를 정립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도덕성을 함양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정
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쪾환경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 지도하고,
쪾효율적인 환경 교육 자료를 개발, 활용하며,
쪾환경 반을 조직, 운영하고,
쪾적절한 가정 홍보 자료를 배포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
그 동안 연구 실행해 온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실행 목표
⑴ 교육과정 분석 및 환경 관련 교육 지도 요소를 분석하고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⑵ 환경오염 예방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 활용하였다.
⑶ 환경 교육 자료를 개발 활용하였다.
⑷ 환경 반을 조직 운영하여 환경 오염 예방을 생활화하였다.
나. 실행 목표 실천

⑴ [실행목표 1]의 실천
㈎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환경 관련 지도 요소를 추출하였다.
㈏ 환경교육 지도 내용의 체계화
환경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한국 교육개발원(1987)과 환경처(1991)에서
제시한 좥초등학교 환경 교육의 내용 체계좦를 참고하여 환경 교육 내용의 영역을 대별하여
환경 개념, 환경문제, 환경 보호의 3개 영역, 세분하여 10개 영역으로 체계화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 교육 내용 체계표 〉
환경 교육 영역
내
용
-환경개 념
자연 교육 쪾자연 환경 요소, 자연 생태계, 지리적 환경
인공 환경 쪾주거와 취락, 교통 통신 시설, 휴양, 오락 시설, 토지 이용
-환경문제
인구
산업화와 도시
자원
환경 오염
-환경보호
자연보존
환경보전
환경정화
환경의질 향상

쪾인구의 성장과 구조, 인구 이동과 분포, 인구문제와 대책
쪾산업의 발달, 산업화의 문제, 도시화, 도시화의 문제
쪾자원 개념과 종류, 자원 문제, 산업화와 자원 고갈
쪾수질 대기 토양 식품 오염, 소음 진동 악취, 폐기물
쪾농약 피해, 방사능 오염
쪾생태계 보존, 산림, 해양 보존
쪾자연 환경 보전, 인공 환경 보전
쪾파괴된 환경 복원, 환경 대책
쪾국토 종합개발, 자연 환경과 건강

⑴ [실행목표 2]의 실천
㈎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 나타나 있는 환경 교육 관련 내용을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
로 환경 오염 예방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 환경오염 예방 지도 계획서 〉
차시
제재
학습 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1
⑴ 깨끗한 환경
쪾우리들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쪾환경 오염의 실태
쪾환경 오염의 원인

소요시간

쪾오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쪾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40
㈏ 환경 교육은 환경오염 현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사회과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현장 교육 교수-학습 지도 모형을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⑶ [실행목표 3]의 실천
가. 환경 교육 제재별 관련 자료 추출
구안된 환경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을 학습에 적용시키기 위한 환경교육 관련 자료를 다
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⑴ 환경교육 관련 자료 추출
학습 제재
지도 요소
1. 깨끗한 환경
쪾자연 환경
쪾인공 환경
쪾환경 오염

환경교육 관련 자료 내용

쭚 아름다운 자연 환경
쭚 공기, 물, 흙, 빛의 역할
쭚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
쭚 환경 오염 실태
쪾온실효과 쪾산성비
쪾오존층 파괴
쪾질병의 발생 쪾1급수가 줄어듦
쭚 환경 오염의 원인(자동차의 증가, 인구 증가)
쪾경제 성장 쪾산업의 발전
쪾VTR 자료
(환경과 우리)
2. 깨끗한 물
쪾자연 환경
쪾환경 오염
(수질 오염)
쪾인구 문제
쭚 자연 생태계의 아름다움

자료 형태

쭚 인체에 꼭 필요한 물
쭚 물의 역할
쭚 폐수로 인한 피해
쭚 오염된 하천
쭚 오염 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쭚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에서의 식물의 성장 비교
쪾VTR 자료
(물 오염을 줄이자)
쪾사진자료
쪾VTR 자료
쪾실물 자료 (화분)
⑵ 자료 제작 과정
추출된 환경 교육 관련 자료를 교수-학습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
료를 제작하였다.
문제 발견→제작 목적 결정→관련 자료 선정→구상과 설계→제작→적용→수정→완성→분류
보관
나. 환경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 VTR 자료
쪾학생들이 실제 접할 수 없는 경험 세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VTR테이프를 제작,
활용하였다.
쪾VTR 테이프는 주로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 환경 오염의 실천, 원인, 대책을 중심으로 제
작되었다.
쪾이 연구에 쓰이는 VTR 테이프는 실제 제작상 기술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한국 교육
개발원, 현학사에서 개발된 VTR 테이프를 환경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 판넬 자료
① 본 연구 주제에 알맞도록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판넬 자료를 제작하였다.
② 환경 교육 영역중 환경 문제에서 학생들이 일상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쓰레기의 심
각성과 폐품의 재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작하였다.
쪾제작 내용
- 크기 : 70㎝ 쪻100㎝
- 색상 : 총 천연색
- 방법 : 환경 교육 목적에 알맞은 삽화나 도표를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제작하였
다.
㈐ 사진 자료
환경 오염 현장을 중심으로 사진 자료를 수집 혹은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쪾제작 내용
- 크기 : 50㎝ 쪻 35㎝
- 색상 : 총 천연색
- 방법 : 환경 교육 수업목표와 게시 교육효과를 위하여 이미 보급된 사진자료 및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로 판넬을 제작하였다.
㈑ 예화 자료
환경오염 예방 의식의 고취를 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우리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동화 형식으로 예화 자료를 구성하였다.
쪾제작 내용
- 크기 : 19㎝ 쪻27㎝
- 색상 : 총 천연색
- 방법 : 교육자료사에서 발행한 `환경 교육을 위한 안내 자료(1992)를 환경 교육 영역
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
㈒ 실험 관찰 자료
A. 콩 기르기
환경 교육은 긍정적으로 실천 교육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무서운 결과를 체험케 하기 위
해 학생들이 직접 오염된 물에서의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토록 하였다.
쭚 실험 관찰 방법 및 내용
쪾용기 : 왕사발 라면 빈 용기 이용
쪾재배 식물 : 재배용 콩나물 콩
쪾방법 : 왕사발 라면의 빈 용기 4개에 각기 똑같은 양의 재배용 콩을 넣은 후 깨끗한
물, 세숫비누 물, 빨래 비누 물, 합성 세제 물을 각각 1일 5회씩 뿌려주며 식물의 성장 과정
을 관찰토록 하였다.
다. 지역사회 계몽자료 개발
⑴ 가정 홍보 자료
환경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과의 연계를 통해서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홍보 자료를 개발, 홍보하였다.
㈎ 크기 및 색상 : 16절지(20㎝ 쪻 29㎝)갱지
㈏ 내용 : 환경교육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환경오염 예방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하였다.
㈐ 방법 : 환경처, 환경보전협회, 교육자료사 및 일간지 등에서 발행한 자료를 수집, 홍
보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 실천 : 주 2회(월, 금) 정도씩 전체 40편 홍보
㈒ 가정 홍보 자료 `예(부록 5참조)
⑵ 맑은 물 푸른 하늘 실천 카드 기록(가정용)
가정에서의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하기 위하여 맑은 물 푸른 하늘
실천 카드를 기록토록 하였다.

㈎ 크기 및 색상 : 16절지(20㎝ 쪻 29㎝)갱지
㈏ 내용 :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서 쓰레기 분리, 폐기름 처리, 합성 세제
소모량 줄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천토록 권장
하였다.
㈐ 방법 :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일주일간 실천한 뒤 매주 월요일에 반성하며 실천카드
에 기록토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한 달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여 기록하고
환경오염 예방 의식의 생활화 정도를 전월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⑶ [실행목표 4]의 실천
가. 환경반 조직 목적
환경 교육은 의식 교육이면서 실천 교육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한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환경 오염에 대한 문
제점 및 환경 오염 예방 실천 방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원 절약,
폐자원 이용 및 환경 오염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 오염 예방 의식의 생활화를 꾀하기
위해서이다.
나. 환경 생활 규범
학생들이 환경 오염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13개 항목의 환경 생활 규범을 제정
하여 활용하였다.
다. 환경반 조직 활동
⑴ 학급 전체 인원을 남녀 포함하여 1개조에 8~9명씩, 3개조로 나누어 조직하였다.
⑵ 각 조에 조장, 부조장을 1명씩 선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토록 하였다.
라. 폐품 수집 처리
⑴ 학생들이 가져온 폐품들은 각 수집 조별로 교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집함에 분류하
여 수집해 놓았다.
⑵ 수집해 놓은 폐품은 수집함이 차는 대로 수집상, 수퍼마켓 또는 약국 등에 팔거나 화
장지 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사지 않는 것은 무상으로 넘기기도 하였다.
⑶ 폐품 수집 처리 결과는 매월말, 교실 후면 환경 판에 기록토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⑴ 환경 교육지도 내용이 체계화 되었다.
⑵ 단위 학습시간에 투입될 환경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이 구안되었다.
⑶ 교사용, 학생용의 다양한 환경 교육자료가 개발되었다.

⑷ 지역사회 계몽자료가 개발되었다.
⑸ 환경오염 예방 실천 카드가 개발되었다.
⑹ 환경반을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운영되었다.
⑺ 학급 알뜰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⑻ 연구 지도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와 환경오염 예방 실천 태도가 매우 향상되었
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 실천과 연구 결과의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⑴ 5학년 교과서(사회과 중심)내용중 환경 교육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지도한 결과 지도내용이 체계화되어 효과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졌다.
⑵ 다양한 학습 자료가 개발 활용되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으며, 환경 오염 예방 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⑶ 학생들의 직접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⑷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 활동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지역
사회로 파급시킬 수 있었다.
6. 제 언
환경문제 해결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산업의
발전은 그동안 인간 사회에 풍요로움만을 안겨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 그 부작용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 교육은 의식 교육인 동시에 실천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우리의 미래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의 기초
정 성 태
멀티미디어 저작(authoring)이란, 마치 작가가 글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처
럼,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그림 등의 다양한 단일 미디어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합하고
구성하여, 하나의 구조화된 정보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도구
를 이용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간단한 사례부터, 정교한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CD-ROM 타이틀을 제작하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저작을 위해서는 먼저 저작에 사용할 오디오, 비디오, 정지 화상 등의 단일 미
디어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단일 미디어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이들의 처리를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오디오
오디오는 사람의 음성이나 자연 또는 악기로부터 생성되는 음향 등을 통틀어 말한다. 이
러한 오디오 데이터는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현실감을 주거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이다. 단적인 예로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이 없는 TV광고는 밋밋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1) 소리의 특성
소리는 공간의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데, 이를 음파라 한다. 이 음파의 파동은 일정한 간격
으로 같은 모양을 반복하는데, 같은 모양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회수를 주파수라 한다. 일
반적으로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쯔(Hz)를 사용한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대략
20Hz부터 20KHz 사이이고 그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초음파라 한다. 소리에 있어서
주파수는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음이 발생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저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의 노래는 테너의 노래보다 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를 갖는다.
소리의 또 한가지 특성은 진폭이다. 진폭은 파동의 최고점에서 최저 점까지의 거리로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2)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얻어진 오디오는 마이크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
어 컴퓨터에 입력되고 이는 다시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아
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받아
서 신호의 세기를 숫자로 바꾸어 준다. 즉,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숫자화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짙은 두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하나는 샘플링 비
율(sampling rate)이다.
샘플링 비율이란 아날로그 신호가 1초 동안에 몇 번이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지를 나
타낸다. 샘플링 비율이 높으면 음질이 좋아지는 반면에 오디오를 지정하는 기억 장소의 양
이 많아지게 된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숫자를 표현하는 데에 몇 비트를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보통은 8비트나 16비트를 사용하는데, 많은 비트를 사용하면 음질이 좋아지지만 기
억 장소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오디오 CD의 경우에는 16비트를 사용하고 샘플링 비율은
44.1KHz를 사용한다.
3)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저작에 필요한 오디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오디오를 녹음하거나
또는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오디오 파일로부터 복사해오거나 한 다음에 이를
원하는 형태로 편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에 사용될 배경음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영상에 적합한 음악을 찾은 다음에
음악 CD로부터 그 음악을 녹음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동영상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 음악들을 혼합해서 메들리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 작업이 필
요하게 된다.
이러한 오디오의 녹음과 편집 작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에 있어서 잡음이 있
을 경우에 이를 제거한다든지 배경음악의 시작과 끝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등의 특수효과를
주기 위해서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의 편집 기능에는 파형을 자르거나(cut),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붙이거나(paste)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포함된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오디오 파형을
합쳐서 하나의 오디오 파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배경음악의 오디오
와 음성 오디오를 합쳐서 하나의 오디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의 효과 기능에는 오디오의 시작 부분을 아주 작은 소리부터 시작
하여 점점 크게 한다거나 끝 부분을 점점 작게 만드는 기능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녹음된
소리가 작을 경우에 소리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크게 한다던가 또는 반대로 작게 한다던가
하는 기능도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메아리 효과를 넣거나 음색을 변조하거나 잡음을 제거하
거나 하는 등 다양한 효과 기능들이 있다.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데, 마이크나 오디오 CD 등 여러 음원
으로부터 녹음할 수 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의 녹음 버튼
을 누른 다음에 마이크에다 말을 하거나 또는 CD-ROM 드라이브에 오디오 CD를 넣고 플
레이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해도 녹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환경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윈도우즈 95의 경우에 윈도우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재생되는 볼륨에 대한 설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마이크와 CD에 대한 상태가 다음 그림
과 같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또한 녹음에 대한 입력장치에 CD와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옵
션 메뉴의 등록 정보 항목을 누른 다음에 녹음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마이크와
CD 항목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선택하면 된다.
오디오 처리 소프트웨어로는 윈도우즈 95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녹음기와 같은 간

단한 프로그램으로부터 WaveStudio, WaveEdit, SoundEdit, AudioShop, GoldWave 등과 같
은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
2. 영 상
텍스트에 비하여 그림이나 그래프는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 매체는 컴퓨
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생성, 편집, 상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그림이나 그래프와 같은 정지 영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같은 동
영상까지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특성과 처리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상의 개념
영상을 저장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아날로그 영상과 디지털 영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TV나 VTR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아날로그 영상이라면 컴퓨터의 CD나 DVD
장치에서 사용하는 영상 그리고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디지털 영상
이다.
영상은 동적 특성에 따라 정지영상과 동영상으로 구분된다. 동영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연속된 정지 영상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을 말한다. 이때 동영상을 이
루는 각각의 정지 영상들을 프레임(frame)이라 부른다. 1초에 사용되는 프레임 수를 프레임
비율이라 하는 데, TV에서는 1초에 30개의 프레임을 보여줌으로써 끊김이 전혀 없는 자연
스러운 영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1초에 30 프레임의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컴
퓨터의 성능이 아주 높아야 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저작에 있어서는 보통 초당 15 프레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영상의 표현
컴퓨터에서 영상은 픽셀(pixel)이라 불리는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 픽셀의 가로 및
세로 개수를 해상도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해상도는 320×240 이하인데,
이는 처리 시간을 빠르게 하고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컴퓨터에서 영화를 볼 때
사용하는 비디오 CD의 경우에는 320×240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다.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트들의 수를 픽셀의 깊이라 하는데, 8비트, 16비
트, 24비트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16비트는 6만 5천여 색상 24비트는 1,600
만여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일은 영상의 저장 공간에 대한 것이다. 영상의 저장 공간은
가로 픽셀 수에 세로 픽셀 수와 픽셀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320×240 해상도에 24비트 깊
이를 사용할 경우에 1초 동안의 동영상을 저장하는 데에는 320×240×24비트×15 프레임
=3.375M 바이트가 필요하다. 한시간 짜리 영화를 저장하려면 3.375×60×60=12,150M 바이
트가 필요한데 이는 CD 19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장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상을 있는 그대로 저장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상을 저장할 때에는 압축해서 저장하고 영상을 상영할 때

에는 해독해서 상영한다. 지금까지 영상을 압축하고 해독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
는데, 정지 영상의 경우에는 BMP, JPG, GIF, PCX, TIF 등의 파일 형식이 많이 사용되고
동영상의 경우에 AVI, MPG, MOV 등이 많이 사용된다.
JPG 형식은 압축률이 우수하고 많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사진에 많이 사
용된다. GIF는 컴퓨터로 생성된 만화 같은 그림에 많이 사용된다.
AVI 형식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형식으로서 해독 속도가 빠르고 많은 컴퓨터에
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저작에 많이 사용된다.
MPG 형식은 MPEG이라 불리는 위원회에서 제정한 압축 방법으로 압축된 것이다. 비디
오 CD의 동영상들은 MPEG-1이라 불리는 압축 방법으로 압축되고 앞으로 사용될 디지털
TV에서는 MPEG-2라 불리는 압축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정지 영상을 다룰 때에는 색상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TV나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빨강, 초록, 파랑 색(RGB) 성분으로 구성된 색상을 사용한다. 이 색상들을 빛의 3원색이라
고도 하는데, 검은 색의 TV나 모니터 화면에 이 세 가지 색 빛을 생성하여 원하는 색을 만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RGB색상 모델에 더불어 CMYK라 불리는 색상 모델이 많이 사용된다. CMYK는
순서대로 Cyan, Magenta, Yello, blacK을 나타내고 Cyan, Magenta, Yellow를 물감의 3원색
이라고 한다. 즉, 이들은 모니터와는 반대로 하얀 종이에 물감을 칠해서 색을 만들게 된다.
3) 정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정지 영상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로는 포토샵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포토샵은 주로 스캐
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된 정지 영상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여 처리함으로
써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에 사용된다. 다음 그림은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포토샵의 편집 기능에는 여러 개의 다른 정지 영상에서 영상의 일부를 선택하여 복사하거
나 잘라낸 다음에 다른 곳에 붙여 넣는 기능이 있다. 영상의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임의의 형태의 다각형으로 설정하거나 영상의 한 점의 색과 유사한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
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손쉽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영역의 가장자
리의 색을 부드럽게 처리함으로써 복사할 경우에 다른 그림과 잘 조화되도록 할 수 있다.
영상 처리 기능에는 흐리게 하기, 선명하게 하기, 손으로 문지른 효과 주기, 명도와 채도
조절하기, 색상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점차적으로 변하게 하기, 색상 바꾸기, 노이즈
삽입 또는 제거하기 등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처리 기능들이 제공된
다. 또한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변환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확대 및 축소, 반전(flip), 회전, 왜
곡( distort), 보는 각도 변경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포토샵에는 레이어 기능이 있어서 기존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새로운 영상을 손쉽
게 삽입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여러 층의 레이어에 각각 그림을 그리고 이들을
겹쳐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생성하게 되는데, 각각의 레이어는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편집 될 수 있다.
4)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정보를 프레임 단위로 삭제하거나 이동
하며, 편집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에 더불어 화면이 변화될 때 여러 가지

화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고 각 화면 자체에도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보통 Apple사의 QuickTimr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ideo for
Windows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는 프리미어
(Premiere), 애니메이터 프로(AnimatorPro), 비디오 샵(VideoShop) 등을 비롯하여 많은 제품
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프리미어를 중심으로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자.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프레임 단위로 편집할 수 있는 윈도우가
제공된다. 이 윈도우는 보통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으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에서 비디
오 트랙은 두 개의 트랙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두 트랙 사이에는 화면 전환에 관한 정보
가 들어가는 T트랙이 있다.
아래의 T 트랙에 나타나 있는 표시는 A 화면이 B 화면과 중첩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
고 B 화면이 계속 플레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디오 트랙에 더불어 오디오 트랙에도 배
경 음악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만든 오디오 파일을
불러서 이 트랙에 삽입하면 된다.
프리미어에는 기본적으로 70여 가지의 화면 전환 효과 기법이 제공되므로 이들을 선택하
여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그림에서 S1트랙인 수퍼임포즈
(superimpose)트랙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즉, 먼 곳에서 화면이 회
전하면서 확대되어 나타난다거나,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듯이 나타나다거나, 책장 넘어가듯이
화면이 전환된다거나 하는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화면 자체에 대한 효과로는 컬러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만들기, 영상을 희미하게 하기, 밝
기와 명암 조절하기, 선명하게 하기, 흐리게 하기, 영상을 동일한 작은 영상으로 분할하기
등 수십가지의 효과가 제공된다.
3.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란 오디오, 동영상, 정지영상, 텍스트 등의 미디어를 시간적, 공간적
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멀티미디어 자료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이다.
저작 도구는 다양한 미디어를 쉽고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
에 따라 제어 흐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미디어 간의 동시 실행 관계를 효율적으
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 도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자료는 C언어와 같은 일반 프로그램 언어로도 개발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언어를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쉽게 멀티미디어 저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1)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의 분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는 저작 모델에 따라 흐름도 방식, 책 방식 및 시간선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흐름도 방식은 정적인 구조보다는 저작하려는 자료의 동적인 제어 흐름을 표현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저작자의 동적인 시나리오가 많이 반영되는 프리젠테이션이
나 교육 및 훈련용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급 수준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저작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
래밍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저작 도구에는 아트 웨어, 새빛, Authoware Professional, Icon Author 등
이 있다. 아트웨어는 한국의 LG사가 개발한 저작도구로서 화면 효과, 동시 실행 및 외부 연
결 등의 성능이 우수한 편이고 사용하기가 쉽다. 새빛은 한국교육 개발원이 개발한 교육용
저작 도구로서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일반 교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책 방식은 책과 유사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 때에 유용하며, 프로그래밍 경험
이 있는 저작자라면 스크립트 언어를 통하여 다양한 입력에 대한 제어 흐름을 표현할 수 있
다. 이 방식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버튼, 필드, 페이지 등의 객체들로 구성하며 각 객체
에 스크립트 언어를 연결하여 사용자가 객체에 어떤 동작을 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스크립
트 언어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의 저작도구는 툴북, HyperCard,
SuperCard, 얘기 보따리(현대 전자) 등이 있는데, 툴북이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중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간선(time-line) 방식 저작 도구는 미디어와 사용자의 입력 등과 같은 사건을 30분의 1
초까지 세분화된 시간선을 따라 나열한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여러 미디어 간의
동시 실행 관계를 프레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식에서도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제어 흐름을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
지만 책 방식에 비하여 사용자의 작업이 많지 않고 편하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면 동영
상 편집 도구와 비슷하다. 이 방식의 저작 도구로는 디렉터가 대표적인데,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널리 사용된다.
2) 멀티미디어 툴북 소개
툴북은 Asymetric 사에서 만든 저작 도구로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책 방식의 대표
적인 저작도구이다. 사용자는 페이지들로 구성된 책을 생성하며, 각 페이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버튼, 그래픽 필드, 텍스트 필드 등과 같은 객체를 가질 수 있다. 상호 작용성은 각
객체와 스크립트 언어를 연관시킴으로써 제공된다.
툴북에서는 OpenScript라 불리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다. 다음에는 음악 파일의 일종
인 MIDI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한 OpenScript프로그램을 보이고 있다.
On buttonDown
midiOpen(˝Midifile. mid˝, 0, 1, notError)
play it
if notError < > nil
send midiPlayError
else
wait until the file is done
end if
End buttonDown
위의 스크립트에서는 MIDI 데이터를 나타내는 버튼이 클릭되면 해당 MIDI 파일을 열어
서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재생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
고 있다.

<교육개혁과 열린교육과정 운영>

열린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자주적 학습력 신장
임실덕치초등학교
Ⅰ. 개 요
A. 운영의 필요성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이라는 현실 앞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
되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상황은 교육의 실질적인 경험활동이 생략된채 지식위주
시험위주의 점수 따기 교육의 관행은 어린이들의 일상 삶의 소양과 그 실천 능력이나 미래
사회의 적응능력이 뒤떨어져 급변하는 세계 정보화 및 다기능 사회의 적응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식 위주의 교육 타성에서 탈피하여 실제 활용으로 학습된 기본 개념이 일상 생
활에서 응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창의적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갖도록 하는 학교 교육 변혁의 운동이 우리 교육계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또한 교과 영역과 성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과간에 단절된 지도 현상 또한 오늘 날
과 같은 다양한 사회의 복잡성에 대처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적 경험의 기회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중심 지식위주의 암기식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벗
어나 열린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일선 교사들의 지난 날의 고정화된 교수-학습 방법에서 과감히 벗어
나 열린교육으로의 의식 개혁이 앞서야 하겠으며, 아동들의 호기심과 탐색,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 활동의 장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아동들이
밀접하게 접하여 열린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급의 학습생활 환경인 교실의 제반시설 및
여건을 정비해 주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열린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자주적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학급의 학습생활 환경인 제반시설 및 여건을 열린교육 측면에서 개선․정비
하여 아동 중심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
시켜 보려는데 있다.
B. 운영의 목적
본 시범학교 운영의 목적은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소인수 학교․학급임을 감안
하여 개인차에 맞고 능동인 학습으로 `자주적 학습력을 길러주는 열린 교육 여건 조성을
아동들의 학습 주 활동장인 교실 여건 개선에 두고 다양한 열린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열린 교육 실시를 위하여 열린교실 체제로 환경 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개인차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자주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Ⅱ. 운영(지도) 계획
운영과제 1 :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여건 조성
1. 열린학습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의 다양화
2. 열린학습을 위한 환경구성
3. 열린교육을 위한 특별실 조성 운영
운영과제 2 :자주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 선정 운영
1. 1일 학교활동안 구성 운영
2. 개별활동 학습방법 추진
3. 개인차에 적응하는 학습모형 적용
B. 운영 절차
단계
운영절차
1. 준비단계
가. 운영주제 선정
쪾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
쪾운영문제 및 운영 주제 설정
97. 2. 1~97. 2.18
나. 운영 추진 계획 수립
쪾이론적 배경 정립
쪾실태분석 및 운영위원회 조직
쪾운영과제 및 운영계획 수립
97. 2.19~97. 2.28

운영방법

2. 운영 단계
가. 운영의 실제
쪾이론적 배경의 재정립
쪾운영과제의 세부 운영내용 선정 운영
97. 3. 1~97. 12.31
나. 운영결과 분석
쪾자료처리 및 정리
쪾운영결과 검증 및 분석
쪾운영결과 요약 및 결론

기간

97. 10.~97.10.30



3. 정리 단계
가. 운영결과의 정리
쪾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쪾운영결과 보고회
97. 10.~97.10.30
4. 후속 연구
가. 운영결과의 문제점 추출 보완운영
쪾운영상의 문제점 추출
쪾보완 운영
97. 11. 1.~97.2.28
Ⅲ. 운영의 실제
본 운영 목적은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소인수 학급임을 감안하여 개인차에 맞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들의 활동장인 교실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는데
있다.
? 운영과제 1 ? :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여건을 조성한다.
? 운영과제 2 ? : 자주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활동을 선정 운영한다.
A. ?운영과제 1?-열린교육을 위한 학습여건 조성
1) 열린교육을 위한 교실 공간 구성의 다양화
⑴ 교실의 독서실화
교실을 도서실화 하기 위하여 학교 도서를 학급에 배분하고 가정 도서 등을 이용한 교실
의 도서실화와 독서지도 및 다양한 독서행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⑵ 교실의 자료실화
와이드비젼, 컴퓨터, 칼라프린트기, 닥터위콤, 실물화상기, OHP 등 최첨단 교수매체와 함
께 교과별 학습자료함을 설치하여 교수-학습활동에 투입, 아동들의 학습의욕과 학습력 증진
에 주력하였다.
⑶ 열린학습을 위한 선택활동 코너 마련
아동들의 열린 학습활동을 위하여 기존 교실에 기존의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①Rug
Meeting코너를 비롯하여 선택 학습활동을 위한, ②독서코너, ③실험․관찰코너, ④놀이 코
너, ⑤음악감상 및 생활영어 학습코너 등을 기본으로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학습
공간을 구성하여 개별학습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열린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

⑴ 시설환경의 조성
정적인 교실의 장에서 동적인 장으로, 고정된 책상 수업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이동하며
학습하는 장을 조성하여 교실에서 자료를 찾고 조사하고 탐색하는 열린학습 환경을 조성하
였으며, 가정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응접세트, 사물함, 음악감상 코너, 놀이코
너와 같은 학습활동중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의시설에 주력하였다.
⑵ 열린교실로의 환경구성
원접학년의 복식 학급임을 감안하여 저․고학년 끼리 역할분담조를 편성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윤번제로 자율적인 환경구성을 위한 활동에서 아동과 아동, 교사와 아동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학습의
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⑶ 열린학습을 위한 특별실 조성 운영
특별실 조성 운영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적인 학습의 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활동의 장
을 선택함으로써 흥미중심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으로서역할을 다했으며, 특
히 방과후 교육활동 및 예․체능 학습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B. ?운영과제 2?-자주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활동 선정운영
1) 1일 일과표 작성 운영
⑴ 탄력적 시간 운영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80분 블럭단위로 교과 및 단원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의 시
간 운영 결과 개별지도의 여유를 가져와 학습력 신장은 물론 즐거운 학습분위기와 부담없는
학습시간이 되었다.
⑵ 협력학습조 조직 운영
복식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개별화 지도의 보충과 직․간접 교수-학습활동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급 구성원간의 우애와 협동심이 증진되었다.
2) 개별활동 학습 추진
⑴ 학습방법 훈련안 작성 활용
발표요령 훈련안 및 발표 기본안을 선정 지속적으로 교수-학습활동에 투입 적용한 결과,
아동들의 발표력이 신장되어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⑵ 개인차에 적응하는 학습 모형 적용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과정안을 적용하였으며 주간학습 안내는 예습 및 과제 해결에 자율
적 학습력이 증진되었고, 열린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학습자료의 수집 제작이 원활하였
다.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
⑴ 평가방향
교과서 중심의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과정평가 중심으로 평가
방향을 전환하였다.
⑵ 평가방법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개인별 수행상황 기록표에 의하여 대단원 종료시, 평가
관점과 개인학습 실적물 등을 평가하여 관리하였다.
⑶ 평가결과 활용
아동 개인별 학습능력 파악 및 피이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 통신화 하여 학부모와의
연계 교육을 모색하였다.
위와 같은 운영과제에 따른 내용을 실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습환경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면
교실공간 구성의 다양화와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
정감과 가정과 같은 아늑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동들의 정서생활은 물론 학습생활 및
학습동기 유발에 바람직한 점을 시사하였다.
2. 교실의 자료실화에 대한 효과면
자료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
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아동들의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줄 수 있었으며 자료 활용방법도 익
숙하여졌다.
3. 첨단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효과면
실물화상기, 컴퓨터, 닥터위콤, 컴퓨터 등 첨단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투
입 적용한 결과 아동의 학습의욕이 충만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어 학습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4. 능력별 윤번제 역할 분담에 의한 환경구성 반응면
환경구성시 아동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활동에 보람은 물론 공
동체 의식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주간 학습안내 활용면
학습의 내용 이해 증진 및 과제 수행 과정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기주도적 학습
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협력학습조 조직 운영면
복식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교수 활동량의 보충과 함께 개별화 지도의 보충 및 직․간접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7. 자주적 학습태도 변화면

자율적 학습력, 학교공부의 흥미, 교과학습의 자신감 등이 충족되었으며, 특히 학교 공부
가 지루하지 않다는 아동이 운영전에 비하여 63.16% 향상되었다.
8.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면
첫째, 아동의 측면에서 60.52%의 아동이 열린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둘째, 학습측면에서도 열린교육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학교교육의 열린교육으로의 방법
적인 변화로 아동의 가정학습 태도 등에 바람직한 변화 등이 학부모의 열린교육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혔다고 본다.
Ⅳ. 효과 및 전망
1.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면에서
1) 다기능화된 학습의 장 조성으로 교실의 모습이 학습력 향상을 위한 측면으로 변모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의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었
다.
2) 첨단 교수매체의 활용과 교실의 자료실화로 학습 동기와 학습흥미를 고취시켜 자주적
학습력이 증진되었다.
3) 교실과 복도를 활용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는 특별실을 조성하여 운영한
결과, 아동들이 정적인 학습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활동 및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4) 역할분담을 통한 윤번제 환경 구성은 학교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 고취와 함께 공
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생활 지도면에서도 바람직한 시사점을 주었다.
2. 자주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활동 선정면에서
1)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과 및 단원의 적절한 탄력적 시간 운영으로 복식학습에서
개별화 지도과정이 용이하였으며, 특히 아동들이 학교 수업에 대한 지루함이 해소된 점은
바람직한 운영의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2) 기본학습 훈련안 등 자기학습력 훈련 방안은 수업에 주목성을 높이고 학습 동기유발에
기여하였다 고 본다.
3) 개인차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형태의 열린학습 과정안 적용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개
선되고, 주간학습 안내는 교사에만 의지하려는 아동들의 타성에 젖은 학습경향에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3. 제 언

1) 심리적 안정감과 올바른 심성 도야에는 정서적 환경조성이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학교
에서의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에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다양한 학습자료의 구안 확충과 개별학습 자료를 확충 보급하고, 기초 학력 미달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겠다.
3) 열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교육 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겠다.

<교육개혁과 열린교육과정 운영>

신문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글짓기 학습
장 원 규
Ⅰ.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미래산업,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 수요 또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요구가 기대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열린교육
바람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기 위하여 신문을 활
용하는 교육, 즉 토의학습, 탐구학습, 경험학습, 창조적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습
의 중심자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문이 산 교육의 자료로 최대한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신문교육을 통해 독서 기술 습득, 독서에 대한 흥미 증진, 읽기 능력 향상, 문장력, 작문력
과 발표력 향상,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식 증대,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 능력 향상,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정보 처리 능력, 최신의 정보 이용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판단력,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능력,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사고력, 창조력, 비판력, 평가력, 분석력, 종합력 등 기존의 교과서로서는 얻기 힘든
여러가지 능력이 신문 활용을 통하여 길러지므로 신문 활용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글짓기 능
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였다.
Ⅱ. 운영 계획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옮겨 적는 필사(writing)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머릿속에서 충분히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들 구
성력은 우리가 흔히 하는 쓰기 활동을 통해서도 개발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
누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쓰기 행위 자체보다는 여러가지 구두
적, 사회적, 지적 활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곧 현재보다 훨씬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보통 학교현장에서 쓰기 지도라 하면 쓰기 활동자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보다는 학생
들이 다양한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학생들과
의 상호작용이 풍부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운영 과제
신문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글짓기 학습을 위해
가. 신문과 친해 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나. 글짓기 활동을 돕기 위한 신문 활용 자료를 개발․투입한다.
2. 대 상
팔덕초등학교 3학년 1반, 남 9명, 여 13명, 계 22명
3. 운영 기간
1997. 3. 1~1997. 12. 31(10개월)
Ⅲ. 운영의 실제
1. 운영 과제 `가의 실행
신문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가. 학습 여건 조성
학생들이 신문학습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학습자료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비치하
여 조사, 탐구, 취미, 오락, 독서, 자료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창의적으
로 마련해 주었다.
쪾독서방 쪾시청각방 쪾신문 학습방
쪾컴퓨터방, 쪾신문 놀이방
나. 신문 학습 활동 발표 기회 마련
학생들의 활동상이나 표현물들이 다양하게 홍보되고 전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너로
NIE 학습지, NIE 스케치북, 파일 자료, 대자보, NIE문집, NIE 신문, 사진 자료, 학습 누적
물, 가족 공동작품 등 다양한 NIE 열린 학습 활동 작품을 전시하였다.
다. 신문과 친해지기 활동 전개
신문에 친숙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하였다.
쪾기사에서 낱말 찾기, 이름 찾기
(친구 이름, 부모님, 가족, 노래 제목)
쪾찾은 글자끼리 연결하여 큰 삼각형 만들기
쪾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광고에서 고르고 이유 쓰기
쪾표정 찾기(우스운, 무서운, 화난, 슬픈, 기쁜…)
쪾사진이나 그림보고 떠오르는 단어 모두 쓰기
쪾만화나 광고보고 이야기 꾸미기
쪾사진이나 그림을 여러 장 모아 놓고 이야기 꾸미기
쪾신문에 나오는 숫자를 단위별로 분류하여 보기
쪾우리나라 지명 찾아보기
쪾맛이나 느낌에 관한 낱말 찾기
쪾머릿기사 만들기와 6하 원칙에 따른 기사 쓰기

쪾만화 대사 지우고 말주머니 채워보기
쪾만화나 인물 사진으로 자서전 꾸미기
쪾방송 시간표를 보고 시간의 덧셈, 뺄셈하기
쪾일기예보를 보고 전날과 다른 점 비교하기
쪾사진보고 가려진 부분 그려보기
2. 운영 과제 `나의 실행
글짓기 활동을 돕기 위한 신문활용 자료를 개발쪾투입한다.
가. 쓰기 지도
⑴ 문집 만들기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문집을 만들어 서로 읽어보게 하고 여기
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①개인 문집-NIE 학습 결과물을 개인의 취미, 특기, 개성을 살려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
여 제본 활용하였다.
②학급 문집-개인용 파일 자료에서 개인당 주제별로 2~3개 작품과 공동 작품을 선정하여
학급 특색이 잘 나타나게 내용을 구성하여 제본 활용하였다.
⑵ 모둠별 활동을 통한 협동적인 쓰기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 혼자 쓰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럿이 모여 한편의 글을 쓰게 함
으로써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나누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피이드백 받을 수 있고 협동의
의미를 알게 되고 구성 능력을 기르게 되고 글쓰기를 증진시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①신문의 기사 중 대립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잘 읽고 판단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하
였다.
②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
전개
③주어진 조건으로 사진보고 글을 쓰도록 하는 활동
④주어진 주제로 사진을 모아 글쓰기
⑶ 쓰기 자극물 제공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학생들의 메모집, 학습장, 그림과
영화, 음악, 문학작품, 다른 매체로 바꾸기, 즉흥극와 무언극)
①신문 그림을 이용하여 신문 일기 쓰기
②먼저 기사 내용을 읽게 한 후 제목 달아보기
③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을 유추하여 쓰기
④기사 제목의 끝부분을 단어로 종결하기
⑤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 예측하기
⑷ 통합적인 감각 활동 실천

교사는 감각을 적절히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무언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
였다.
①오늘의 주요 뉴스를 신문에서 간추리고 아나운서가 되어 전해 보기
②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선택된 기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③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④낱말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고 이유를 친구들에게 말하기
⑤신문에서 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견을 나타낸 부분을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⑸ 철자와 구두법
글을 쓰는 것은 크게 머릿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와 `구성된 내용을 글로 옮겨
적는(필사)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철자와 구두법은 필사와 관련된 활동을 실천하였다.
①기사 내용을 읽어보고 6하 원칙의 요소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느 빠진
부분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글을 완성하기
②사설의 제목이 적절한가 알아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바꿔야 하는지 이야
기하기
③주어진 단어와 관계된 낱말 찾아보기
④표준말과 사투리를 찾아보기
나. NIE 자료 활용
NIE 학습 자료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⑴ 학습지의 활용
①교과 학습의 진단, 도입, 전개, 정리, 발전의 단계에서 각 교과 학습용 열린 학습 자료
로 활용
②교과 대체 학습으로 활용
③논술, 인성, 창의성, 아침 자습, 주제 학습, 개별 학습, 코너 학습, 과제 해결 자료로
활용
④실기 평가, 자율 학습, 선택 학습자료, 책가방 없는 날, 특별활동, 재량 시간에 활용
⑵ 스케치북의 활용
①학습지보다 더 큰 공간으로 개별 학습 자료로 활용하며 신문 자료를 스크랩하고 자신
의 느낌이나 의견을 기록한다.
②학습 활동 내용에 열중, 적극적 표현, NIE 학습지 제작 활용
⑶ 파일 자료 활용
①각 교과별, 주제별, 영역별로 개인별 파일 자료를 준비하여 각자 관심있는 분야를 매
일 스크랩하고 기사 옆부분에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적어 넣어 NIE학습 자료로 보관, 활
용하였다.
Ⅳ. 기대되는 효과
가. 교사의 입장에서
⑴ 학습 지도면

①학습의 효율성 증대
②학습 방법의 다양성 증대
③학생의 수준에 따른 글짓기 개별화 지도 가능
④교과 내용의 사회성과 현실성 증대
⑵ 가정 학습면
①다양한 학습 과제
②과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교과와의 다양한 간접경험 확대
③학생의 개성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
나. 학생의 입장에서
①재미있는 시간의 활용 및 다양한 언어활동 경험
②다르게 생각하는 태도 및 글짓기 능력 향상
③각종 사전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능력
Ⅴ. 결 론
신문활용 교육은 글쓰기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자료로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글쓰기를 위한 간접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직접 경험을 통해 쓰게 하는 것이 더욱 좋으며 신문활용 교육에서는 지문과 가치
지 작성을 잘 해야 하며 학생의 수준과 흥미와 관심 역시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적인 언어(사고)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내적인 언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그리고
다른 활동들 역시 내적인 언어 즉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는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철자나 구두법과 같은 하나의 쓰기 기능으로 취급하여 구성능력을
기르려 했다. 구성능력은 글을 쓰기 이전에 배운 것으로 주로 듣기를 통해 배운다. 구성력은
쓰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듣기를 통해 그리고 언어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성력을 개발할 수 있음으로 신문활용을 통한 글짓기 지도
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더욱더 발전적인 지도 자료의 개발이 기대된다.

전공별 장학팀을 통한 수업장학 사례
<자율장학>

-무주군 중학교 중심-

전라북도 무주교육청

Ⅰ. 필요성 및 목적
장학지도의 핵심은 현장 교사들의 수업장학이다. 수업장학 지도를 위해서는 교과별 전공
장학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의 실정은 어떤가? 2~3명의 장학사가 있을 뿐,
각 교과별로 수업장학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전공이 아닌 교과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교감, 교사들로 구성된 장학팀을 활용할 수 밖에 없
었다. 따라서 장학팀을 통하여 전교과를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장학지도 계획
1. 장학지도 방향
가. 수업참관 및 방향
나. 장학팀에 의한 지도 조언
다. 우수사례 확인
2. 장학활동반 편성
순
월일
학교명
1
2
3
4
5
6
10. 22
10. 30
11. 4
11. 7
11. 13
11. 14
무풍중학교
무주중학교
부남 분교

과목

장

학
팀
장학사

교감

교사

설천중학교
안성중학교
적상중학교
음 악
기 술
컴퓨터
과 학
미 술
가 정
이봉화, 윤 영
〃
〃
〃
〃
〃

윤기동,
주태식
유성기,
안병화,
신현길,
김석묵,
장세화,
임영옥,

오일웅
정주환,
김준배,
구소영,
김종수
최혜원
김순자,

전은영
최병춘
한천수

이강자

3. 장학지도 시정 및 내용
과 목
협 의 과 정
장 학 팀
1교시
학교현황 파악
학교현황, 학교경영 개요 및 학교 현안문제 청취

쪾

2교시
수업 참관
전공 교과별 수업참관
장학팀제 운영(과학, 가정, 기술,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쪾
※

3교시
수업 협의회
전공 교과별 수업 협의회

쪾

4교시
〃
〃

4. 장학팀제 운영
가. 교과별 장학활동반별 시범수업 장학팀제 운영
수업협의 요령
-2교시 : 수업참관
-3교시 : 수업협의회(당해 학교 교감 진행)
학교장 인사말씀
수업자 의견 및 반성
질의 응답
장학팀 과정별 수업분석에 의한 소감 발표
지도 조언(담당 장학사)
나. 수업분석에 의한 협의회 운영 방안
수업설계 분석 : 수업안 구성, 수업목표, 수업모형, 판서, 교수매체 활용, 형성평가 등
수업과정 분석
필터(Filter)식 수업분석 : 교사발문, 학생발문, 자료활용, 판서, 학생활동, 노우트 기록 등
요소별 수업분석: 수업설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교수매체 활용, 판서 형성평가, 전공교
과 내용 등
다. 장학활동 요청서 제출
1) 제출일 : 97. 9. 30(화)
2) 요청 장학일
10월-7, 10, 14, 17, 21, 24, 28, 31일
11월-4, 7, 11일 중에 택일하고 과목은 과학(설천중), 가정, 기술,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과목중에서 택일하여 요청할 것

○

쪾
쪾
쪾
쪾
쪾

○
○
쪾
쪾

Ⅱ. 장학지도 계획
장학활동 요청서에 의해 수업참관을 하고 협의회를 갖었다. 지면 관계로 `음악과만 기
록하기로 하겠다.
1. 장학활동 요청서
장학 활동일
요청일시
97. 10. 22
협의내용
협의주제
한국 음악의 지도 방법

조정일시

해결코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
1. 악곡의 장단을 감각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민요의 특성 이해와 표현

97. 10. 22

수업참관계획
교 과
음 악
단 원 (제재)
신고산 타령
차 시
2 / 2
학 년 반
2 - 1
장 소
음악실
수 업 자
문 혜 정
수업자(업무담당자)가 기대하는 참관 관점
1. 제재곡을 장구로 치며 노래할 때, 장구의 장단과 노래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가?
◈ 신고산 타령 노래부르기와 자진모리 장단치기가 익숙하게 연주될 수 있어야 하며, 장
구 소리가 너무 지 도록 하여 노래를 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크 않
습
맞

살

끄럽 흥

2. 어떻게 하면 학 목표를 향해 매
고 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가?
◈ 수업시간에 게 적당한 수업 양을 정한다.
◈ 반복적으로 연주 으로 점차 나아지는 성취감을 갖도록 해준다.
◈ 주위를 중할 수 있도록
나 나
를 들어 준다.

집

함

써

좋거

쁜예

3.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법
◈ 한 점에 대한
을 아 지 으며, 다
◈ 모 학생에게 발표의 기회를 이 준다.

잘

든

참관자
적상중부남분교
-전은영
설천중
-유성기

쪾
쪾

칭찬

끼 않
많

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쪾무주중

-정주환

쪾장학사

-이봉화
윤 영

2. 음악과 시범수업 협의내용
음악과 시범수업
-교사 문혜정
가. 우수사
1) 학교 당국에서 국악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음
2) 장구가 학 수에 해 다 으로 구 된 점
3) 학생들의 장단 지도가 일시적이 아닌 지 적인 지도로 모
준에 라와 있는 점
4) 지도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점
5) 학 자료가 현대감각에 도록
를 사용한 점
6) 교사가 수업을 재미있게 이 려고 노력한 점
7) 교사의 발문과 학생에 대한 상 리를 적시에 해준점

■

항

급

비

량

비

맞

OHP

올

습

보완 항
습

많

속

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어느 수

끌
보 처

나.
사
1) 학 목표의 `자진모리 장단을 치며 익숙하게 부를 수 있다.에서 무 을 익숙하게 부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 으면
2) 도 부분의 교사의 i 반주에
어 신고산 타령을 노래 부를 때 학생의 목소리가
아노 소리 다 1옥타
제 노래하 는데, 이때 학생들의 성기적 목소리를 고려하여
아노 반주를 학생들의 목소리에
게 조를
서 반주하면 어
.
3) 장단을 치면서 노래부를 때의 장구 편의 한 복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을
서 노래를 리면서 장단을 치는 것이 어
.(전문가가 민요를 부 곡을 감상곡으로
들을 때도 장구 반주를, 편은
을 음)
4) 장단치기 지도에서 형장단을
때, 교과서 대로만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에
의해서 만
형 장단을 치도록 으면 의적인 형장단 치기를 할 수 있지
을
.
5) 기기와 기의 형태로 노래 부를 때 장단치기에서와
가지로 노래할 때에는 학생들
의 사고에 의해서 자 한 사설로 노래 부르도록 으면 재미있고 의적인 노래 부르기가
지
을
.

입

쳐
함

보

했
P ano
브낮

살

채
변

든변

메

받

되 않았 까 함

작

함
맞추
였
맞춰 낮
채

엇

옮겨

변

떨까 함

떨까 함

변죽 쳤
칠
했 창

른

변

했

칠

마찬

피
피

채

변죽

않았 까

창

항

다. 협의 사
협의내용 : 한국 음악의 지도 방법
1) 악곡의 장단을 감각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대하여
우리 국악의 장단을 감각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
다도
우리 음악의 을
고 그 에 어서 길 때 자연
게
서 지는 장단 연주가 어야 한다. 그러기

쪾

맛 젖

즐

스럽 흥겨워 쳐

엇보

…
먼저

되

맛 알

위해서는,
: 우리 국악을 이 들어야 하고,
: 우리 민요를 이 러야 하며,
: 또 언제 어 서나, 구 지 우리 음악을 게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시설이 갖 어 야 하며, 특
등 매 컴의 도역할이 강
조된다.
: 이러 게 었을 때 우리 음악이 아지고 생활화 어서 자연
게 우리 음악을
기게 고, 그 을 게 어 우리 음악이 우리 주 에서 연주될 때 자연
게 에
과 어
을 게 며, 에 은 감각적인 장단을 치게 될 것이다. 를 들면, 차
를 운전하며 은 공간을 통과하려 할 때, 그 공간을 재어
차 의 이와 교해서 통
과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 동안 운전한 사 은 감각적으로 운전
하여 통과하는 것과 다.

첫째
둘째
셋째

많
많 불
디 누 든

쉽 접
히 TV

추 져

넷째

히 되
좋
즐 되
맛 알 되
워 몸짓 깨춤 추 되 몸 젖
좁

스

선

되

스럽
변
스럽 흥 겨
예
본후 폭 넓 비
랫
람

같

Ⅳ. 효과 및 전망
1.

효과
가. 시․군 장학사의 한정된 과목만을 수업장학 하던 한계를 극복하여 전 교과에 걸쳐

수업 장학을 실시할 수 있었다.
나. 전공별 장학팀 구성을 경력이 은 교감, 교사와 중간 정도의 경력의 교사, 5~6년
경력의 교사들로 구성하 로 각 의 전공 경 을 통하여 다양하고 심도있게 수업장학 지도
를 할 수 있었다.
다. 전공 장학팀이 관내에 구성 었으 로 동료의식과 교과 동아리 연구의 과도 아울
러 가질 수 있다.

므

많

층

되

망

험

므

효

2. 전
가. 현장 교사들의 응도가 기 때문에
적인 수업장학이 전 교과에
것이다.
나. 아울러 시 군 장학사들의 수업장학 업무에 강이 어 장학활동이
이 어질 것이다.

루

호

․

높

효율

보

되

걸쳐 실시될
더욱

원활

히

<자율장학>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수업 녹화를 통한 자기장학
임실 관촌중학교
Ⅰ.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장학의 목적은 교사 집단을 모든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묶
는 것이다.
장학의 역할은 많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학급을 하나의 섬으로 보는 태도를 교사진이 한
학급을 뛰어넘어 학교 전체의 공동의 수업과제-자신을 뛰어 넘은 큰 목적-에 몰두하는 태
도로 바꾸는 것이다.
장학담당자는 학교내의 인물이든, 학구의 인사이든 학교수준의 일반 장학 담당자이든 학
교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는 직
접적인 지원,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개발, 집단개발, 현장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 모든 경우 수업향상에
관심을 가진 장학 담당자라면 시작을 할 수 있다. 장학 담당자로서 교사들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과업에 관심을 기울일 때 학교 수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Pratzner, 1984).
장학의 기능으로서의 발달의 첫째 의미는 수업면의 변화 전략이 설득적인 면에서 지원적
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둘째 의미는 교사의 개인적 및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장학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수-학습 활동이다. 이 교수-학습활동 측면에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 장학 방법을 연구하여 열린교육 차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과 적성,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의 조성이 절
실히 요구된다.
수업장학은 교사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
증받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장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효과면에서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좥다양한 교수학습 적용 수업 녹화좦를 통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한 요청 장학과
구체적 도움을 주는 지원 장학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교과별 또는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인
교수-학습방법 개선연수와 실제 지도가 의욕적으로 실천되는 동료장학 및 자율장학으로 학
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때이다.
2. 목 적
⑴ 학생 중심의 개별화, 개성화, 자율화 학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며 평생학

습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⑵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인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와 실제 지도가 의욕적으로 실천되어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생 활동 중
심의 교수-학습이 정착되도록 한다.
⑶ 자율적인 수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학교가 적극적인 노력을
지원하여 학생중심의 교육, 인간중심의 교육 및 다양화 교육이 실현되도록 한다.
⑷ 외부의 강요나 지도에 의한 임상장학 내지 지원장학보다 교사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자율장학의 체질화로 보다 효과적인 장학의 실
효를 거두고자 한다.
Ⅱ. 장학지도 계획
1. 시기 : 97. 4~97. 10.
2. 대상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중 희망 교원 13명
3. 교수-학습 방법 연수 및 연구를 통한 자율장학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4.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숙지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자율장학의 실효를 거둘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 실천한다.
Ⅲ. 장학지도의 실제
1. 자율장학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 운영 일정, 교과 선택,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연수, 수업공개 계획, 회원참가 범위 등을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율 장학 협의회 조직
교 과 별
인
원
국 어 과
3명
영 어 과
2명
수 학 과
2명
과 학 과
3명

사 회 과
3명
계
13 명
2. 자율장학 협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① 자율장학 협의회 조직
②교수 학습 방법 선정
③수업 개선연수
④수업녹화
⑤분석 및평가
⑥협의 및 일반화
feed back
3. 교직쪾교양쪾전공 과목과 관련된 서적 및 잡지, 연구논문 등 문헌연구와 PC통신 및
INTERNET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세워 실천했다.
단 매체 활용 연수

첨

통신을 활용한 연수(4회)
PC 통신 활용 연수
INTER NET 활용 연수
전체 연수(5회)
기초 이론 연수
통신 활용의 이론적 기초연수
집단 연수(3회)
학습 활동 연수
자료 제작 활용 및 실천 사례 연수
소

4. 각종 연구, 교과 연구회, 학술발표회, 강연회, 연구, 시범수업 공개회 그리고 선진학교
상호 방문 프로그램에 적극 참석 또는 참여하도록 학년초 계획을 세워 실천했다.
⑴ 전문가 초빙 연수
초빙 전문가
근

무

처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성남 초등학교

임 실 교 육 청
영 훈 중 학 교
직위
연 구 사
교
장
학무 과장
연구 주임
성명

용 선
이 정 빈
오 정 자
류 시 황
유

시기
4월 하순
5월 상순
5월 중순
5월 하순
초빙

연수내용
C.A.I 및 C.M.I 소개 및 활용
열린교육 기초이론 소개
열린교육 환경 구성
수학과 시범수업(Video)
⑵ 방문 연수
구분
해당교사 방문연수 장소
교과별 열린교육수업 방법 연수
시범 참여 연수
〃
〃
〃
〃
〃
〃

경기 인덕원 초등
충북 주성초등
대구 용계초등
전남 담양초등

시기

연수내용

주 고려중학교
광주 고려중학교
경기 궁내중학교
5월 15일
5월 21일
6월 3일
6월 10일
6월 19일
10월 10일
10월 17일
수업참관, 자료제작 활용 상황
광

〃
〃
〃
〃
〃
〃

열린교육환경 조성을위한 견학 연수
교감, 연구 주임,연구 주무
서울 영훈중학교, 교육개발원
4월 5주
열린교실 시설 및 환경 견학
. 자율장학 교사의 수업은 1학기 실천단계 지원 장학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사전에 수업시간을 조정 해당교과 교사는 물론 자율 장학협의회 교사 전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별 수업개선 연수가 심화되도록 했다.
6. 자율장학 실시전 교사나름대로 자기장학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장․교감․연구주임
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상호 서명한다.
5

자율장학 교수-학습 방법 시범수업
교 과
국 어
영 어
수 학
사 회
과 학
시범 수업 교사
이 관 호
정 선 영

최

유

강 현
윤 효

순
욱
순

시

기
5월 2주
5월 4주
6월 1주
6월 3주
6월 4주
주 된 학 습 방 법
Topic학습, 스타 학습
Buzz 학습, 코너 학습
탐구학습, Program 학습
Project학습, 신문 리터러시 학습
Team Teaching 학습, 코너학습
자기장학 계획서 양식
자기 장학 계획서
교사 (
), (
)학년 (
)반, (
)년 (
월 (
)일
1. 연구과제 :
2. 연구계획 :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기간
다. 연구방법(자기장학의 방법)
라. 지원사항
3. 일정 계획 :
4. 수정 계획 :
5. 평가 기준 :
※ 본 계획의 추진결과는 일정계획에 따라 장학담당자 (교장, 교감)에게 보고함.
장학담당자 서명
교장 서명
교감 서명
교사 서명
7. 자율장학 계획에 의해 자율장학 수업을 녹화했다.

)

⑴ 학년초 (3월) 무비 카메라 2대를 새로 구입하여 기존 방송실의 무비 카메라와 같이 자
유롭게 수업녹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장, 교감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물질
적, 시간적 도움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약속, 자율장학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⑵ 수업녹화는 2학기 자기장학 수업을 자율장학 협의회 회원의 자율의사에 의해 년 1회
이상 수업계획을 수립, 지도 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의 각 단계에서 교사가 중점적으로 실
행할 교수-학습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업녹화를 하였다.
⑶ 자율장학 협의회의 회원의 희망과 수업자와의 상호 협의에 의해 녹화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방법 개선에 조언할 수 있게 했다.
8. 녹화된 자신의 수업을 자기 스스로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⑴ 교사가 실천한 자기장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교사 스스로 분석․평가했다.
⑵ 분석․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장학 담당자와의 결과 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
용했다.
⑶ 자기장학을 통하여 얻은 유일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일반화하거나 동료교사들에게 전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효과 및 전망

Ⅳ

1. 효 과
⑴ 자율장학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연수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
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⑵ 자율장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교과 단원과 학습환경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효율
적인 적용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⑶ 수업장학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던 경향을 지녔던 교사의 태도가 어느 정도 장
학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태도로 전향되었다.
⑷ 자율장학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면서 교사의 교수활동이 명료하고 적극적이며 학생중심
의 학습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⑸ 교사의 자발적인 자기장학 및 자기연찬의 결과 교사와 학생 공히 교수-학습방법에 대
한 숙지와 숙지된 학습방법의 시기 적절한 수업적용은 학생들의 학습력의 신장효과를 가져
왔다.
2. 전 망
1. 장학의 효율면에서 이미 그 효과가 크다고 입증된 동료장학 및 자율장학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나 연수를 열린교육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자율장학의 확산으로 능력있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즉
자율장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일반적인 장학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만큼 장학지
도를 필요로 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장학지도를 할 기회가 증가될 것이다.

과학전람회
-제43회 전국 과학전람회 환경부문 지도 최우수상-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환 복
Ⅰ. 머리말
다가올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과학 발전과 첨단 산업이 크게 발달하리라 전망
된다. 이렇게 변해가는 미래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교육
이 우선이라고 본다. 특히 초등학교 과학교육은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초보적인 과학 지식을 습득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
다.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학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므로 과학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태도와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은 실험, 관찰에 의한 탐구 학습에서
길러진다고 본다. 그런데도 학교의 과학교육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욕구
를 저버린 채 일과표에 얽매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충하고자 과학에 대한 자질을 가진 학생 스스로가
탐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 활동 반을 조직 운영하여 지역 여건이 열악한 학
교에서도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주인공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보겠다.
1. 과학 탐구반 조직 운영의 실태
탐구란 `모든 실상을 더듬어 살피면서 연구한 일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이 탐구의 바
탕은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이나 탐구의 경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지식이다.
우리 인류는 탐구의 오랜 역사를 거쳐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인간 생활에 쓸모
있게 활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이 세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하는 생활이란 평소에 알아보고 싶은 일을 계획을 세워 장기간에 걸친 탐구 생활을
통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생활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과 참신한 사고력이 있으면 무한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다. 우리
는 이런 어린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속적인 관찰, 실험, 측정, 분류 등의 다양한 탐구 내용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와 자료
해석 뿐만 아니라 원리 적용 능력까지 탐구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바탕을 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탐구반 조직을 하기 위해 본교 3학년 이상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과 실험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재미있었다 30.3%, 재
미있는 편이다 36.3%, 재미없다 33.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약 70%의 학생들이 그런대로
재미를 느 고 있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흥미를 느 지 하고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에 대한 흥미를 느 지 한 원인을 알아보 더니 실험 보고서와 실험 과정이 까다

끼

끼 못

끼 못

았

님

섭
님

끼 못

답

9

절

롭고 선생 의 간 이 많아 흥미를 느 지 한다고 응 하는 어린이가 0%로 대 다수였
다. 그래서 선생 의 지시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탐구, 관찰,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자
연에 대한 흥미도를 이고 각 과학 대회에 참여시켜 성 동기를 부여하는데 역점을
어 지도하였다.
3 초에 3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탐구관찰반 12명을 편성 조직 운영하였다.
과학 탐구반 운영은 매주 수요일 14 00 1 30분까지 0분동 강 에 모여 각 부 로 탐구
한 주제를 토의하여 1주일 동 관찰 실험하고 사 하나도 사로 보아 기지 는 세심
한 관찰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토 시간을 가
적으로 계획서를 여러 사람
에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방 , 연구의 결과로 기대 는 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서로
다양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 을 배우게 하고 탐구 활동을
아 주었다. 이때 교사는 발
표한 학생들의 계획서를 모아서 크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소 모 학교의 학생들이 조 이나 과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고 각 대회
에서 은 성적을 거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들의 일 단결에 의한 결실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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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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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 활동을 위한 탐구의 길 이

종

견

잡

학년초에 전학생들에게 일 의 `나의 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의 길 이를 만
들어 주어 관찰로부 얻는 현상, 변 , 결과 등을 가 기록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내용을
소 하면 다 과 같다.

개

터

음

화

누

)

1 탐구과정
탐구과정은
간단한 관찰로부 문제를 발 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아 정적인 해 가 을 구상한 다
실험, 관찰 등 활동에 의하여
하여 결 에 도달한다.
새로운 지식을 이루어 간다.
결과 자기가 내린 정적인 해 이 지 히으면 새로운 해 을
여 다시 자료를 모아 탐구하는 활동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검증
)
①

터

견

잠
검증

잠

론

답( 설)

음

답 옳 안

형

답 찾아내기 위하

2 탐구 활동의 유
관찰 연구 모든 연구는 관찰로부 시 된다. 관찰이란 사 을 주의 게 살 본다는
뜻이다.
실험 실습적 연구 실험이란 실제로 시험을 보는 일로 어 한 건이나 현상에 변
를 일으 게 하여 관찰하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 을 관찰할 때 관으로 관찰한다.
그러나 관만의 관찰로 실한 결 을 얻지 할 때는 여러가지 조건을 바 서 변 하는 모
양을 알아보는 방 으로 각 실험 기구가 사용된다.
조사 분류 연구 조사란 실정을 자세히 살 알아본다는 뜻이며 분류는 사 의 류,
특 에 대해 여러가지로 가르는 일을 말한다.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지 조사, 여러가지 문 조사, 는 사, 학, 방문, 여
을 통하여 모아 은 자료를 유사성이나 상이성 는 사 간의 관계에
특성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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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종

또

헌

물

또 답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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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

준

준 따

내어 기 을 정하고 그 기 에 라 구분하는 것이다.
3 탐구 활동의 실제
탐구 문제 기
탐구 문제는 탐구해 보고 싶은 문제를 교재 내용이나 특 활동 는 생활주변의 사태가
자연 현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수 에서 정해야 한다.
한 탐구 문제는 탐구하는 사람의 흥미나 하고 싶은
이
것 일수록 다. 그리고
어린이 수 에서 알고 있는 평이한 내용에서 창의성 있는 아이 어가
있어야 한다.
탐구를 하게 된 까
연구 문제로서 선정하게 된 이유나 지를 사실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연구의 필요성, 연
구의 동기, 연구의 목적 등으로 연구의 내용과 방 에 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탐구를 통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을
가지 생각하여 정하도록 한다. 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사하거나 실험할때의 방 을 구 적으로 나타내도록 지도하였다.
연구 방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방 을 생각해 다. 여기에는 특 한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연구 방 으로 실험, 관찰, 조사, 분류, 질문지 등을 어 방 으로 할 것
인가를 구 적으로
다. 그리고 실험 관찰 연구에서는 조건 통제를 조사 분류 연구에서
는 연구 위를
야 하고 연구 결과의 데이타를 표나 그래 등 통계적인 방 으로 나타
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연구 기간
연구 계획서 성은
방학 동 에
하고 연구 실험은 3 부 여 방학 동 까지
적정한 시간을 택해서 진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진 일정을 나타내는 진 도라고 할까 공정은 탐구 활동의 방 과 차 를 생각하고 탐구
진 계획을 세워서 탐구가 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한다.
연구 결과
실험이나 관찰 연구인 경우는 실험 방 에
연구의 실 결과를 실험 1의 결과
,
실험 2의 결과
, 실험 3의 결과
의 방 으로 요약 정리하면 된다고 본다. 이 때 조
사 분류 연구인 경우에는 연구 내용에 라 사실이나 현상을 직히 기록한다. 연구의 방
에
결과는 표, 그래 , 실 사진, 조사 기록 , 질문지 등을 알기 게 정리해야 한
다.
결
결 에서는
적으로 해석하고 단을 하는 단계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된 점과
느 점 제 을 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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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회 전국 과학전람회 지도 사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듯 충실한 기초 과학교육이 밑바침이
되었기에 `제43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
국 과학전람회에서의 작품에 대하여 지도 사례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의 탐구 주제도 아이들의 반짝 반짝하는 예
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1년전부터 호성보육원의 음식물 쓰레기가 골치거리로서 문제 해

개

결을 위한 탐구반 활동을 전 하게

되었다.

탐구 내용은
1 지 이에 대한 탐구
2
식 처리에 대한 조사
3 지 이는 식 을 변 시 수 있을까
4 지 이가 변 시 거 은 식 의 자람에 어 게 될까
지 이가 변 시 거 은 어 성분으로 이루어 을까
탐구의 기간
방
탐구기간 1 6 . 2. 1 1 7. 6. 30

) 렁
)음 물
) 렁 음 물 화 킬
) 렁
화 킨 름 물
5)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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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탐구 방법 및 결과
: 지렁이에 대한 탐구

탐구내용 1
탐구 방
과 사전과
하였다.
알게된 점
살 으로
수 한
은 부

[

백

[

법]

렁

징 형태 및 구조, 먹이 등을 조사 탐구

해부 현미경을 이용하여 지 이의 특 ,

]

① 갗 숨을 쉬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며 밤에 활동한다.
② 암 몸으로 되어 있고 각 환절에 강모가 8개씩 있었다.
③ 썩 엽토, 나무 뿌리, 흙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탐구내용 2

: 음식물 처리에 대한 조사

[탐구 방법]
①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도 빼지 않고 비닐 봉지에 담아 그대로 버림으로써
쓰레기장 주민들과 의견이 항상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의 쓰레기가 함께 모아져 오염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탐구내용 3

)물

: 지렁이는 음식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뺀음 물 물

빼 않 음 물

화

1
기를
식 과 기를 지 는 식 의 변 탐구
탐구 방
기를
식 과 지 는 식 의 무게를 3
달아 스 로
스에 고 지 이
를 200
각각의 스에 고 지 이가 식 을 변 시 는 과정과 부피와 무게를 달아
교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기를 지 는 식 의
부분에서는 어있고 지 이가
살지 하고 있으
며 기가 없는 부분에 지 이가 모여 있 을 관찰하였다.
기를
식 에서는 기전에 지 이가 이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러 에서 활
동하고 있 을 관찰하였다.

[

비
[

법]
물 뺀음 물 빼 않 음 물
㎏씩
티 폴박
g씩
박 넣 렁 음 물 화 키
①물
물
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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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렁
음
뺀음 물
썩
렁

썩

먹

렁

잘

놓

못

곳

렁

③ 물기를 뺀 음식물에서는 지렁이가 먹이로 이용하여 부피가 줄어들고 무게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생각되었다.
) 렁
떤
음 물 좋
?
[
법]
음 물 쓰레 탈
넣 물 뺀후
렁
비닐 덮
썩 후 렁
g 넣 렁
비
[
]
①음 물 패 키 않 냥
군
난후 터
함
②음 물
패 킨 군
터왕
음
렁
[
]
① 렁 음 물
패되
화 킴
② 렁 먹

2 지 이는 어 상태의 식 을 아할까
탐구 방
식
기를 수기에 어 을
바로 지 이를 은
실험 과 식 을 7
일간
로 어 약간 인
지 이 200 을 어 지 이의 생육 상태와 부피 무게를 측
정하여 교 탐구하였다.
결 과
식 을 부 시 지 고 그 시험한 시험 은 초기에는 지 이의 생육상태가
하며 20일이 지
부 활발하게 활동 을 알 수 있었다.
식 을 약간 부 시 시험 은 초기부
성하게 활동하며 20일 부 는 알을 산
란하고 있 을 알 수 있으며 지 이도 크게 자람을 볼 수 있었다.
알게된 점
지 이는 식 이 약간 부
었을 때 활발하게 성장 활동하며 식 을 어 거 으
로 변 시 을 관찰하였다.
지 이는 이만 있고 조건만 맞으면 성장하고 산란하여 지 이의 자가 많아 을 볼
수 있었다.

넣 후

군 음 물

렁

불량

후 터

음 물 먹

렁

름

숫

짐

) 음 물 쓰레 왕겨 섞
화
[
법]
음 물 쓰레 ㎏ 왕겨
섞 비닐 덮 왕겨 썩
렁
g씩 넣
화 비
[
]
① 왕겨 음 물 합비 :
렁
함
②음 물
패
렁
좋
잘되 음

3
식
기에
를 였을 때 변 탐구
탐구 방
식
기 2 에
의 무게를 각각 달리하여 어
로 어
를 게 한
지 이 200
어 부피와 무게의 변 를 교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는 식 과 혼
가 1 20일때 가장 지 이의 생육 상태가 양호하며 활발하게 활
동 을 알 수 있었다.
식 이 약간 부 하였을 때 지 이의 생육상태가 으며 산란도
고 있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식 의 부피가 1 100로 줄어들고 무게도 많이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③음 물

) 음 물 쓰레
[
법]
음 물 쓰레 ㎏
렁
g씩 넣
[
]
① 쌀겨 음 물
쌀겨
②음 물

후

/

쌀겨 섞

화

4
식
기에
를 였을 때 변 탐구
탐구 방
식
기 2 에
의 무게를 각각 달리하여 어
로 어
를 게한
지 이 200
어 부피와 무게의 변 를 교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는 식 과 혼
가 1 2일때 가장 지 이의 생육 상태가 양호하며 활발하게 활
동하나
가 많이 필요 을 알 수 있었다.
식 이 약간 부 하였을 때 지 이의 생육상태가 으며 산란도
고 있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는 식 과 혼
이 1 2로
가 많이 필요 을 알 수 있었다.

③ 쌀겨 음 물

쌀겨

합비
함

화 비

:

렁

패

합 비율

섞 비닐 덮 쌀겨 썩

렁

:

좋

쌀겨

함

잘되

음

후

: 렁

화 킨 거름에 대한 식물

탐구내용 4 지 이가 변 시
자람 교 탐구

비

[탐구 방법]
지렁이가 변화시킨 여러 종류의 거름과 거름이 없는 흙, 퇴비를 넣은 화분에 배추를 심어
식물이 자라는 상태를 비교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① 지렁이가 먹은 음식물의 똥은 배추와 같은 식물에게는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유
기물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음식물을 지렁이가 먹으면 지렁이의 똥이 되어 많은 유기물로 변하여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함을 관찰 탐구하였다.
③ 지렁이가 먹은 음식물은 각 농가나 일반 가정에서도 퇴비나 화분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음식물 찌꺼기를 재사용함으로써 오염을 시키지 않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
5: 렁
화 킨 거름은 어떤
졌 ?

탐구내용
지 이가 변 시
성분으로 이루어 을까

)음 물 화
렁
화 킨 름 pH 비
[
법]
치 폴박 음 물 넣 렁
g 넣 후 pH
화
렁
화 킨후 렁 똥 5 격
pH 비
[
]
① 음 물 종 따 pH
남 따 렁 먹 음 물 중
칼
드
름
함
② 렁 먹 않 음 물 썩
렁 먹 음 물
깝
남
1
식 의 변 전과 지 이가 변 시 거 의
측정 교 탐구
탐구방
스 로
스에 식 을 고 지 이를 200
은
를 측정하여 변 전과 지 이
가 변 시
의 지 이 을 일 간 으로 조사 탐구하여
를 교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식 의 류에 라
가 다르나 기간이 지 에 라 지 이가 은 식 은 성
에 가까운 약 알 리성의 부 러운 거 으로 변 을 알 수 있었다.
지 이가 지 은 식 은 어도 지 이가 은 식 보다 산성에 가 게 나타
을 알 수 있었다.

) BTB 액
물
[
법]
렁
화 킨음 물 화 키 않 썩 음 물
5g 증
넣 잘
름종
른 후 BTB 액 넣 색깔 화 비
[
]
① 썩 않 음 물 BTB 액
푸른색
함
② 렁 먹 싼 똥 BTB 액
흐 암청색
함

2
용 에 의한 유기 반응 탐구
탐구 방
지 이가 변 시
식 과 변 시 지 고 은 식 을 각각 0 을 류수 100 에
어
저어 거
이에 거
용 을 고
의 변 를 교 관찰 탐구하였다.
알게된 점
지 은 식 은
용 과 반응에서는 연한
으로 변 을 알 수 있었다.
지 이가 고
은
용 과 반응에서는 린
으로 변 을 알 수 있었다.

cc

Ⅲ. 결 론
음식쓰레기는 산성으로 나타났으나 지렁이가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는 거름흙으로 pH
7.5~pH 6.5 중성으로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2. 지렁이가 변화시킨 음식쓰레기는 BTB용액에서 연한 암청색이나 지렁이가 변화시키지
않는 음식물은 푸른색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1.

렁 음 쓰레 섞
좋
순 왕겨>쌀겨>흙순 음 물
왕겨 : 비율 섞
좋았
렁 썩 않 음 쓰레
℃
~
썩 음 쓰레 왕겨 쌀겨
흙
섞
번 잘 왕
함
5 렁
곳 흙
추 옥
싱싱 잘
렁
설물 물 화되
되
음 물 쓰레
취
번 냄
염 근
렁
음 물 쓰레
함 써
염

3. 지 이는 식
기와 는 시료를 아하며 서는
으로 식 과
를 1 20
로 을 때 생육상태가
다.
4. 지 이는 지 는 식
기보다 20 에서 2 3일간 은 식
기를
,
,
등과 어주면 식도 하며 성하게 활동 을 알 수 있었다.
. 지 이가 살고 있는 의 에서는 배 나 수수가
하게
자라는 것은 지 이
배
유기 로 변
는 것으로 생각 었다.
6. 식
기가 심한 악 , 해충의 식, 새 등으로 새로운 환경오 의 원이지만
지 이를 이용하여 식
기를 해결 으로 환경 오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7. 식
기를 지 이로 해결하면서 생산 는 지 이는 시용, 제약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었다.
. 지 이는 수 한 으로 살 으로 을 며, 은 부 토, 나무 리, , 유기 을
으며, 어 운 을 아 을 알 다.

음 물 쓰레

렁

되
8 렁 암 몸
두 곳 좋 함

되

갗
았

숨 쉬 썩

렁

낚

엽

뿌 흙

물 먹

사랑의 싹이 움틀때

<유아교육현장연구>인성교육 실천 사례(1)

곽 희 숙
Ⅰ. 만 남
금방이라도 눈이 펑펑 내릴 것 같은 하늘은 어느해도 늘 그랬던 것처럼 2월의 하늘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회색빛으로 우울하기만 했다. 늘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지만 한해
한해 아이들을 떠나 보낸 뒤에는 아쉬움이 가슴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이 되어 만난 새로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처음으로 창공을 만나는 어
린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어린싹처럼 설레임으로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저 예쁘고 사랑
스럽기만 하던 아이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도 앉은 아
이보다 서있는 아이가 많았고 전날 충분한 수업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나의 교육방식
을 따라 주지 않았다.
선생님 쫛쫛가 욕했어요, 선생님 쫛쫛가 나를 때렸어요하고 뻔질나게 일러대던
아이들, 장난감을 서로 먼저 갖겠다고 싸움질하던 아이들, 복도나 계단을 100m달리기를 하
듯 뛰는 아이들,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적은 말로 60여개의 눈들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
을까? 난 마음속으로 그 문제들을 제시해 보고 노력해 보자고 결심했다. 결국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그 문제의 씨앗을 찾았다.
Ⅱ.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A. 덕목별 지도자료
1. 예 절
예절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사랑의 정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절은
나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존중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예의와 범절로 가정
교육의 기본은 인사를 잘 하는 것이다.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웃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
◉ 문제점
요즘 아이들은 입만 살았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말이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
이 적고 자기 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웃 어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어린이, 부모님께
공손하지 못하는 어린이, 바르고 고운 말을 쓰지 않는 어린이가 점점 늘고 있다.
◉ 제 생각에는요
동화 좥상희의 약속좦을 들려준다.
~동화내용 생략
◉ 생각해 볼 일

동화감상 후 교사와 유아가 아래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쪾상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쪾상희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
쪾상희가 인형극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청 결
청결은 자기 몸에 대한 청결과 주변에 대한 청결 나아가서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환경보전으로 직결되며 인간의 건강 영위와도 관계가 깊다.
그래서 청결에 대한 습관 형성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지도가 필
요한 실정이다.
청결이란 맑고 깨끗함을 뜻하며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 문제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길마다 고속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
다. 이것은 어른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도 정리정
돈을 하고 난 후, 야외학습, 소풍, 운동회가 끝난 후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볼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 제 생각에는요
동화 좥이를 안 닦으면좦을 들려준다.
~동화내용 생략
◉ 생각해 볼 일
동화감상 후 교사와 유아가 아래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쪾이를 안 닦고 유치원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쪾만약 상우라면 어떻게 할거니?
쪾이를 안 닦았을 때 다른 사람 기분이 어떨까?
3. 질 서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더라도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곧 남에게 큰 영향을 준다. 질
서는 공동생활에서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
을 말한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질서, 놀이터나 공원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그 나라
국민의 질서의식에 따라 1등 국민의 대우를 받기도 하고 미개한 국민으로 비웃음 거리가 되
기도 한다.
◉ 문제점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에 쫓기는지 도대체 차례를 못지킨다. 복
도를 다닐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도, 거리에 나가 보면 혼잡한 버스
타기, 차례대로 줄서 타면 안전하고, 편하며, 교통도덕 잘 지키면 모든 차가 빠를텐데, 서두
르다 뒤엉긴차, 서로 큰 소리만 치니 몇 사람이 어긴 질서가 모두의 불행이 된다. 질서는 아
름답고 편리한 것이다.
◉ 제 생각에는요
동화 좥놀이터에서좦를 들려준다.

~동화내용 생략
◉ 생각해 볼 일
동화감상 후 교사와 유아가 아래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쪾사람이 많을 때 왜 줄을 서야하는지?
쪾놀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쪾유치원 놀이 시설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려 했던 적은 없는지?
4. 절 제
사람이 동물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에게 이러한 욕망이나 충동과 같은 본능의 생활을 적절하게 조절 또는 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절제란? 값싼 물건이라도 끝까지 아껴쓰고, 꼭 필요한 물건을 구하여 소중하게 다루는 태
도이다.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여
분수를 지키는 일이다.
◉ 문제점
몽당 연필도 아껴쓰던 시절에 비해 너무나 풍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돌아간 후
교실 여기 저기에 굴러 다니는 작은 소지품들, 점버, 모자, 크레파스……. 잃은 물건의 주인
을 찾아주려고 선생님이 물어본다.
이 모자 누구 것이지? 이 크레파스는? 그러나 아무도 자기 물건이라고 선뜻 나
서지 않는다. 잃어버렸는지, 내버렸는지…….
실용적인 물건보다 색깔이나 모양만을 보고 장난감 모으듯 하지는 않았는지 아끼고 절약
하는 것을 배워야 할 아이들의 마음 가짐이 헤프고 낭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물건을 아껴쓰는 일이 곧 효도요 애국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않되겠다.
◉ 제 생각에는요
동화 좥없어진 자동차좦를 들려준다. ~동화내용 생략
◉ 생각해 볼 일
동화감상 후 교사와 유아가 아래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쪾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쪾신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쪾신규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
B. 역할극을 해봐요.
(덕목별 활동들중 1개의 활동만 제시함)
1. 예 절
활동 : 따르릉 전화 왔어요.
좥주어진 상황좦
동화책을 빌려 달라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음.

좥역할극 구성좦
시나리오
상황장면
상황설명
민지 : 여보세요
효선 : 누구세요
민지 : 나는 민지야
효선 : 무슨 일이니?
민지 : 내일 `혹부리 영감님 동화책을 빌려 줄 수 있니?
효선 : 그래 내가 내일 유치원에 가지고 갈께
민지 : 고마워. 그럼 잘 있어.
효선 : 괜찮아. 안녕.
쪾전화벨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는 모습
쪾친절하게 용건만 간단히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
※전화 통화 내용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해 본다.
좥생각해 볼 일좦
쪾친구 집에 전화를 할 때는?
쪾공중전화를 사용할 때는?
좥관련 활동좦
그림동화-예의바른 코끼리 엘리(내용 전략)
좥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좦
쪾전화가 실수로 잘못 걸렸을 때?
쪾전화를 할 때 왜 친절하게 해야 할까?
2. 청 결
활동 :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좥주어진 상황좦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공원에 놀러가 간식을 먹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음.
좥역할극 구성좦
시나리오
상황장면
상황설명
현아 : 야 정말 날씨좋다.
상우 : 맛있는 것 좀 가져왔니?
(서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껍질을 아무데나 버림)
현아 : 자연보호도 모르니?
상우 : 뭘 그까짓 것 가지고.
현아 : 네가 먹은 쓰레기는 네가 가져가야지?
상우 : 그건 유치원에서 배웠고, 여긴 우리동네 공원이잖아.
쪾소풍지에 도착한 후 간식을 먹을 준비

쪾깡통을 아무데나 던져 버리는 상우
좥생각해 볼 일좦
쪾어떻게 하면 소풍장소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을까?
쪾만약 너희가 상우라면 어떻게 하겠니?
좥관련 활동좦
동화 : 아기 돼지 통통이(내용 생략)
좥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좦
쪾왜 통통이가 다쳤을까?
쪾엄마돼지, 아빠돼지는 왜 다쳤을까?
쪾통통이는 나중에 어떤 좋은 생각을 했을까?
3. 질 서
활동 : 줄을 섭시다.
좥주어진 상황좦
수돗가에서 두 어린이가 서로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음.
좥역할극 구성좦
시나리오
상황장면
상황설명
희수 : 야 인모야 저리좀 비켜. 나 좀 먼저 씻자.
인모 : 안돼. 내가 먼저야
희수 : 빨리좀 씻어야겠어.
인모 : 늦게 와서는 먼저 씻겠다고
희수 : 급해서 그러는데 양보좀 하면 안되니
인모 : 싫어 난 싫다고
지학 : 너희들 싸울려면 저만치 가.
쪾줄을 서 있는데 희수가 끼어 들어 싸우는 모습
좥생각해 볼 일좦
쪾유치원 시설물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쪾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한다면?
좥관련 활동좦
이야기 꾸미기 : 왜 순서를 기다려야 할까요?
좥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좦
쪾토순이네와 꿀꿀이네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다르니?
쪾꿀꿀이네 엄마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4. 절 제
활동 : 아껴 쓰세요.

좥주어진 상황좦
유치원에서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잘 안된다며 색종이를 마구 던져 버리는 모습
좥생각해 볼 일좦
쪾유치원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어린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쪾유치원에서 모든 어린이가 이런 활동을 한다면?
좥관련 활동좦
작업 : 헌 봉투로 만들어요.
좥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좦
쪾아껴쓰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쪾유치원이나 집에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이야기 하기
좥역할극 구성좦
시나리오
상황장면
상황설명
만수 : 왜 이렇게 안돼. 에잇 신경질 나(쓰레기통에 색종이 조각을 마구 버림)
경희 : 색종이를 그렇게 마구 버리면 어떻하니
만수 : 무슨 상관이야. 너 할 일이나 잘해.(그대로 놓아둔채 나가는 아이)
경희 : 네가 한 일은 네가 치워야지
만수 : 상관하지마.
쪾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는 모습
쪾색종이를 마구 버리는 모습
Ⅲ. 변화된 아이들
1. 참는 마음
10월 2주 희망이의 놀이평가표를 누가 기록 하다보니 10월 6일 쪼그만 잇쓰믄 기분이
나아 질꺼다. 10월 7일 오늘은 하늘 마치 기분이 나빳다.라고 적혀 있었다.
`희망아 무슨 일이 있었니?
`아침에 유치원을 오는데 제호와 송현이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놀렸어요.
`오늘 아침은 CD-I를 할려고 아침도 안먹고 유치원을 왔는데 저만 못했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무말 없이 그냥 희망이를 끌어 안았다.
희망아. 정말 대견스럽다. 그리고 고마워.라고 했다. 항상 친구 고자질에 아우성이던
희망이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참고 조절했다고 생각하니 하루에 피곤이 싹 가시는 듯 했다.
2.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10월 어느날 환경에 관련된 주제로 학습하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혜인이가 선생님. 우리가 환경에 보디가드가 되면 좋겠어요.라고 불쑥 이야기를 하다.
보디가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예. 고모가 그랬는데요. 보디가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주고 지켜주는 거라고 했어

요.
그래. 정말 멋진 말을 생각해 냈구나.
그날 우리반 아이들과 우리 모두 환경의 보디가드가 되자.라고 크게 외쳐보았다.
3. 침착해지고 예의바른 어린이가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며, 친구들 사이에서 전혀 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며 매우 똑똑한
대우가 무엇 때문인지 교실에서, 복도에서 걷지 못하고 뛰어다니던 아이였다. 그런데 인제는
무척 침착해지고 며칠전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선생님, 우리 대우가 예의바른 어린이가 되었어요.
엄마 몸이 불편하다고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몰라요.
선생님, 고마워요.
4. 여름방학을 마치고 유치원에 나오는 첫날
아이들은 실내화를 잊고 온 아이들이 몇 있었다.
화장실 다녀온 후 간식 먹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이 끝나자, 여기 저기서 `실내화
안 가져 왔어요.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자
선생님, 실내화를 가져온 친구가 먼저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엔 안 가져온 친구에게 빌
려주면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 날 우리반은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Ⅳ. 마무리 하면서
아이들 모두의 마음에는 사랑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리라.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신바람나는 곳, 오고 싶은 곳, 즐거운 곳, 친구와는 다정하
게 지내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교사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는 분이라
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 저절로 사랑의 씨앗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
매를 맺게 될 것이다. 6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교정을 나가면서 난 생각하곤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도 더욱 더 많은 지상의 수놓아진 불빛들 중에 극소에 불과하
는 60개의 불빛들을 나에게 인연이 되게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서 올바른 유아들의 성장과정을 도울 수 있는 지팡이가 되자고.
얘들이 사랑이 빈 곳이 있으면 사랑이 자리할 수 있도록.
미움이 들어 앉아 있을땐 사랑이 싹트길.
입이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바른 입이 되길.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길.
귀가 있어 듣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길.
곽선생님이 날마다 너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 주리라.
얘들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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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참여를 통한 좥인․교․절 생활습관 형성

김 현 숙

Ⅰ. 실천 주제 설정 이유
A. 주제 설정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산업화 개방화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는 비
인간화 현상을 초래하면서 가정 교육의 부재론 까지 대두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핵
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모들의 과보호 현상과 유아들의 무질서한 생활 및
자제력의 부족 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97
학년도를 맞아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교․절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
다.
더욱이 본 유치원은 시장 주변과 순환도로에 근접하고 있어서 소음 공해가 심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정서가 거칠고 불안하며, 부모들이 거의 상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등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가정 교육의 부재 현상까지 겹쳐 유아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아기의 바른 인성을 기본적 습관의 형성으로 의미 규정할 때, 유아의 인성 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 되어야 하며 유아들로 하여금 기본 생활 습관, 기본적인 도덕 규범의 필
요성을 알고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성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의 속도가 빠르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이때에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격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며, 유아가 출생한 후 처음 접하게
되는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과 교육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유아교육은 유아의 사회화에 대
한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부모와 교사가 연계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면
유아의 실천 위주 인성 교육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인성 교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및 모범과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하는 가정
과 유치원이 연계한 구체적인 `인․교․절 실천운동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
는 본 실천 주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가정과 유치원이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인사 예절, 교통 안전, 절약 생활에 관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실천하여 유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주제 설정의 목적이 있다.
B. 주제 설정의 범위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의 하위 개념은 예절, 인간 존중, 효행, 질서, 성실, 자주, 청결, 절약,
협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천위주
의 인성교육의 한 방법인 `인․교․절 운동, 즉 예절덕목 중 인사 잘하기, 질서덕목 중 교
통 질서 지키기, 절약 생활하기로 제한한다.

Ⅱ. 실천 주제 근간 이론
A. 기본 생활습관 교육의 중요성
B. 부모 참여 교육
C. 선행 연구물의 분석
Ⅲ. 실천 대상 및 목표 설정
A. 실천 연구의 대상 및 기간
⑴ 대상 : 전주풍남유치원 코끼리반 30명(만 5세)
⑵ 기간 :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1년간)
B. 실천 목표의 설정
실천 목표는 관련 이론의 탐색과 선행연구의 고찰 및 실태조사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설
정하였다.
실천목표
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인․교․절 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실천한
다.
⑴ `인․교․절 운동지도 내용 분석
⑵ `인․교․절 운동의 일반적 모형 개발과 적용
⑶ 부모 참여를 통한 `인․교․절 운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실천
Ⅳ. 세부 실천 사례
A. `인․교․절 운동의 지도 내용 분석
제5차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기본 생활 습관 지도서 및 선행 연구물을
중심으로 `인․교․절 실천운동의 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인사 잘하기 지도내용 분석
언제 인사할까?
쪾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인사하기
쪾유치원에 가고 올 때 인사하기
쪾외출할 때와 돌아와서 인사하기

쪾웃어른께 인사하기
쪾도움을 받았을 때 잘못했거나 실수하였을 때 인사하기
쪾식사 전, 후 인사하기
쪾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하기
쪾선생님께 인사하기
어떻게 인사할까?
쪾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 인사하기
쪾공손한 태도와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쪾상황에 맞는 인사말 붙여 인사하기
안전한 보행과 교통수단 이용은?
쪾인도와 차도 구분하기
2. 교통안전 생활 지도 내용 분석
쪾바른 자세로 걷기
쪾차가 다니는 길 걷기
쪾찻길에서 놀이하지 않기
쪾육상에서 타는 것의 종류, 모양, 특성 알기
쪾안전한 통원 방법 알기
쪾집단 보행시의 바로 걷기
쪾복잡한 길 건널 때 도움 청하기
쪾여러가지 교통신호 알기
쪾안전한 기다리기
도로의 횡단은?
쪾차를 타고 내릴 때 주의하기
쪾안전한 장소에서 자전거 타기
쪾안전한 횡단 장소 알기
쪾안전한 횡단 방법 알기
쪾철도 건널목의 횡단 알기
쪾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기
쪾보도에서 차가 보행하는 장소 횡단 방법 알기
쪾신호기 없는 도로의 횡단 방법 알기
쪾횡단시의 주의점 알기
쪾조심성 없이 도로를 건널 때의 위험 알기
3. 절약 생활의 지도 내용 분석
아껴 쓰는 방법은?
쪾아껴 쓸 수 있는 것 알고 스스로 아껴 쓰기
쪾물건의 바른 사용법 알고 소중히 다루기
쪾아껴 쓰는 방법 계획하고 아껴 쓰며 저축하기
쪾우유팩 씻어 말려 화장지와 바꾸기
다시 쓸 수 있어요.

쪾가진 물건 사지 않고 잘 간수하기
쪾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 꼭 잠그기
쪾함께 사용하는 물건 아끼기
쪾밖에 나갈 때 스위치 끄기
쪾다시 쓸 수 있는 물건 알기, 찾아보기, 활용하기
쪾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쪾폐품을 활용하여 만들기
B. `인․교․절 운동모형 개발 적용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속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
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표 1〉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의 일반적 모형
쪾feed-back
쪾성취도 파악
쪾프로그램 재구성
문제 인식
목표 설정
사전 활동
본 활동
사후 활동
관련 규범 확인
지도 영역 설정 및 구체적인 목표 설정 프로그램 제목 정하기
유치원 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지도
준비활동:규범 이해
동기유발:이야기 나누기, 활동 내용 정하기
유치원 또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
실천:모델 활동, 경험하기, 교정하기
토의:내용별로 토의하기 활동내용 정리하기
유치원에서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지도하기
경험발표, 평가
실천의지 강화:그림 그리기, 그림일기, 칭찬카드함 설치
C. 부모의 참여를 통한 `인․교․절 운동프로그램

`인․교․절 운동의 목표는 바른 행동의 습관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이론적인 개념 학습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 위주
의 운동이 되도록 하였다.
1. `인․교․절 운동프로그램 연간 계획표 작성
기 추출된 `인․교․절 운동지도 내용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인․교․절 운동프
로그램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였다.
〈표 2〉 인․교․절 운동프로그램의 내용
번호
월
프로그램명
덕목
지도내용
1
4
쪾적절한 인사말이 있어요
예절
봄
동 물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붙여 인사한다.
언제 인사할까?
2
5
쪾바르게 인사 할 수 있어요
예절
우리 가족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방법을 안다.
어떻게 인사할까?
3
6
쪾아껴 쓸 수 있어요
절 제
환경오염우리동네
아껴쓰는 방법을 알고 지킨다
아껴쓰는 방법은?
4
7
쪾재활용 할 수 있어요
절 제
건강과 위생

생활주제

활동목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알고 사용한다.
재활용 방법은?
5
7
쪾약속을 정하고 지켜요
절 제
여 름
약속을 정하면 지킨다.
약속을 정하는 방법은?
6
9
쪾여행하면서 교통규칙을 알아요
쪾위험을 알 수 있어요
질 서
교통기관
교통규칙을 알고 지킨다.
위험을 알고 대처한다.
안전한 보행과 교통수단의 이용은?
7
10
쪾안전하게 건너요
질 서
우리나라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넌다.
도로의 횡단은?
3. 부모참여를 통한 `인․교․절 운동프로그램 개발․실천
`인․교․절 운동연간 계획에 의거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실천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1)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 1
적절한 인사말이 있어요
쪾인교절 덕목 : 인사예절
쪾생 활 주 제 : 봄, 동물
쪾활 동 목 표 : 1)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인사말을 안다.
2) 적절한 인사말을 붙여 인사한다.
⑴ 사전 활동
그림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
쫚 유치원에서의 인사는 어떻게 할까?
- 유치원 도착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기
-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등 인사말 붙여 인사하기
- 다른 반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인사하기
-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친구야 내일 만나자, 안녕하고 인사하기
- 고마워, 미안해, 죄송합니다등으로 인사하기
쫚 이런 약속들 중에서 다 같이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정한다.
쫚 가정에서의 인사는 어떻게 할까?
- 유치원에 오고 갈 때 부모님께 인사하기(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 식사할 때 인사하기(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 잠자기 전 인사하기(안녕히 주무세요. 누나, 형 잘자)
- 손님이 오셨을 때(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 길에서 웃어른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 잘못을 했을 때(죄송합니다.)
쫚 결정된 약속을 벽면에 게시한다.
⑵ 본 활동
`인․교․절 운동프로그램 실천 결과 1-1, 1-2 참고
⑶ 사후 활동
-가정에서 가져온 실습 결과를 발표한다.
-심화 활동으로 계속 덕목에 따른 약속을 정하고 약속 카드를 만든다.
2)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 실천 실습지 1-1
적절한 인사말이 있어요
코끼리반 이름 : 쫛 쫛 쫛
함께 정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바로 준법정신에서 나옵니다. 전주시 교육청 기본생활 실
천운동인 `인․교․절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사에서 적절한 인사말을 붙여 인사하는
것을 자녀랑 이야기 나누고, 약속을 정한 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쫚 자녀와 함께 인사 잘하기에 대한 약속을 정해 봅시다.
어머니 : 쫛쫛와 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사는 무엇이 있을까?
자 녀 : 안녕히 주무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 또 어떤 인사가 있을까?
자 녀 : 안녕히 다녀오세요.
쫚 벽에 붙여 두고 지켰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 주시고 금요일에 보내주세요.
〈약속표〉

(쫛쫛쫛)의 인사 약속판

요일/약속
웃어른을 만났을 때-안녕하세요.
손님이 가실 때-안녕히 가세요
헤어질 때-안녕히 계세요
음식을 먹고나서-잘 먹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약속 1
가정에서의 약속 2
금
토
일
월
화
수
목
3)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 실천 실습지 2-2
코끼리반 이름 : 쫛 쫛 쫛
적절한 인사말을 붙여 인사하기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동안 잘 되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그림이나 글자로 나타내어 금요일에 유치원에 보내주세요.
쪾잘되었던 점
유치원에 갈때나 올때나 인사를 잘함
쪾어려웠던 점
아직 완벽하게 몸에 배지 않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었음.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 2~7 〉 생략
Ⅴ. `인․교․절 운동 프로그램 실천 연구 결과
본 사례 연구는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을 위하여 전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
교․절 운동을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유아의
인사 잘하기, 교통 질서 지키기, 교통 안전 생활하기, 절약 생활하기를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실천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1. 상황에 맞는 인사말 붙여 바르게 인사하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인사한다는 응답이 85%
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사말을 사용하여 인사하는 유아의 수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할 때에는 멈추어 서서 바른 자세로 인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하
는 인사예절을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또래들과의 인사예절은 아직도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 또래 및 동생들과의 인사예절도 병행해서 지도되어야 하겠다.
2. 유아들의 절제 생활 습관화에 있어서는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쓰는 것이 생활화
되어 수돗물 아껴쓰기 82%,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여 사용하기 91%, 전기 아껴쓰기 79%로
나타나 유아들의 절제 생활이 습관화되고 있다.
3. 교통 질서 지키기의 생활화에 있어서는 길을 걸을 때의 태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
하여 걷기, 왜 왼쪽으로 다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으나 본 실천사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의 지도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걸어가기,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 까닭, 위험한 길
에서 차조심하여 가는 유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 생활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
다.
부모들도 면담 결과 자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고 계속적인 체크리스트 활용으
로 자녀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응답하여, 유치원과 가정의 하루 일과 속에서 자
연스럽게 `인․교․절 운동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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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문원

●

안개, 운암다리를 지나며
장 교 철
새로 커진 전주 삼천동의 복잡한 골목
다칠세라 긴장하며 빠져나
벌교간 27번 국도에 막 접어들어
구이 정자리 숲까지는 시속 80넘게 달려도
거치적거릴게 없는 거뜬한 달음질
운암호가 가까오면
무게도 없이 가벼운 것이 너울거려
앞이 흐려지니 잘 나간 인생
갑자기 속도 늦추고
젖혀진 허리 곧추세워
사방을 두리번두리번하다
나를 드러내는 가장 알맞은 신호
안개등을 켠다, 불안하니 미등도 함께
잠깐 있다 가는 것을 누가 모르랴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나타나면
이보다 더 일
일제히 쓰러질 텐데
그러나 세상이 막히기 시작한다, 야속한 안개야
핸들에 힘을 주고
악셀, 브레이크 서툴게 밟다보니
목은 뻣뻣하고 어깨도 결려
안절부절못해 차도 비틀비틀
온 몸으로 방어해야 하는 햇볕 그리운 초보 인생
비켜줄 듯…
버텨라 안개
네가 사라지기전 내가 먼저 비켜 가는가
앞차가 서면 나도 서야는가
가다보면 안 보이던 길도 다시 보이는 것인데
도대체 앞날이 오리무중, 속수무책
그래도 이 땅의 서너명 생존을 책임지며

순창가는 길
월요일 아침 뒷좌석엔
육일분 양말 내의도 떨고 있는데
운암호에 이르면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이 깨끗한 공포, 대책없는 그리움 같은
저것은 기억하지 않아
작은 몸뚱아리 허둥대며
가끔씩 무릎 꿇고 집착하며 사는 나를.
● 교단수상 ●
알토란 내일을 위하여
서 선 진(전북 고창 봉암초등학교 교장)
70년대 중반 이야기다.
졸업반 120명을 인솔, 수학여행 길에 올랐다.
서울행 완행열차 3등칸.
그 시절만 해도 교통 수단이 오늘날같이 편치는 못했으나 철도청의 배려로 객차 한 칸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촌놈들 서울 구경 길에 나선 것이다. 오늘날 소위 테마학습․테마여
행이라는 관점과는 다르게 그저 견문을 넓히고 추억 거리를 만드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
다.
인솔 교사인 나도 간밤에 들떠 잠을 설쳤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볼품없는 가방에 어머니가 정성들여 싸 주신 도시락이며 삶은 달걀, 군밤, 사이
다, 과자 봉지가 뺑뺑히 들어있다.
처음 타 보는 기차다 보니 차창 쪽으로 앉으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아이들. 달리는 차창
밖의 늦가을 풍경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았다. 기적 소리 울릴때마다 하
나씩 지나가는 처음 보는 낯선 역. 간판 읽기에 바쁜 중에도 수첩을 꺼내 역 이름을 꼬박꼬
박 기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응 그래야지 하며 뿌듯한 생각도 들었고 대견하게 보였다.
예나 지금이나 비좁은 찻간을 헤집고 물건을 파는 잡상인이 있는가 하면 철도청에 딸린
홍익회 아저씨들은 갖가지 물건을 수레에 끌고 비좁은 찻간을 돌며 구수한 목소리로
오징어나 땅콩 있어요.
삶은 계란 있어요.
따끈따끈한 도시락입니다. 외치며 찻간을 누빈다.
기차 여행의 맛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까먹는 (사먹는)데에 그 맛이 있지 않는가！
홍익회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 우리들이 탄 칸을 두어 번 왕복하면서 입맛 당기게 외쳐 대
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레에 실린 갖가지 먹을거리를 눈요기만 하지 선뜻 백원짜리 과자 한
봉지 사는 아이들이 없었다.
담배가 피고 싶어 출입구 쪽으로 나갔더니 마침 홍익회 아저씨들이 잠시 쉬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내용인 즉슨,

지독한 놈들 다 봤다. 사이다 한 병 안 사먹는다.
어디 놈들인가?
수학여행 가는 놈들이 되게 짜다.
투덜대며 주고받는 그들의 말에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였으나 `어림없지,
아이들 용돈 내 호주머니에 들었거든, 우리 아이들 새마을 운동 시범학교 6학년 이고, 몽당
연필 붓 깍지에 꽂아 쓰는 어린이들이야, 우리 칸은 건너뛰고 다른 칸에서나 많이 파시지.
속으로 이런 핀잔을 주었다.
담배 한 대를 마저 피우고 자리에 돌아와 아이들을 보니 왠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에서 군
것질의 즐거운 시간을 넣지 않고 몇 푼 안되는 용돈을 압수(보관)한 처사가 너무한 것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 시절(60~70년대) 국가 분위기가 그러했다. 잘 살아보자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
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의 길 뿐이였기에 학교 교육도 잘 살기 위한 교육
이었다.
보릿고개를 없애자고 외쳐 대든 그 때,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던 그 때, 우
리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름 방학에 들어 갈 때는 퇴비 중산 과제가 부여되었고
가을 농번기 휴업 때에는 이삭줍기가 과제로 꼭 제시되었던 시절. 검정 고무신에 헐렁한 무
명옷에 썰렁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 기차를 타고 서울 구경을 간다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 새끼만은 기죽이지 않고 나는 배고픔을 당했어도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
주지 않겠다는 좥한국적 부모 정서좦였기에 서울 구경 길이 가능했던 것이다. 가난한 아이
들 호주머니 속에 용돈이 얼마나 푼푼하고 가장 속의 먹을 것이 얼마나 알톨 했겠는가！ 그
몇 푼 안되는 용돈을 저축하자고 강요한 담임이 얼마나 야속하였을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
렇게 하겠다고 모두 내놓고 찻간의 새로운 먹거리에 군침만 삼킨 그 시절… 아！ 옛날이
여！
27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커 가고 있는가?
거품에 쌓인 1만불 소득 시대에 커 가는 우리 아이들의 입성이며 식성은 어떠한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파전보다 피자나 햄버거를 찾고, 옷가지, 신발, 학용품은 수입품 일
색이고, 아이들 용돈은 물 쓰듯 쓰여지며 가계의 부담을 위험케 하는 사교육비, 가난했던 과
거를 망각하고 한풀이 하듯 무분별한 어른들의 외제 선호, 해외 여행, 에너지와 음식물 낭
비, 흥청망청 과소비가 결국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70년대 구호인
좥허리띠를 졸라 메자좦, 좥분수에 맞게 살자좦의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몽당연필을 쓰자, 학습장에 쪽수를 표시하자, 군것질을 삼가자, 저축을 하자. 에
너지를 절약하자, 국산품을 애용 하자를 간절히 주문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
냥 착잡한 심정이다.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해졌나요?
뭐가 잘못됐기에 몽당연필을 써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의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뭇 조심스럽다.
우리는 지금 IMF 구제금융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앞에서 실업의 대량 양산, 인륜을 저
버리는 비정의 몸부림, 사기, 횡령, 구걸… 등 엄청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어려운 때 나라 걱정은 온 국민의 몫임을 어린이들에게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
에 60~70년대를 어렵게 살아온 선배들(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근검 절약의 생활과 소비절
약으로 나라의 경제를 세운 좥자린고비좦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알


리는 일도 IMF를 물리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국가경제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때다.
벌이가 줄었는데 저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자본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의 자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저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
금까지 무분별하게 성행했던 해외여행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치는 말 할 것도 없고 도피
성 유학, 해외 도박 여행, 골프 관광, 보신 관광 등 특히 갖은 자들의 횡포는 앞으로 근절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 개발의 모델 국가였음을
상기하고 오늘의 경제 위기를 국가 발전의 좋은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어른들의 횡포로 어찌 우리 아이들을 기죽여야 하는
가를 반성해 보자.
오늘은 어렵고 짜증스럽지만 우리의 미래는 탄탄대로다. 왜냐하면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5월의 푸르름과 같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나간 해 5월은 생각지 말고
이 어려울 때 맞는 새로운 5월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온 가족이 무릎을 맞대고 가정의 달
을 꾸며 보자.
가난에서 오는 행복
하 재 준(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늘은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휑한 마음이랄까. 아니면 착잡한 마음이랄까. 어쨌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임엔 틀림이 없다.
몇 개월 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해왔었지만 막상 아들이 해병대 지원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고 난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마쳐야 비로소 남아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에겐 그만한 쓰린 가슴이 있다.
지난 1월 겨울방학 때의 일이다. 4남매의 자식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가정경제를 염려
하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에게 가정의 실정을 솔직히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은행에 갚아야할 빚이 현재 4천만원이라고 했다.
그 중 일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고, 그 다음 금액은 순수 이자만 지불하는데 매월
8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묵묵히 듣고 있던 막내아들이 `가정 전체 수입원이 오직 아빠 봉급 뿐인데 그 돈으로 저
희 셋이나 대학을 가르치니 당연히 빚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나 우리 모두 사립대
학인데다 형은 서울에서, 저는 포항에서, 그리고 둘째 누나는 익산에서 다니고 있으니 얼마
나 돈이 더 들겠어요? 한 학기 등록금과 책값만해도 1천만원이 필요하니 1년이면 줄잡아 2
천만원이지요. 다행이도 큰 누나가 상당부분을 보태어 주니까 이만이라도 하지요라고 말
하지 않는가.
물론 자식들의 고생도 이만저만 아니다. 내가 겨우 학비만 납부해 주기에 하숙비와 용돈
은 각기 아르바이트로 해결을 하는 실정이라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은가. 그런
데도 저희들이 부모 고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지난 여름 2학기 등록금을 은행에 입금시킨 그날, 나에게 막내가 의논해왔다. 병역의무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다음 학기에 군에 입대하기로 마음 굳이고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씨다. 내가 저희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던 모양이다.
나는 자식때문에 고민한 바가 없다. 비록 서울대학에 입학은 못했을 지라도 제때에 대학
에 합격해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푸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흐뭇한지 모른다. 단 저희들에게 흡족한 학비를 대주지 못하여 혹시나 마음이 움츠려들지나
않을까. 염려할 뿐 그 외에는 조금도 근심한 바 없으니 말이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빚을 내어 저 빚을 메꾸고 또
저 빚을 내어 이곳의 빚을 청산하는 이러한 고역이 반복되는 생활일지라도 아이들이 나의
고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 서로 도우려 하니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나는 지난날 자식들의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등록마감 날짜가 꼬박꼬박 닥쳐오는 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암담한 처지에 이를 때면 나는 으레 교회에 나가 묘안이 떠오를
때까지 매일 밤마다 기도하곤 한다. 그러던 중 어느날이다. 전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답답함에 울먹이기까지 했을 때였다.
무언가 잡히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영상이 되어 눈 앞에 아롱거리는 것 같았다. 그
때 깨달은 것이지만 경제적인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자식들이 마음의 병으로 만신창
이가 되어 타락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어찌하겠는가.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아니한가.
돈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은 얼마나 행복
한 고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다. 그 뒤 여러 곳을 찾아가 학비를 구하여 등
록을 마쳤을 때의 안도감은 무엇에 비할 것인가.
물론 두 자녀의 학자금을 직장에서 보조받아 별 문제없이 대학을 졸업시켰지만 둘째애가
또 다시 대학원에 입학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샛째와 넷째가 이어
대학에 입학하다보니 세 자녀의 학비를 월급으로는 지탱할 수 없어 은행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고생으로 여겨본 적은 없다. 보람된 생활로 이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에 찬 나날이었을 뿐이다.
지난 3월 26일 해병대 사령부에서 신체가 건강하니 입대해도 된다는 최종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던 날 내 직장으로 막내가 그 사실을 알려왔다. 나는 수화기에다 축하한다고 자식에
게 말을 했었지만 마음만은 희비의 쌍곡선이 엉키어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어느 날 포항에서 막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주병무청에 입영신청을 해 달
라는 내용이다. 지금 입영신청을 해야만 3월중에 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병무과에 입
영 신청을 한지 3개월 후인 지난 1월 중순께 보병으로 영장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막
내로부터 또 다시 전화가 왔다.
해병대 지원하고자 하니 허락을 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다른 병과 병사
들 보다 훈련이 억세단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놈은 아빠를 설득시키려고 장
황히 말을 늘어 놓지 않은가.
훈련이 남달리 억세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생 중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에 이때에 저의 인내심을 기르고자 합니다. 다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
지 않는가. 남아로서 참으로 의젓한 말이긴 하나 자식이 고생할 것이 뻔한 일이기에 결코

안된다고 단언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아들놈은 아빠 감사합니다. 선선히 허락해 주셨다면 저의 마음 한 구
석에 서운함도 있겠지만 아빠의 강력한 만류에 저는 더없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를 그토
록 사랑해 주시는 아빠가 항상 제곁에 계시니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치솟는지 모릅니다. 진
정 감사합니다. 더욱 자식노릇 잘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있은 후 해병대에 지원을 했고 신체검사와 면접을 모두 마치고 오느라 겨울
방학인데도 집에 늦게 도착하였고 오늘 합격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에게 적당한 가난을 주셨기에 이같이 강인한 정신
을 지닌 자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말이다. 만일 여유로운 가정 형편이었다면 어떠했을
까.
나는 참으로 기쁘다. 비록 빚을 져 그 이자로 봉급의 1/3이 깍기어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가족 전체가 사랑으로 똘똘뭉쳐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가난
에서 오는 행복이 이런 것인가 보다.
교단에서
송 화 영(전북 진안초등학교 교사)
〈어린이에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자주 듣는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들
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어린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
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는 먼저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분명 훌륭한
업적이 있다. 그러면 훌륭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
또 훌륭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직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훌륭한 생각이란 어떤 생각일까?
그것은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사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느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다. 덴마아
크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사색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공상을 한다는 얘기였다.
우리나라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았지만 한번 새겨볼 만한 말이다.
공상과 사색은 다같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뜻은 아주 다르다. 공상이 허황
된 한탕주의를 꿈꾸는 것이라면 사색은 위에서 말한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
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보다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 어린
이들도 보다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시간을 텔레비젼 앞에서 보내거나
만화나 전자오락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볼 일이다.
훌륭한 분들은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젖
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산책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호젓한 오솔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일요일 아침 아빠와 함께라면 괜
찮겠다.
지금 아빠의 팔에 매달려 보면 어떨까? 아빠와 산책을 하면서 환경과 인간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져보자. 어쩌면 그것이 훌륭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에게〉
해마다 오월이 오면 우리 교사들은 걱정과 기대가 앞선다. 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소
리도 높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아리도 울려오기 때문이다. 요즈음 교
육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온 업적은 실종되어 버리고 지금까지 교육이 잘못되어 온
양 개혁을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다. 때맞춰 열린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마 이런 말들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해 주고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여 학
습을 개별화 함으로써 창의력을 길러주고 한줄 세우기의 경쟁교육에서 여러 줄 세우기의 인
간교육으로 전환하자는 말일 게다.
교육개혁이라는 외침 앞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만 주눅이 들고 만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가 정책 당국의 철학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접어 두고 선생님들의 개혁의지
가 없다고 나무란다면 섭섭함 마저 없지 않다.
교육개혁은 진행되고 있으되 교육현장은 그리 쉽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
다. 아마도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교직사회, 그리고 열려있지 않은 단선형 교육과
정, 열려있지 않은 시설, 열림이 미흡한 제도 속에서 열림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느닷
없이 안겨진 개혁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정작 우리의 인성교육을 무너뜨린 주범이 입시중심의 순위 경쟁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려 하는 현실 앞에 경쟁에 익숙치 못한 교사들은 소외감마을 참
다 못해 명예퇴직이라는 낱말을 떠올리게 되고 입신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내
세우도록 하는 능력별 승진이니 교사 선택제니 하는 낱말들이 신문지상에 오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것도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백년대계도 아니요, 십년지계도 아닌
단년수확을 요구하는 실적 우선주의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차라리 우리 모두 교육을 반성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자. 3월 2일, 우리는 초
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맨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마 `앞으로 나란히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나란히는 어쩌면 그들이 일생동안 지켜야 할 질서의 출발이고, 맨 처음 시도되는
이익집단의 시발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나란히가 곧 인간을 서
열화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 교사는 학생을 한줄로 세우려 들고 교육당국
은 교사를 한줄로 세우려 든다..
학교나 교육청도 평가를 통해서 경쟁이라는 미명아래 서열화를 꾀하고 있다. 각자의 개성
을 무시하고 획일화 된 평가 기준으로 교사를 서열화 하려할 때 우리 교사도 학생을 여러
줄로 세우려 들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사람들을 서열화 할 때 누구나 줄반장이라도 해 보고자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자기가 줄
반장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도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라도 `앞으로 나란히를 가르치지
말자고 하고 싶다.
이쯤해서 우리는 어떤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근무평점이 우수한 선생님, 아니면 상이나 훈장을 받은 선생님, 그것도 아니면 남보다 승진
을 빨리 한 선생님…. 좋다.
그런데 만일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기존의 잣대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선생님을 가려내는 잦대는 어디에 있
는 것일까?
누가 뭐래도 그 잣대는 제자들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스승. 그분
이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은 훌륭한 교훈을 심어주신 선생님이시다. 이제라도 우
리 모두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에 교훈을 심어 주자.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교훈과 급훈이 있긴 있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까지
교훈과 급훈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없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못하
거나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전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해직교사 한 분의 급훈은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들꽃같이 살자. 평범하지만 너무도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다. 삶의 방법을 제시하
고 있지 않은가.
아마 그때 그 반 아이들은 살면서 망서려지는 일들 앞에서 항상 들꽃처럼 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결코 화려하
지는 않지만 예쁜 꽃들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끔씩 스쳐가곤 한다.
교육이 지식의 전수만이 아닐 것이며, 학생이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일 것이다. 학교가 학원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교육의 있고 없음일 것
이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시험 성적은 좋지 않을 수 있어
도 창의력이 뛰어나고 인간성이 월등하다는 차별성을 보여줄 때가 기어코 와야만 할 것이
다.

│전│북│교│육│소│식│
열린교육 우수자료 및 학습 실적물 전시회 개최
지난 98년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주 전일초등학교 강당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주최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우수교육자료의 일반화와 교수-학습 정보의 공유 및 교육 수요자의
동참을 통한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하여 열린교육 우수자료 및 학습실적물 전시회를 개최하
였다.
본 전시회에는 교육정보과학원, 교원연수원,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 기감실
을 비롯한 14개 시․군교육청이 참가하였으며, 도내 많은 교직원들이 참관하였다.
교육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5월 6일 전북학생회관에서 본청 산하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교육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립학교장, 교사 대표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
과제 실천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사례 발표는 전주 양지초등학교 배규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좥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사례좦와 전주 기린중학교 허강욱 교장의 좥교과별 테마 학습 특설시간 운영좦, 전라
고등학교 전을석 교사의 좥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이동 수업좦에 대한 실천 사례 순으로 특
성있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주 양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즐거운 가운데 알찬 내실을 다
지는 학교를 육성해 나가는 데 운영의 뜻을 두고, 상설 알뜰시장 운영으로 학생 복지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2개 프로그램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
하였고, 연간 약 2억8천여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전주 기린
중학교는 교과별로 특성을 살린 테마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동학습과제를 사전
에 제시하고 토론, 협의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인 학습활동을 조장하였고, 전라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심화 학습을 학생들이 교과목과 교
사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학교 밖 과외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감소시킴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평준화 지역 고교의 성적 하향화에 대한 우수 학생
의 불만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실무능력 의 기능장제 도입
학교 경영에 정보화 마인드를 도입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시키고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장, 교감,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 실
무능력 기능장제가 처음으로 도입 실시된다.
전국상공회의소 주관 WORD PROCESS 실기시험인 문서편집기능을 학교 현장의 실무에
알맞게 초급(3급), 중급(2급), 고급(1급)의 3단계로 재구성해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7월
과 12월에 년간 2회 실시된다.
전산 실무능력 기능장 전형에는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전문

직 전직 대상자들이 응시하게 되며, 전형 결과는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금년부
터 각종 승진, 전직, 상급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급(3급)이상의 기
능장을 취득해야하며,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6차 교육개혁 과제인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실천하고 학교행
정 책임자가 전산능력 함양에 솔선 수범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학교 풍토
를 조성하는데 본 기능장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좥중식지원 사랑의 성금 운동좦 전개
초․중․고 학생중 점심을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국고와 교특비로 중식을 지원해 오던 중
식지원을 최근 IMF의 영향으로 발생된 추가 중식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기 확보된 예
산으로 중식지원을 하였음에도 결식학생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할 때마다 국
고나 교특비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증가되고 있는 결식학생이 빠짐없이 중
식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①사랑의 성금구좌 개
설, ②사랑의 성미 운동, ③폐식용유 또는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 판매, ④각급학교 학급에
사랑의 성금 모금함 비치 활용, ⑤사랑의 성금 현장 체험 등으로 좥중식지원 사랑의 성금
운동좦을 추진하고 있다.
`고통은 나눌 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 수록 커진다고 한다. 우리 교육가족이 먼저
이 좥중식지원 사랑의 성금 운동좦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성금기탁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급학교 개설된 `사
랑의 성금 구좌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란다.
쪾계좌번호 : 농협 513-01-0080033 전북교육청
쪾모금기간 : 연중 무휴
쪾연 락 처 : 전북교육청 학교보건과
☎ 252-0011(구내번호 363, 362)
꿈나무들의 과학놀이 마당 개최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과학교육 단체연합회에서는 도내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지
적흥미와 탐구태도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꿈나무들의 과학놀이마당
을 98. 5. 5일(화) 전라북도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힘과 운동의 만남, 아름다운 빛의 세상, 자석의 묘기 대행진, 재미난 소리 만들기, 신비한
과학의 세계, 함께하는 놀이동산, 신소재와 과학시범 등 일곱마당에서 놀이를 통해 과학적원
리와 탐구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오전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토록하여 41개 주제를 모두 체험하도록 하였다.
열린교육 확산 다짐
학교 운영위원장 연찬 및 협의체 조직
남원교육청(교육장 안한수)은 5월 1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의 학교 운영위원장

을 대상으로 좥열린교육 학부모 아카데미좦를 개최하였다.
교육개혁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열린교육의 확산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연찬회에 학교 운영위원장(초 33교, 중 13교, 고 5교) 51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 안한수 교육장은 좥학교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좦이란 주제로 국민의 정부에서의 교육개혁 방향과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
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기붕 전라북도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소개에 이어 최성렬 학무과장
과 김경균 관리과장이 좥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과 IMF
체제하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집행좦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남원교육청이 제공한 좥열린교육 확산 정착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핸드북좦은 특
강자료 외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안내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관계 법령 및 학교 운영위
원회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 서식을 담고 있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 참여한 남원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들은 협의체를 조직하였는데 회장
에 장선순(남원교룡초), 부회장에 김영두(남원중)․이삼종(인월고), 총무에 이영길(남원초)씨
를 선출하여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독서록 좥들국화좦 제작 활용
전주 남중학교(교장 김행모)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고등정신 함양을 위한 독서
교육을 학교의 노력중점으로 정하고 독서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좥들국화좦라는 제목
으로 알차고 활용성 있는 독서록을 제작, 전교생에게 한 권씩 무료 배부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화인 좥들국화좦를 표지로 한 독서록에는 선현의 가르침이 담긴 명심보감의 효행편과
권학편을 시작으로 가훈과 뿌리 찾기, 진로 결정요인 도해 및 생활계획표와 함께 한국의 서
정시를 대표하는 학년별 좥이 달의 애송시좦 36편을 싣고 암송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정서
순화와 심미감을 기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도서목록 안내와 독서 감상문 쓰는 요령 및 우수독후감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매월 2권이상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110쪽에 걸쳐 짜
임새있고 실효성있게 제작된 이 독서록은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일석이조 폐품 재활용 만들기 작품 전시회 성황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인 전주 송원초등학교(교장 최병하)에서는 시범운영과
제 1의 `열린 교수-학습 전개와 운영과제 3의 `근검절약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의 일
환으로 어린이들의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재활용 만들기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4월초 `아나바다오고 큰 장터를 개장하여 대성황리에 마친 전주 송원초등학교에
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 만들기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틈틈히 시간을 내어 만들기 시작하여 제작된 800여개의 만들기 작품과 20여개
의 폐품을 이용한 창안 작품, 그리고 70여편의 근검․절약생활 실천사례, 140여점의 근검 절

약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포스터, 표어가 함께 전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부 가정주간 체육행사에 이어 2부 전시회 참관으로 이어질 예정이
며, 이 전시회를 통하여 전학생의 40%가 넘는 560여명의 학생이 특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
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 상황하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바른 경제생활의 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품들을 최대한 이용, 재활용 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지역 주민의 바른 경제의식 내면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학우사랑 조형물과 살신성인 추모비 건립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제자사랑․스승존경․학우사랑 실천에 관한 상징조형물과 97. 7
월 변산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 10여명을 익사직전 구출하고 익사한 전주고등학교 1학년 정
인성, 신준섭, 장만기 등 3명의 살신성인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길이기 위한 추모비를 공모,
추모비 6점, 조형물 4점 등 10점의 공모작품을 접수하여 타시․도의 저명한 대학교수를 심
사위원으로 선정, 심사한 결과 부산교육대학교 정안수교수의 작품 학우사랑 조형물 좥존경
과 사랑좦으로와 전고생 추모비 좥푸른넋 영원히좦가 당선되었다.
본 학우사랑 조형물은 전북 학생종합복지회관(학생회관옆)에 추모비는 전북해양수련원(부
안군 변산면 도청리)에 98.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도내 사립고등학교 및 설치․경영 학교법인 경영평가
전라북도교육청은 97년도에 이어 2년차 도내 사립고등학교 및 설치․경영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사학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사립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사학 스스로 열악한 경영구조개선 및 설치․경영학교 운영을 위한 법인부담금 확보 등을 위
한 자구노력은 미흡한 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을 위한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방법도 개선해 나가고자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
가하여 자율과 경쟁원리를 가미한 사학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학기관의 평가기준은 5개영역 18개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점을 300점으로 하였으며 평가기간은 97. 3. 1부터 98. 2. 28가지 1년간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평가계획의 특징은 지난 1차평가시 평가결과를 차기평가 준비 및 반성자료로 삼도록
한 점에 비추어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결과를 행․재정적 차등지원의 준거자료로 활용
함은 물론, 우수기관 특별지원금 1억5천만원의 재원확보와 병행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차등지원에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전라북도에서는 한국과학문화재단 협조로 고도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 꿈나무들을 조
기에 발굴하여 양성하고 어린 학생시절부터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소질을 계발함으로
써 국가산업발전과 21세기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지역청소년 과학축전을 부안초등학
교에서 4일간(98. 5. 12~5. 15) 개최하였다.
이번 지역 청소년 과학축전은 남원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한 지역 청소년 과학축전으로 형
상기억 합금외 5종의 탐구실험과 앗！ 이런 팽이가 외 3종의 전자실험 및 탱탱볼만들기 외
1종의 과학놀이 등 12종의 직접체험 활동과 모형로켓 발사 등 전체 활동이 전개되었다.
학부모와 같이 참여한 지역 청소년 과학축전은 어린이들이 생각하며 즐기는 과학실험을
체험해 봄으로써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전화 운영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신고전화(학교보건과 ☎
0652-251-1080, 중등장학과 ☎080-321-1318)를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엽서 7,500매를 제작, 지역교
육청 및 각급학교,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YWCA등)에 배포하였다.
도교육청은 신고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 및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
전화와 신고엽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신고된 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학교주변 유해환경 유관기관(도청, 경찰청) 합동단속시 반드시 확
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단속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허가기관에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 요구 및 형사처벌 가능업소는 형사 고발할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별로 자체 조직
되어 있는 좥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좦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여 건전한 업소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기반 조성은 학교․가정․사회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며, 신고전화 및 신고엽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좥교직원좦 장학회 운영
열악한 지역사회의 기반과 인식부족으로 인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무주고등학교가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좥교직원 장학회좦
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본 장학회는 95년 11월 24일 발족되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재는 30여명이 월 5,000원
씩 적립하여 년간 총 1,800,000원을 계속 적립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신입생
성적 우수자와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지급된 본 장학금은
현재까지 성적우수자 4명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무주고 교직원들의 열성적인 성원으로 시작된 좥교직원 장학금좦은 열악한 주변여건 속에
서도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교직원

들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상자료 매체를 이용합시다
-박 종 두(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 자료관리부장)
98. 3. 1. 전북 교육정보과학원 자료관리부장 자리로 옮기기 전에는 자료관리부가 전북교
육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료관리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의 양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 매체의 활용이 필수적이
라고 느꼈기에, 98년 3~4월 두 달 동안에 활용한 영상자료를 복제해 드린 실적을 안내합니
다.
초등 16개교에서 292편, 중․고 26개교에서 188편, 유치원, 특수학교, 대학교, 교육청 등
11개 기관에서 308편 등, 총 788편을 복제해 드렸습니다.
활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수년동안 한 편도 이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안내 말
씀 드리면, 94년 12월에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시청각교육자료목록(상권)과 96년
7월에 발행한 시청각교육자료추가목록(1995. 1~1996. 7)을 각 학교에 송부했으니, 두 권에 수
록된 내용중 필요한 내용을 골라 책끝 부분에 있는 시청각교육기교재 대출신청서에 적어 제
출하시면 복제해 드립니다.
매일 방영하고 있는 교육방송 내용도 8대의 녹화기로 예약녹화 보관중이오니, 많이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실 : 전화 0652-250-3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