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ommunicative skill 향상을 위한 Program
-제 1회 전라북도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공모전 금상수상작품 -

1.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 및 교육적 활용
중학교 English Communicative skill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적 자료를 수록하여 반복학습
및 흥미 유발에 도움되고자 본 program을 제
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준별 학습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보충반과 심화반용으로 각각 영
어 학습 자료를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프
로그램 운영은 web page방식을 택하여 직관
적이며, 교사의 수업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소개
① 중학교 2학년이상 (혹 중학교 1학년도 무
방)의 영어 Communicative skill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 자료입니다.
② 인터넷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화와 연결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Off-line에서 작동
함)
③ 기본적(보충용) 대화에서 심화용 자료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실행 방법
① 먼저 한글 Netscape4.0 설치합니다. (반드시 한글판 Netscape 4.0이상버전이 설
치되어야 합니다)
② 800 x 600해상도/ 16비트(하이칼라)로 화면 설정이 필요합니다
③ 본 프로그램이 수록된 CD를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④ 탐색기(=Explorer)에서 CD-ROM드라이브를 Click합니다. Start.htm를 클릭 하
면 실행됩니다.
4. 수업 활용 방법
① 기본문장학습
- 개개의 기본 문장을 그림과 소리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단계
② 기본대화 학습
- 생활 속의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쉬운 대화를 그림과 소리로 제시하는 기본 단계
③ 경험 말하기
- 자기의 경험을 그림을 보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단계로 Listening/Script보기/Script감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Listening 문제
- 두시람 간의 담화를 듣고 이에 관한 문제를 학습하는 단계로서
Text와 소리 그리고 문제가 제시되는 심화 단계 학습
⑤ 멀티미디어 사전
- 중학생의 기본적인 단어를 소리. 예문. 그림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수록
⑥ PIX카드
- 본문에 관한 어휘를 Picture Cards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단계
Picture / 관련 어휘 / 음성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⑦ 퍼즐
- Warm-Up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이용한 퍼즐게임이 수록
⑧ Popsong
- 팝송을 활용하여 수업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방법과

노래파일, OHP용 자료 등을 수록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서
문 용 주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으로서 교육과
정이 제 6차에서 제 7차로 개정되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000년 3월에 1․2학년이 시행되고, 중학교
는 2001년 3월에 1학년이 시행되며, 고등학교는 2002년 3월에 1학년이, 유치원은 2003년 3월에 각각 실
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
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고 1)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2)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3) 학습자 중
심의 교육실천, 4)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전북의 모든 교원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교
육 목적 및 목표, 편제, 편성 운영의 지침 등에 관심을 갖고 시행에 앞서서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겠습
니다.
첫째, 교육 과정의 성격을 살펴보면,
1) 공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2)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3) 학교 교육 체제의 개선을
추구하며, 4)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성격을 명료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 6차 이전까지의 단순한 인간상 제시 방식을 탈피하며, 복합적이고 다면
적인 인간상을 설정한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 2)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진로를 개
척하는 사람, 4)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등으로 요약할 수 있
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다소 모순되는 듯한 특성들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균형잡힌 인간을 필요로 하며,
또한 미래의 열린 사회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방적이며 다면적인 인간상이 요청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육 목적과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기본능력과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진로 개척 능
력과 세계시민 자질 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 과정의 편제를 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교
육 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 현장의 자율, 재량권 확대, 교과 구조의 점진적 확대, 학습부
담의 경감, 실습교육의 강화, 외국어 교육의 강화,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특성화 교육 등을 더욱 눈여
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지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시․
군․구의 지역 교육청에도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교육청의 역할, 기능부여로, 편
성 운영의 역할 분담이 명료화되었음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끝으로 학교 수준에서도 학교 교육 과
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의 효율성, 교육의 적합성,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의 신장과
교육의 다양성 추구,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현을 위해서도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 과정의 틀에
안주해있기 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교육
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앞으로는 학교현장에 주어진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 실현의 보다 더 중요
한 변인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정보 서비스의 확대

교육정보과학원 연구사 김석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정보 서비스의 확대
Ⅰ. 전라북도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추진
멀티미디어와 통신의 발달을 통하여 컴퓨터의 활용 대상과 영역이 넓어져 가면서
정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정보화 사회가 한층 현실화되어 정보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에서도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정보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교육개혁안(1차:’95. 5. 31)을 통하여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제안하였고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
센터의 설립과 에듀넷의 구축(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96. 4. 4)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00년대의 고도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에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정보화에 관심
을 가져 국가 수준의 정보화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단계에 우리 도에서도 교육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 교육정보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게 되었다.
1996년 2학기부터 당시 중등장학과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한 기초조사와 이론적 탐
색에 해당하는 작업이 소규모로 추진되었고, 1997년 6월 교육정보센터의 설립이 본
격적으로 논의되어 7월부터 도내 교사를 주축으로 한 기획팀이 활동하여 설립 규모
와 교육정보센터의 기본 구상이 마련되어 1997년 말에 과학교육원 내의 일부 부지
에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때 맞춰 추진된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1998년 3월 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하고 추가로 교육정보관리실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이 출범되면서부터 교육정보관리실에서 교육정보 서비스 시
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교육정보관 건물의 완공에 이어 내부 기자재 구매․설치를 마치고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마무리와 개관 행사 및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그 동안의 추진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려 한다.

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교육정보 서비스
국내외적으로 정보기술과 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발전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데이콤의 천리안을 시작으로 케텔에서 하이텔, 코넷으로 이어지는 한
국통신의 서비스가 초창기의 정보서비스를 주도하였고, 현재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문회사의 서비스가 많아져 유니텔(Unitel), 채널아이(Channel I), 넷츠고
(Netsgo), 나우누리(Nownuri), 아이넷(i-net) 등에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하는 중

에 있으며, 그 정보의 내용 중 일부로 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
업적인 목적의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에듀넷
에서 본격적인 교육정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외국의 교육정보화와 교육정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몇 나라 살펴보면,
1) 영국의 경우 1988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개편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행, 1998년 11월 개통된 국가학습망(NGfL, National Grid for Learning)운영․
활용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케이블회사, 통신회사 등
민간회사가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하여 현직교사의 정보화 연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교육정보화 추진 유관기관으로 컴퓨터교육개발센터(Center for
Education Computing, CEC)를 비롯하여 국가멀티미디어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Multimedia Education, NIME)와 국립교육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NIER)이 협력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100교 프로젝트”에
111개교가 참가하여 정보수집, 정보발신, 정보교환, 원격 협동학습, 국제 교류 등
의 여러 가지 인터넷 활용의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1996년 11월부터 1,014개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고네트 플랜(小net plan)」과 SCS(Space Collaboration
System)라는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눈에 띤다.
3)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EdNA(Educational Network in Australia)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주에서 구축중인 교사연수 네트워크 등 교사들이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노력이 각 주별로 추진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자원 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정보자원 관리 전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의 아이오와 통신망(Iowa
Communication Network)구축과 오클라호마 주의 교육정보 시스템인 JET-NET
운영 등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98 국내외 교육정보화 정책 동향
분석,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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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축의 절차
문자 위주의 PC통신에서 시작하여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교류가 이
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어쩌면 늦었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교육정보화를 통하여 타 시도에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의 기대
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주는 것이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게로 인한 중압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외부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몇가
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하여야 할까?”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

나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기존의 시스템들이 서비스하는 내용을 답습하면 정보수요자의 입장에서 실망할
것이 예상되지만 수요자로부터 호평을 기대할 수 있는 독특한 구상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구축담당자의 의욕이 실현되는 것은 뜻대로 쉽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교육정보서비스를 시도한 전라남도의 CNEI에서는 입시에 도움을 주
는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한국통신의 전화망(Hinet-P망, PSTN)을 이용하여 일선학
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제주도의 파랑도넷은 제주지
역의 특수성을 나타낸 해양생물자료가 잘 구축된 홈페이지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
었고, 각 도의 교육기관별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각 도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장점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인터넷의 이곳 저곳을
찾아보아도 의욕만큼 만족한 구상이 되지 않았다.
둘째,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의 출발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주었다.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이 교단과 PC수준의 경험으로 한
정된 담당 연구사들에게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었으며 그에 관한 연수의 기회를 마
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동분서주하며 타 기관의 공문을 복사, 분석하여 참조하
고 자체적으로 모르는 내용을 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졌
다.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전체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정보 DB시스템 구축이 추진(98년 7월부터)되고 다음으로 서버, 네트
워크 구축과 내부 시설에 관한 내용이 추진(98년 10월부터)되었는데 DB시스템구축
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1) 기존 통신망의 장점을 수용하고 지역적 특색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틀이 되는 홈페이지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과 자료를 수
집하는 작업을 하였고(98년 7월까지)
2)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전라북도청의 DB구축 자료를 참조하여 절차를 결
정하기 위한 분석을 하여 제안요청설명회에서 입찰에 이르는 절차를 정하여
3) 교육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설명회(’98. 9.
15.)를 가졌으며
4) 미리 위촉한 기술평가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안설명회(’98. 10. 13.)를 가지고 기술평가를 한 후
5) 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하고 계약(’98. 10. 24.)을 하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게 되었다.(’98. 11. - ’99. 4. 말
예정)
덧붙여 운영체제와 DB의 선정에도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 주 운영체제는
UNIX로 결정되었고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객체지향의 UniSQL이 선정되었다.
2.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21세기의 경쟁력과 미래지
향적인 선진화된 교육을 대비한 효율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현하는데 목
적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교육의 실천, 웹과 인트라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인적자원의 정보화능력을 배양, 고도의 지적능력개발과 인간성 함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학습 등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축 중에 있다.
가. 홈페이지
교육소식, 본원의 일반적인 안내, 교육자료, 행정자료, 열린마당, 추천사이트,
가상학교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자료
기능
서브기능
학습지도안,
TP자료, 학습지, 평가 자료, 교수용SW,
교수-학습자료 멀티미디어자료
과학자료 과학전, 발명품 경진, 과학교육자료, 게시판
자료, 연구 논문, 연수자료, 장학자료,
연구자료 연구․시범학교
학교운영/학급운영, 기타, 게시판
CAI자료, 공개프로그램, 컴퓨터상담, 하드웨어 드라
컴퓨터
이버, 교육용 CD소개
학습지도안 등 자료를 일선학교로부터 제공받아 교사들이 찾아보기 쉽게 한
DB로 구축하였고 게시판으로 행사 안내를 할 예정으로 구축되고 있다.
2) 행정자료에는 교육기관안내, 교육법규/정책, 학교업무지원 등의 내용에 공
문서, 업무용SW, 각종 법규, 기관소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3) 열린마당에는 공개토론, 동호회, 사용자 홈페이지, 대화방, 공개자료실, 벼
룩시장, 칭찬합시다, 진로상담, 평생교육, 방명록 등의 기능이 제공되며 특히 동
호회 공간과 사용자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 일선 교사와 교육
가족이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와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된다.
4) 추천사이트에는 본원에서 구축된 정보와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WEB사이트의 연결(Link)을 제공하여 클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사
용자가 추천하는 사이트도 소개하고 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이용안내 등도 화면과 내용을 잘 구성하여 가능한 초보자도 본 시스템
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며, 외부IP에 한국교총, 열린교육연구회, 새교
육, 새교실 등을 두어 정보를 제공받으려 하고, On-Line설문시스템을 두어 교육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고려하고 있다.
나. 가상학교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서비스되는 내용 중 인터넷을 통한 가상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교육시대를 대비하는 계획도 추진하
고 있는데 강사가 강의를 준비하여 교재 등 자료를 등록하고, 교수일정에 따라
수강자가 수강신청과 강좌선택 및 시험신청과 시험응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문제은행 등 가상공간에서 학교의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준비되
고 있다.
전송자료는 기존방식의 텍스트 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가 보다 흥미 있고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인 GVA, SCM, RM등의 형태로 제공할

정이다.
다. 서비스
서 를 통하여 사용자가 자료를 전송 받을 때 손쉽게 WEB상에서 제공
나 많 용 을 보다 빠르게 전송 받기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FTP전
용 로그 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 일 및 채 서비스
서 의 기능 중 일서버스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비롯하여 본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일을 주고 을 수 있게 하고 채팅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정기적 모임
이나 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 이지 공 제공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본 시스템의 보조기억장치 공간을
할당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연수 등이 진행되
어 본 시스템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때면 200여개교의 홈페이지가 구축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으로 20MB정도의 공간을 한 학교에 제공할 예정인데 제공하는 범위를
학교에서 각 기관 및 제한적으로 사용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바.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
1) 서버구성
WEB서버와 DB서버 및 NMS서버등 11대의 서버가 UNIX시스템인 SUN
Enterprice 5000, 3500과 NT기반의 IBM Netfinity 5000, 3500 등으로 설치되어
각 기능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네트워크 구성
내부는 기가비트(1000Mbps) 백본으로 서버를 연결하고 교육정보관의 각 실
을 100Mbps로 구성하여 연수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부 서비스를 위하
여 E1급인 2048Kbps를 초고속국가전산망에 연결하였고,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
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교육청의 교육망에도 E1급의 전용선을 추가
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전송로를 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뎀을 통한 접속자를 위하여 전화선으로 16포트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기
를 구성하였다.
사.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과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은 정보검색엔진으로 Spider를 비롯하여 DB로 객체지
향의 UniSQL, JAVA, Stream 엔진 Real Media, NMS로 Sun net Manager 등
이 적용되었으며, 사용자들의 요구 환경은 TCP/IP를 이용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PC수준이면 되나 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Real Audio등 몇 가지 Plug-in이 필
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안내를 제공하거나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예
FTP
FTP 버
받거
은 량
프
램
메
팅
버
메
메
받
각종
홈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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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과와 문제
교육정보과학원의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우리 도의 교육 현장에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를 활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되고 교수-학습의 형태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데 다
른 한 편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따르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시스템 활용의 문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어도 사용이 미흡하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의 측면에
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보화의 추세에 맞고 여러모로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판단되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는 면과 환경의 변화의
측면에서 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관련한 실적을 지표로 활용하여 우대할 수 있
는 방안이나 유인책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교사의 적응성 차이의 문제
사회에서 말하는 눈높이가 교육 현장의 교사에 적용되어 시스템 운영자나 자
료제공자가 정보화의 환경 변화에 따라오는 속도가 늦은 교사가 소화할 수 있
도록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정보 시스템의 적응과 활용의 차이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수에 의하여 보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 역시 접근을 위하여 소양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자료제공과 교육과정의 개발
자료의 공유가 가져오는 효과는 크겠지만 사용만 하면 되는 게 정보화사회는
아니며 누군가 자료를 생산해야만 하므로 자료 즉 컨텐츠의 개발에 대하여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상학교 등 인터넷상의 강사요원 확보와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발전적 요구 사항
교육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주목적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고, 공유는 넓게 이루
어질수록 좋으므로 도내의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서비스가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산망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청의 전산실 장비를 통한 접속에 대한 대
책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서비스 경로를 마련하는 대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학에서부터 각
종 연구물의 제출과 교육 행사의 추진 형태도 일관성 있도록 기획․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 중에 옛 자료는 텍스트 입력이 불가능하여 스캔작업하여 이미지상태
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자료를 file상태로 제출하거나 전송하면 자료의
공유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정보 서비스의 개시가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새
롭고 유익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중심 사이버 교육체제 기반구축

1999. 4. 5
백광흠

(전북교육정보과학원 연구사)

학습중심 사이버 교육체제 기반 구축
Ⅰ. 사이버교육 매개 통신으로서의 인터넷
컴퓨터의 발달은 크게 네 번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따라 발달해 왔다. 이 패러다임은 1960
년이래 독립형, 시분할형, 개인형, 네트워크형으로 매 10년마다 바뀌어 왔다.(Tesler1991)
90년대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 매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에 의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웹(Web)은 컴퓨터 매개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인터넷과 정보 통신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환경에
도 새로운 이론과 학문적 시도가 가일층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은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
든지, 어느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으며, 모든 과제물을 컴퓨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물의 제출도 컴퓨터로 할 수 있다(McClellend, 1993). 특히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한 팀을 이루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할 수도 있다
(Colburn et al., 1995; Harris, 1995; Hiltz, 1995; Mele, 1996; Scott et al., 1993).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에 단순히 물리적인 제약으로 둘러싸인 강의장에서만 이루어지
고 있는 교육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 한다(Grigas, 1993; Harasim, 1990; Tiffin & Rajasingham, 1996). 인터넷은 학습자와
교사간, 그리고 학습자간의 일대일 상호작용, 다수의 학습자간의 다중 상호작용, 또 학습자
들과 외부 전문가의 상호작용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
습자는 자신의 시각과 타인의 다양한 시각을 비교하여, 타당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은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 학생들은 교과서나 교사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한 견해와 최신의 정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tlar &
Shimabukuro, 1993; Harris et al., 1995).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는 전통적인 교실형
태의 교수-학습과정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Hiltz,
1990; Holden & Wedman, 1993; Kearsley, Lynch & Wizer, 1995).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교육적 가능성은 ‘원격교육에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Harasim et
al., 1996; Maxwell, 1995; Paulsen, 1992). 기존의 인공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 등
을 통한 원격교육에 비해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 통
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격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교육환경인 분필과 면대면 교실수업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가상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습중심 사이버 교육체제 기
반 구축과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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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교육의 발전 과정
통신기술이나 통신체제에 기초한 교육 형태의 발달 시대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제 1 기는 우편제도를 이용한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의 시대이고, 제 2기
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중 전파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의 시대이며,
제 3기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가상교육(Virtual Education)의 시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광의의 가상교육은 이 세 시기의 교육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협의의 가상교육
은 이 시기들을 거치면서 그 개념적 특성들이 구체화되어왔다고 하겠다.(정인성.1998)
“광의의 가상교육이란 위성, TV, 인터넷, CATV 등 제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적어도 일부분 이상 이용하는 교육 형태이다. 협의의
가상교육이란 위성, TV, 인터넷, CATV 등 제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다."(신정철, 1998) 이 정의에서 보면 가상교육에는 반드시
사이버 공간상의 활동이 전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교육을 실행하면서 기술적 인프라의 부족과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부재,
그로 인한 가상교육의 질적 문제, 인간과 인간의 직접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 학습자의 학
습활동을 확인하는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사람 누구나가 자
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편리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방적 가상
교육의 이념과는 달리 여러 기술적, 문화적,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존 교육기관의 틀을 적용
한 폐쇄적 가상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
학습스타일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
와 제도적 개혁, 그리고 현재 컴퓨터 매개 통신 기술 부분의 발전 등이 요구된다(Harrison
& Stephen, 1996).

Ⅲ. 국내ㆍ외 가상교육 현황
1. 가상 학교
국내의 가상 학교는 EBS, EDUNET, 삼성SDS와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연계한 사이버 하
이스쿨, PC통신의 문제은행, 사설학원들의 입시주요과목 강좌, 사이버 평가, 현직 교수나 교
사들의 개인적인 사이트 운영 및 몇몇 대학에서 초, 중등교육에 관련된 교과 개발,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사이버 교육의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사회, 문화적인 의식과 사이버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상교육 인프라의 미비, 우리 실정
에 맞는 최적의 소프트웨어 미개발 등으로 선진국들의 사이버 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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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에 대비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모든 수
업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자 그대로 가상 학교이다. 시험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학
생이 원하는 시간 또는 실시간(real-time)으로 온라인 상에서 치를 수 있으며, 학생들과 교
사가 일대일로 문자나 음성 채트(chat) 방식을 이용해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자도서관을 이용 하이퍼미디
어의 자료 및 탐색 기능, 검색엔진, 온라인 책갈피, 옥스퍼드대학 문서아카이브 등을 모두
FT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사전, 인용서, 씨자로스 등의 참고서,
CNN, 뉴욕 타임즈 등의 뉴스 서비스, 각종 공공 자료, 세계 곳곳의 온라인 박물관과의 연계
등 재래식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나. 가상 대학
가상대학은 물리적인 강의실이나 캠퍼스 없이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학 형태이다. 기존의 대학 내에서 행해지던 교육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대학 교육의 새로
운 형태가 가상대학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의 일반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코스들이나 개별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는 인터넷 수업들은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성인을 위한 사이버 수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다. ‘97년 ‘US Department of Education' 자료에 따르면 ‘95년 가을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
의 1/3이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중 57%의 강좌에서 상호작용 비디오를,
25%는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며, 14%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 이
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기관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유연한 상호 작용 방식으로 학생들이 등록에서부터 원하는 교과 과정의 선
정, 과목의 수행, 강사와 지도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 등이 모두 인터넷상에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사 학위를 마친 후 계속해서 석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MBA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은 원
격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대학의 ‘지식 매체 연구원(Knowledge Media
Institute)'에서는 Prolog나 Lisp와 같은 컴퓨터 언어 및 인공 지능 시스템 등의 과목을 포함
한 100여 개의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상대학의 주요한 기능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성인 계속교육 및 원격 교육센터를 운영
하는 것이다. 대학의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분과는 캠퍼스의 장벽을 넘어 성인 및 전통적 의
미에서 학생의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대학 자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 설립목적 및 취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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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가상학교 시스템 개요
1. 가상학교 시스템 구성과 특징
가상학교 시스템은 기능상 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 교수자, 운영
자의 각 사용자 특성에 알맞게 재구성된 메뉴와 화면으로 제시되고, 또한 이와 같은 서
브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로그인 및 통합관리 기능을 가상학교 시스템 통합 환경
으로 제공한다.
종합진단
전자교재 WBI 문제은행
화상강의
통합환경
WebSever/DBMS
가. 통합환경
시스템로그인과 관련된 초기화면/안내/등록화면과 기본메뉴(게시판, 편지, 이용자조회,
대화방, 도움말), 학교운영, 수강관리가 포함된다.
나. 전자교재(교재관리)
가상수업 및 학습에 사용되는 교재를 과목, 단원 구성에 따라 On-Line 또는
Off-Line상에서 만들어 서버에 올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브시스템이다.
다. 문제은행/가상시험장
과목, 단원 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항을 출제/관리하고 시험지를 만들어 가상시험
장에서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관리하는 서브시스템이다.
라. WBI(Web-Based Instruction)지원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수-학습 상호 작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상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서브시스템이다.
마. 화상강의(실시간원격교육)
원격지에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화상과 음성, 프리젠테이션 창을 이용하여 실시간
화상(음성) 수업을 진행하고 대화창을 통해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브
시스템이다.
사. 종합진단(종합학습관리)
학습자의 활동 이력에 대한 통계와 성적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수자가 학습자
를 개별지도하고 학습자가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브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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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학교 시스템 구조도
교수
교재관리용 화상강의
eBook
시스템
Web Browser(IE 4.0)

Internet

학생
Web Browser(IE 4.0)

Server
화상강의 Server
가상학교 Server
Web Server

4. 메뉴와 화면 구성
가상학교 시스템은 각 서브시스템마다 색상을 차별화하여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화면
디자인을 제공하며, 사용기관의 성격에 알맞게 로고와 배경을 쉽게 변경하는 편의성과
교수자의 특성에 따라 강의 메뉴를 조정하는 융통성을 제공한다.
통합환경 WBI 문제은행 전자교재 종합진단 화상강의
초기화면
가상시험장
종합진단 화상강의
학습자 기본메뉴 강의진행
수강관리
강의관리 문제은행 전자교재 종합진단 화상강의
교수자 초기화면
기본메뉴 강의진행
초기화면
문제은행
종합진단
운영자 기본메뉴
학교운영
5. 가상학교 시스템 장점과 기대효과
1)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학습자와 교수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제
공할 수 있는 원격교육 개념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2) 학습자 특성에 맞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며 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 활동을 통해 활
발하고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3) 가상공간에서의 일대일 면담의 장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 환경에서 나누기
힘든 의사 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체계적인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수강신청에서 수료까지의 모든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5) HTML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도 기존의 다양한 word-processor로 작성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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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곧바로 교재로 올릴 수 있으며 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6) 체계적인 문항 제작과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시험지를 생성하여
온라인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시험성적을 관리할 수 있다.
7) 종합진단 기능을 통하여 학습자의 활동 기록을 검색하고 진단하며,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교수가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8) 멀리 떨어져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화상과 음성,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창을
통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대화를 통해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9) 전교원의 정보운용능력(전산실무)을 갖춰 학습지도 및 교육활동에 정보 기술을 활용
한 교육력 고양할 수 있다.
10)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과 교육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원의 전산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Ⅴ. 끝맺는 말
사이버 교육체제는 바야흐로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과 최첨단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또
다른 학습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등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통신기술의 고속화, 첨단화로 종래의 시키고 받는 교육에서 원격지의
가상공간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가상원격교육의 시대가 되고 있다.
급속히 변하는 교육의식의 변화에 적응하고 시공간적 제한없이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실현과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사이버교육체제 기반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이버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지원과 기술력
과 컨텐트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므로 강의연구집단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람이 아닌 가상의
에이전트에게 수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마인드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
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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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유형
강숙희
(한국교육개발원)

I.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은 교육현장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물론, 교육현장의 변화 - 교육의 방식이나 형태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 는
단순히 교육매체의 변화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다. 교육현장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적
요구의 대두, 교육 목표의 변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에서 더 근본적인 원
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매체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촉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
육매체의 변화가 곧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매체가 교육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임은 자명하다.
인터넷 환경이 초․중․고 학교현장에 도입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의 교육적 잠재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본 고는
국내외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유형들을
규명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터넷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첨단 매체의 활용
인터넷과 같은 첨단 매체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초보적인 수준으로서, 매체의 사용 자체
가 목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첨단 매체가 처음 교육현장에 도입되면 우선 그 매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되고 또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매체
가 제공하는 교육적인 가치보다는 기술 방식 자체나 매체 사용의 빈도가 강조된다. 이
수준의 활용은 매체의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보다는 매체의 사용법 훈련

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활용의 예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인터넷 주소를
지정해주고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게 한다든지, 단순한 사실적 정보(예.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 해)를 알아내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첨단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업에서 행해져왔던 교수-학습
방법들을 좀더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첨단 매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는 있지만 첨단 매체를 도입함으
로써 동일 목표를 좀더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 단원이 있다고 했을때, 백과사전, 비디오 등의 기존
자료나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정보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했을때 기존의 인쇄 매체로는 구현할 수 없는 소리, 동영상 정보, 양방향적 상호작
용 등이 가능하여 훨씬 더 생생하고 다면적인 학습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어느 방식을 택하던지 성취가능하
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첨단 매체를 활용했을때 그 효과성과 효율성은 달라질 것이
다.
끝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또 실현하는 접근이 세 번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여 종전의 매체로는
실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교수 전략 또는 학습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을 의미한
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을 활용해야만 성취가능한 새로운 주제, 전략
등을 개발하여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으로부터의 새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러한 수준의 활용은 교사, 또는 주도자의 창의적인 사고, 도전심, 모험심을 요구한다.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기존의 교육 방식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적용 또는 활
용 방안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첨단 매체의 활용이 반드시 창의적이고 새로
운 활용만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제시된 모든
형태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혁신적인 활용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III. 인터넷의 활용 유형

최근에 이르러 교육 상황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대부분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의 인터넷
활용 사례들1)에 근거한 인터넷의 활용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활용은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용 유형을 포함한다.
1. 상황 학습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지식을 실제 생활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가장 극대
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 또는 맥락 안에
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
학습을 구현하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
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지식이 실제 사용되는 외부세계가 교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은 지식이 쓰이는 실제 세계를 학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
할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또는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교실과 외부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상황 학습을 구
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상황 학습의 예로는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인 글로브에서 학습자가
측정하고 수집한 자료가 실제 과학자들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http://globe.arc.nasa.gov), 미국의 마야탐험 프로젝트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필
름, 그리고 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제와 거의 유사한 탐험 경
험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http://www.mecc.com/ mayaquest.html).
또 다른 예로서, 미국의 일리노이대학에서 통신을 이용하여 교사교육을 위한 도제 교
육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교사와 예비교사 간에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인터넷은 학습자와
전문가간에 도제관계를 형성하여 학습자가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습득해나갈 수 있는
1) 이 유형들은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1997년에 수행한 「학교 컴퓨터 통신 활용에 관한 국제 조사 연

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을 제공한다.
2. 협력 학습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성취가 강조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대부분
의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학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많
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에 반해 인터넷 환경은 학습자들이 동료, 전문가, 교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력학
습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협력학습의 특징은 구성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횡적인 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학생
들이 동료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미국 전국학교망의 ‘함께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이 협력하여 서로 상대방의 글을 읽고 검토의견을 교환함으
로써 하나의 글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http://nsn.bin.com). 이와
같은 협력은 비단 학생들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간에도 공통의 관심거
리에 대한 토론을 한다던가 자신들의 학습지도안을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다.
3. 통합교과 학습
하이퍼텍스트 응용기술의 원리를 도입한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나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연결되므로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
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교과의 구분은 별 의미
가 없으며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인터넷은 하나의 주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다른 교과내용
을 검색하여 학습의 전이 및 파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교과간의 내용 중복 확률 감소, 학습자 주도, 학습 경험의 전이
효과 확대라는 통합 교육과정의 특징은 인터넷 환경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일치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분과 교육과정보다 통합 교육과정의 운영상에서 더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문제해결 학습
문제해결 학습이란 어떤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문제의 제기, 문제의 개념화, 문제 해결
을 위한 전략 설정, 문제에 대한 정보의 조직, 자원의 할당, 문제해결 과정의 모니터링,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Sternberg, 1996). 문제해결 학습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해
야 하며 해결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문제해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인터넷 자료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은 정보 검
색과 수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인터넷 활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문제해결 학습은 학습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한 교육 기회로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전세계에 걸친 협력 문제해결 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
다. 문제해결 학습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학생참여를 활성화하는 수업형태로, 인터넷
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특히, 문제
해결 학습은 직접 교수의 전통적인 관점과 열린 학습환경 설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
다.
5.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학습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급끼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로를 볼 수 있고 질문을 주
고 받으며 동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근의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
법이다. 이와 같은 수업은 하나의 교사 또는 전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학급에
게 동시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질문, 응답, 조언 등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

는 생동감있는 수업 방법이다.
이러한 화상 회의를 통한 원격 학습의 예로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씨우씨미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진이란 주제에 대해 미국의 한 학급과 실시간으로 화상 회의를
한 것을 들 수 있다(Sugimoto, 1997).
6. 컴퓨터 기반의 원격제어 학습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실제 기기를 다루어 보고 실제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 학습
자의 경우 비용, 안전성 등의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쌓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실제와 유사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
은 인위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의 ‘마이크로옵져버토리’의 사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http://mo-www.harvard.edu/MicroObservatory). 즉,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고성능의 마이크로옵져버토리 망원경을 사용
하여 실제 과학자들만이 하는 실시간 천문 관측을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활
용이자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프로젝트 학습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수업
활동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내와 정
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필
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프
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조정자와 지원체
제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제
공하는 도구가 된다.

8. 개별화 학습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인터넷은 학습자들의 각기 다른 학습형태와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으
며 개개인의 학습 양식과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제에 관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신이 선
택한 경로와 속도로 학습자원들을 선택하고 탐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IV. 맺음말
인터넷은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리고 특정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
게로 전달 또는 이동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는 점에서 다른 매체들과는 차별되는 속성을 가진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하는 학습환경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동원하여 정보를 폭넓고 깊이 있게 제공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과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속성
은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인
터넷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 교사, 전문가, 학습 자료들을 서로 연결
시켜 줌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학습자원들을 학습자에게 총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개개인들이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창출하고자 할 때 기존의 웹사이트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환경은 기존의 어떤 학습 환경과도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 무
한한 교육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의사소통, 정보 교환, 정보
공유, 탐구 활동, 가상 교육, 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활용 영역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잠재력에 비추어 보아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리라 예측된다. 매체가 곧 기존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

을 꾀하는 새로운 활용들이 앞으로는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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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 작성 방안
Ⅰ. 시작하는 말

전희종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7. 12. 30)로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2000
년 3월1일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
학교 1학년, 2002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
년, 2003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0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둘째, 학습자
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셋째,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넷째, 학교 교육체계
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다섯째, 교육의 과정과 결과
의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른바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
심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부는 물론이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각의 역할을 파악하여 그 적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 체제를
살펴보고 지역 교육청의 역할로 되어 있는 실천중심의 장학자료 작성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Ⅱ. 제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체제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 종래의 교육과정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도 교
육청에서는 그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제시하

도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작성하
여 초․중학교에 제시하도록 한 점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시.도교육
청으로 하여금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만들도록 한 바는 있으나,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제7차 교
육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 이라 하겠는데,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과
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며,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고시
ㅇ 시․도 교육청 -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제시
ㅇ 지역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 작성 제시(신설)
ㅇ학
교 - 당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한편, 위 역할 분담 체제 중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에는 아래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되어있다.
(1)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에 관한 사항
(5)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Ⅲ.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작성의 실제
1.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1) 구 성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교육청 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교과)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운영하
는 것이 좋겠다.

ㅇ ㅇ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ㅇ 위 원 장 : 교육장 - 운영 총괄
ㅇ 부위원장 : 학무과장 - 운영실무 총괄
ㅇ 자문위원 : 학부모 및 지역 인사로 교육에 조예가 있는 자를 위촉.
ㅇ 교과분과 :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어 관계 장학사를 분과위원장으
로 하고 관내 학교별 해당 교과 주임 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국어과 분과, - 수학과 분과, -도덕.사회과 분과,
- 과학과 분과, - 외국어과 분과, - 예체능과 분과,
- 기술. 실업과 분과, - 특별활동 분과, - 재량활동 분과
ㅇ 운영지원 분과 : 관리과장 - 위원회 운영 경비 등 행정적 지원
(2) 운 영
초.중학교 별로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기를
정하여 운영하되 실천적 장학 자료 작성은 적어도 적용 연도 6개월 전에
는 완료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

2. 장학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1)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활동 자료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천적 장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된 중
점 교육활동 자료를 제시한다.
ㅇ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ㅇ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
ㅇ 지역의 인문환경적 특성
ㅇ 지역의 산업적 특성
ㅇ 지역의 기타 특성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 지역의 각급 교육 관련 기관 즉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정
보과학원(교육연구원), 지역의 대학교 등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다음 양식으로 목록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순 자료명

<교육과정 편성․운영 참고 자료 목록>
ㅇ ㅇ 교육청
주요내용
소장기관 활용방법 비 고

(3)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관내 학교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시행한다.
ㅇ 동등 급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무 교사의 교환
ㅇ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급
ㅇ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 전시회 개최
(4)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특히, 농촌 지역 소규모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교과별, 교
사별로 시간 수의 여유가 있는 교과가 있는가 하면, 총시간 수에 따른 교
사는 확보되어 있으나, 특정 교과의 교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순회교사제를 적정하게 활
용함으로써 교사 수급의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하는 바, 학교 별 순회 교
사 지원 가능 자원과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활
용하되 순회 교원에게는 그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인사 상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순회교사 자료 목록>
지원 가능 교과
순 학교명 교 과 시간 수 순

ㅇ ㅇ 교육청
지원 받을 필요 교과
학교명 교 과 시간 수

(5)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모든 학교에 교육상 필요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 별로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적절히
안배하여 설치해주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파악하여 관내의 인근 학교 간에 적절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 학교별 교육시설 및 설비 목록 >

ㅇ ㅇ 교육청
지원가능 시설 및 설비
지원 요구 시설 및 설비
지원 순 학교명 지원요구 시설 활용
순 학교명 시설 및 설비 가능일시
및 설비 요구일시
(6)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 별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적법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그 질적 관리가 합목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다.
ㅇ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정도
ㅇ 교육부의 고시, 시.도의 지침, 지역교육청의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
준수 및 활용도
ㅇ 각종 실태 조사 분석 및 그 시사점 추출 활용도
ㅇ 학교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의 타당도
ㅇ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 배당, 수업일수, 수업 시수의 타당도
ㅇ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연간 운영계획 및 실천
ㅇ 목표,내용,수준,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ㅇ 교육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천
ㅇ 생활지도, 특수 학생의 지도 및 교육자료 활용계획 수립 및 실천
ㅇ 교과 전담제 운영, 특별교실, 운동장 활용계획 및 실천
ㅇ 학교 특색을 살리는 찬의적인 교육계획 수립 실천
ㅇ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실태
ㅇ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ㅇ 교내.외 장학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내용
ㅇ 교내 장학활동 계획과 실천
(7) 장학활동 계획의 수립 시행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내실있는 적절
한 장학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

에서 장학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장학 요원의 위촉 활용
교육청 별로 3 ～ 5인씩 배치되어 있는 전문직으로는 교과별 장학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관내 교장, 교감을 전공
교과 별로 장학요원으로 위촉하여 장학지도의 내실을 도모한다.
② 학교의 수업 연구 지원
학교별로 연간 수업 연구 계획을 제출 받아 그 일정에 맞추어 장학
요원을 파견하여 수업을 지도하고, 학교의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
한다.
③ 정기적인 교원 연수의 반복 시행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또는 학교의 방과 후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교육과정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윤번제로 모든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Ⅳ. 마치는 말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인 학교 교육의 질과 수준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이
며, 이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한 총체적 방향이 제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교육과정은 획일화 되어 있어서 지역
의 실정이나 교육 수요자의 기대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구조의 다양화, 내용의 적정
화, 운영의 효율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된 열린 교육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개별화, 다양화, 자율화, 지역화를 폭 넓게 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적인 것 만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
과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지침과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작성하
여 일선 학교에 제시 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신설한 것은 세계화 시대에 자칫 잃어버리기 쉬
운 지역적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진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교육행정가, 관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 교육과정 전문가(지역의 교육과정 전공 교수 등)를 망라
한 교육과정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제7차 교육과정 이념에 부합하
는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최 명 표

(

Ⅰ.

정읍 산외초등학교 교사

)

서언

재량활동은 교육부 고시 제
호로 공포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에 의해 교과 특별활동과 함께 대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재량활동은 이전의 자유
선택 활동과 학교재량시간이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
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
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 풍토에 알맞게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궁
극적인 목표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량 활동의 의의를 학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자기
의 능력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인간 사회 현
상 자연 현상 문화 현상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측면에서는 재량활
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 교원들은 담당 교과
외의 특정 영역의 학습 내용을 프로그램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
고 교직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의 측면에서는 학교별 특수성에 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재량활
동은 교육 체제면에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체제를 탈피하고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절차와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합리적 조직 방안 등을 살피는데 있다
1997-15(1997.12.30)

,

3

.

,

,

,

.

,

,

,

.

,

.

,

,

,

.

.

,

.

.

,

.

.

Ⅱ.
1.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실제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교육 기간 동안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소정의 시간을 운영하
게 되는 일종의 필수 선택 활동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
량 활동으로 구분되며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
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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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활동의 하위 영역과 학교급별 연간 수업시수(단위)
학년 및 연간 시수

영역

초(68시간)

하위 영역

중(136시간)

102시간
4～6단위
선택 교과
4～6단위
(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 기타) 일반 선택과목

교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보충·심화 학습
재량
선택 교과(목) 학습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고1(12단위)

범교과 학습

34시간

자기주도적 학습

2단위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전학년에 연간 시간 학년은 시간
씩 배당하였다 영역별 시간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
화․보충 학습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재량활동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원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량활동 교
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경우에는 주당 평균 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수가 배정된 교과에
서 주당 평균 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른 창의적
재량 활동에 증배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감축된 교과의 학습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중학교의 재량활동은 학년별로 연간 시간이 배당되었는데 교과 재량활동에 연간
시간을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활동에 나머지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
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
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배정 시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
을 기초로 융통성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이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선택 교과 목 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교과 선
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에 단위를 배정하였고 교과 재량활동에 배정한 단위는 국
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 단위 선택 과목 학습에 ～ 단위를 배정하
였다 나머지 단위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배정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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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과 재량 활동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

(1)

재량활동에서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허용한 이유인즉 교과의 범위 외에서 유
의미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축된 수업 시수로 인해 필요한 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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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화․보충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2)

.

중등학교 선택 교과 목 학습
(

)

중등학교의 선택 교과 목 학습은 학생들에게 교과의 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그들의 학
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개 교과 이상의 선택 교과 목 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교과 선택 폭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에서 학습의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

)

,

.

2

(

,

)

2, 3

.

나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

(1)

범교과 학습의 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적·사회적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범교과 학습 영역과 하위 교육 내용에 대한 학교 교사 학생의
선택적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교과 시간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칠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하위 영
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
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있다
.

,

,

.

,

,

,

,

,

,

,

자기주도적 학습

(2)

,

,

,

,

,

,

,

,

.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고 개별
적 학습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학습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을 체득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의 저학년 수준에서는 자기 학습력의 기반인 기초 기능 즉
의사전달 기능 독해 기능 셈하기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식이 적합하며 학
년과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교과와 선택 교과 목 에 관한 학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주제 탐구 활동과 자율적 활동으로 세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가 주제 탐구 활동
)

주제 탐구의 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깊이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탐구 학습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학생 스스로 해당 영역의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내용에서 선택하여 주제 탐구 학습을 전개하거나 학
생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
적인 방안은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협동하여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탐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주제를 설정하는 수준은 학년별 학급별 교과별 소집단별 또
는 개인 등 다양한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
,

.

,

.

.

나 기타 자율 활동

(

,

,

,

.

)

자율활동은 책가방 없는 날과 같은 형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 활동과 현장
체험 학습 학교장 주도의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교사 특기 중심의 프로그램 학생의 자
유 연구 활동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유 연구는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하나의 정리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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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활동은 학생의 관심과 흥미 적성에 맞는 학습을 지향하여 학생의 학습 계획
능력과 실천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학습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쓸모있다 아울러 주
제 교과 과목 시간 장소 등을 융통성있게 활용하여 자유로운 형태의 학습 활동이 가
능한 활동이다
.

,

,

,

(

,

),

.

,

.

재량활동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2.

가 교육과정 편성 절차
.

학교에서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교육과정 편성
절차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

.

ㅇ상위 교육 과정과 지침 분석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분석
- 전라북도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 교육 지표와 장학 과제 분석
- 학교 교육목표와 현안 과제, 장기 교육발전계획의 분석

↓

ㅇ편성․운영 계획 수립 기초 조사
- 기존 재량 활동 관련 교육 과정의 실행에 대한 분석, 평가
- 초등 학교의 학교 재량 시간 편성․운영 실태 분석, 평가
- 중학교의 선택 교과 운영 실태 분석, 평가
- 고등 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 운영 실태 분석, 평가
- 교사 현황, 학교의 여건, 학생과 학부모 실태, 지역 사회의 특성 조사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 조사 분석
- 교원의 실태 분석(교사의 지도 능력 및 교원 연수 계획 파악)

↓

ㅇ 학교 단위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활동 내용 선정, 협의
- 학년(군)별 교육 활동 시간과 교육 내용의 개요 확정
- 재량 활동 교육 내용의 연간 프로그램 작성
- 지도 영역과 지도 요소 체계표 작성
- 시간 운영 계획의 수립
- 교육 자료 확보 및 지도 방법의 구체화
- 평가 계획 수립

↓

ㅇ 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검토, 심의와 학교장의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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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량시간 운영의 전단계는 지도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는 일이다 내용의
선정은 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면접법 등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학교 및 교원의 여건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지도 내용은 재량활동의 성격을 고
려하여 선정하되 단위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 내용 경험 활동 을 구성하는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학교재량시간의 지도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에
충실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적 요구면에서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희망 학교의 인적 물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장의 교육 방침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시간 운영 방법면
에서 교과나 특별활동의 연장선상이 아닌 독립된 교육과정 영역의 차원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지도 내용면에서 독립된 교육과정 활동이라는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재량활동의 영역별 교육활동을 보충․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교재를 개발하는 방법은 개발 주체에 따라 교사별 개발 교사 공동 개발 학교 단
위 개발 학교군 개발 지역 교육청 단위 개발 도 교육청 단위 개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재를 교사나 학교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은 재량활동의 창의적 운영을
우선하는 것이고 교육청 단위의 개발은 개발의 능률성을 앞세운 것이다 교재의 개
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당해 학교의 물리적 교육 여건과 인적 자원의 활용도 다
양한 교육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재량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할 경우에는 재량활동의 일반 목
표와 영역별 목표 그리고 학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는 학년
별 위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의 최종 학년도말에는 일반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재량활동에 활용할 교재는 학교 자체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
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단위 학교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교재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활동용 교재는 검증 결과가 판명된 교육연구기관의 기간
된 교재를 인정도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재량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
를 개발할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 절차 모형을 준거로 활용하여 교재 개발의 필요
성 인식―기초 연구―실험본 개발―실험 적용―정본 개발 의 순서를 거치면 될 것
이다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교재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학습 체계표를 작성한다 실험본 개발 단계에서는
내용 체계표에 따라 활동 내용을 상세화하고 원고 집필 지침에 의해 교재의 성격
교재의 특징 교재의 체제 및 형식 집필상의 유의점 인용 자료의 출처 등이 명시
되도록 한다 내용의 조직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내
용부터 낮은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에서 생활에의 전이가가 높은 내용의 순서대
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의 단원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구
성하여야 하며 단원의 수는 학생의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주당 단원 정도가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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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원의 체제는 교사용 지도서 체제를 원용하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고려한 더 공부하기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본은 적어도 재량활동이 시행되기
직전의 학년도말까지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의 선택은 교원으로 구성된 교재선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와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당해 학교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재량
활동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재량활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재는 사용하기 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으로는 첫째 재량활동의 고유 성격과 설정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재인가
둘째 당해 학교의 교육 여건 물리적․인적 여건 및 학부모 학생의 요구 에 적합한
교재인가 셋째 당해 학교의 지도 계획을 달성하는데 알맞은 교재인가 넷째 교육
과정 구성의 원리 교육목표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에 충실한 교재인가 다섯째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교재인가 등을 들 수 있다
학생용 교재가 개발되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게 되는데 기간된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의 일반적인 체제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면서 유
념하여야 할 점은 차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재량활동의 본래 설정 취지에 알맞게 교육과정 운영자의 자율성과 창의
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이 완료되면 활동 장
면에 적용할 지도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지도안은 전개안을 중심으로 하여 차시별
로 개발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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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재량활동 교육과정은 영역이 분리 운영되기보다는 영역간에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삼
투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재량활동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도리어 효율적
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재량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이 준수되
어야 하는데 첫째 재량활동은 교육 내용의 보편성의 원리 가 적용되어야 한다 적
어도 한 학년 또는 두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통 혹은 특정 활동의 교육이 실시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재량활동은 운영상의 지속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교육
과정 활동과 차등없이 년간 배당된 시간을 꾸준히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재량활
동은 지도 내용 및 방법상의 체계성 이 지켜져야 한다 년 이상 실시되어야 할 실
천적 교육과정 활동이므로 지도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선택 분석 지도 및 평가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재량활동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융통성을 살려서 창의적이고 다
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첫째 시간 운영의 융통성으로 배정 시수 외의 증배 운영 시간
의 집중 분산 통합 운영 등이 가능하다 둘째 장소 활용의 융통성으로 교실이나 지역
사회 그 밖에 다른 시설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교사 조직의
융통성으로 지도 교사를 개별 혹은 집단별로 배정하거나 교과 목 별로 배정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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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역사회 자원 인사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주제 설정의 융통성으
로 학교 장 중심 교사의 교육적 신념 학생의 선택 의지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 편성의 융통성으로 학급별 학급군 학년 학년군 전교
단위의 집단 조직과 학생의 능력별 주제별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교재 선정의
다양성으로 재량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구성하거나 기발간된 인정 도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프로그램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교과와 특별 활동의 심화․보충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및 특별활동과 상호
보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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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언

재량활동은 제 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확대 신
설된 영역이다 더욱이 재량활동이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편성과 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교원의 중지를 결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의도와 설정 취지를 살려서 내년부터 적용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그것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전 교원의 전문성을 발현하는 일이며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
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끝으로 재량활동의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비축함으로써 교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경영 풍토가 어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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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이리동중학교
교사 조 재 윤

Ⅰ. 글머리에
교육과정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조직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종래의 획
일화된 교육과정은 지역의 실정이나 교육수요자의 기대와 요구, 학교의 특성,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교육과정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
정 주기도 단축되고,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바램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교육자치제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요즈음에는, 학교교육의 핵
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다원화 경향과 맞물려 강조되는 당연한 현상이며, 마침내 교육과정 결정 과
정에 개입하여 교육의 분권화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7차 교육과정의 중심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평균인을 기르는
교육에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꾸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소고
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흥미, 관심, 적성, 학습 능력과 학습의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주도적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
넷째, 학습 부진과 결손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수준별 교육과정의 주요 편성․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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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10년)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기
간(2년)에 걸쳐 편성․운영한다.
ㅇ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성격이나 학교급(학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그리
고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가) 단계형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전 학습에서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에 적
용한다.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은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교과에 적용한다.
학생의 능력 또는 흥미에 따라 학습의 깊이와 폭을 달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학년별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
성, 관심, 진로, 능력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에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1～10학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가) 수학과 중등 영어 교과의 경우, 단계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1) 수학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
로 하는 2개의 하위단계 설정: 1-가, 1-나, 2-가, 2-나, …… 10-가, 10-나)
2) 영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단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각 단계별
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 설정: 7-A, 7-B, …… 10-A, 10-B)
나)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 교과의 경우,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국어는 초
등학교 1학년부터, 사회와 과학은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
로 편성한다. 초등 영어(3～6학년)는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도덕,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개인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ㅇ 학교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1)

Ⅲ.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모형
1.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 편성․운영 모형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회,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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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 과목의 시간 운영 모형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
<표 1>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 과목의 학년별 최소 시간 배당2)
교과
7학년
8학년
9학년
비고
국어
170(5)
136(4)
136(4)
사회
102(3)
102(3)
136(4)
과학
102(3)
136(4)
136(4)
※ ( )안의 숫자는 주당 시간수, 1년 34주 계산
(2) 재량 활동의 교과 재량 시간 활용
위 <표 1>의 3개 교과 시간 배당 기준은 이수 해야할 최소 시간이므로 6차 교육 과정상의 시
간 편제와 비교하면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것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자체의 교사 여건 등의 실태
를 감안하여 교과 재량 시간을 활용 보충할 수 있다.
<표 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 과목에 재량 활동 중 교과 재량 시간 활용
모 형
구 분
이수 단위수
선택 과목 학습
68(2)
A형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34(1)
선택 과목 학습
34(1)
B형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68(2)
즉 모형에 따라서 A형인 경우 선택과목에 우선적으로 68시간을 배정하여 심화․보충 교과에서
활용하고 B형인 경우 선택과목에 34시간을 배정하고, 심화․보충 교과에 활용하는 모형이다. 또
한 학기별이나 분기별, 교과별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3) 학교의 자율적인 “특별 보충 과정” 시간 활용
학교에서 방과후, 토요일 오후, 방학중 시간을 배당하여 부진한 학생에게 보충할 기회를 준다.
나. 수준별 반/분단 편성 모형
수준별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학생들의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의 개별화다. 따라서 수준별 동질 집단 편성 방법과 이질 능력 집단 편성 방법이 있다. 이질 능
력 집단을 편성하여 협력 학습을 잘 운영한 경우에 동질 집단 편성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은
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1997, 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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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수준별 동질 집단 편성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수준별 반 편성 모형
<표 3> 학급간 이동 수업시 수준별 반 편성 모형
A형(9단계)
공통 학급간
학급내
내용 이동수
업
공
통
기
본
과
정

심화
과정
기본
과정
보충
과정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B형(6단계a)
공통 학급간
학급내
내용 이동수
업
공
통
기
본
과
정

심화
과정
기본
과정
보충
과정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C형(6단계b)
공통 학급간
학급내
내용 이동수
업
공
통
기
본
과
정

심화
과정
보충
과정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D형(4단계)
공통 학급간
학급내
내용 이동수
업
공
통
기
본
과
정

심화
과정
보충
과정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 A, B형 모형은 한 학년에 3의 배수 형태로 학급이 배치되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수준별
반 편성 모형이다.
․ C, D형 모형은 한 학년에 2의 배수 형태로 학급이 배치되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수준별
반 편성 모형이다. 소규모 학교나, 학생과 교사의 수요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
다.
(2)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 모형
<표 4>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 모형
공통
내용

A형(9단계)

심
화
공통 기
기본 본
과정
보
충

학급내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공통
내용

B형(6단계 a)

심
화
공통 기
기본 본
과정
보
충

학급내 수준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공통
내용

C형(6단계b)

심
공통 화
기본
과정 보
충

학급내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공통
내용

D형(4단계)

학급내 수준
1수준
심
공통 화
2수준
기본
과정 보
1수준
충
2수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학급간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학급내에서 기본 공통
과정을 필수로 하고,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각 학급의 실정에 맞게 9단계에서 2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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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의 수준 결정 모형
<표 5> 수준별 교육 과정의 수준 결정 방법
유형
수준 결정 방법
수준 결정 주체
 국가 수준 평가,
 시․도교육청 수준의 평가,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A 형 편성
 지역교육청 수준의 평가,
 학교 수준의 평가,
 각 교과 담당 교사 수준의 평가
B 형 학생의 희망에 따름
- 학생, 학부형의 교육 수요자
수준 결정 주체는 국가 수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 각 교과 담당교사의 평가
에 의한 편성과 학생이나 학부형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의 연간 편성 횟수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편성 횟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연 2회나 4회 정도가 적당하다.
(가) 연 1회 편성(학년초)
(나) 연 2회 편성(매 학기초)
(다) 연 4회 편성(학기초, 학기중 - 정기 고사가 끝난 후)
(라) 월 별 편성(월 단위로 편성)
마. 교사의 담당학급 편성 모형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을 선택 결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표6>과 같다.
<표 6> 교사의 담당 학급 선택 결정 모형
유 형

A형
B형

담당학급 교사 선택 결정

학생이나 학부형의 교육 수요자 요구 반영
학교 실정의 반영(교사수,능력, 교과협의회)

선택의 주체

․․ 운영위원회
학생, 학부형
․․ 학교장
교과 협의회

2.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가. 중학교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의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전 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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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과 영어 교과에 단계형 수준별 교
육과정을 적용한다.
나. 중학교 단계형 운영 모형
(1) 학습 집단 편성 및 수업 방법
(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이질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
1) 수준별 분단 편성 방법
- 진단 평가나 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3～4개 정도의 수준별 소집단(심화, 기
본, 보충 집단) 편성
2) 수업 진행 방법 : 소집단 순환 학습 지도
- 교사가 소집단별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집단은 자신의 수준에 따른
개별 학습 진행
(나)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이질 학급내 협력 학습을 위한 이질 분단 편성
1) 분단 편성 방법
- 학업 성취 수준차 고려없이 무작위로 4～10개 소집단 편성
2) 수업 진행 방법 :
- 교사가 전체 집단 대상으로 기본 과정 중심의 수업 실시 후, 소집단별 협력 학습을 실
시한다. 전체 집단 대상 수업 후, 교사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집단에게 다가
가서 보충 지도한다.
(다) 이동 수업을 위한 수준별 반 편성
1) 수준별 반 편성 원칙
- 매 학기초에 전 학기 이수 단계에 기초한 수준별 반 편성 즉, 7학년은 6학년 성적 또
는 신입생 진단 평가, 8, 9학년은 학년말 고사 교과별 성적을 기준 편성하고 학기별로
재편성하되, 고정적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이동 수업 실시 이후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의 성적을 근거로 하여 재편성할 수 있다.
- 학생에 의한 희망 수준, 희망 교사 선택을 수용하되, 교사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
특히, 보충반 담당 교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월등한
지도 능력과 연구열 그리고 편견없는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교과별 전담제 교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 학년은 동일 시간에 동일 과목 수업이 수준별로 이동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과 시간을 적정 배치한다. 예컨대 단계형 수준별 이동 교과인 수학, 영어를 그룹별 3
개반으로 편성시 그룹별로 같은 수업 시간대에 설정하고 세 명의 교사가 동시에 수업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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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별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반드시 지도해야 할 기본 내용은 공통
적으로 지도한다.
-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에서도 학생들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학급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 학교 실정 고려 및 교육청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의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한다.(교사수, 교사 능력)
2) 학년별 가능한 총 단계 수
<표 7> 중학교 단계형 교과의 학년별 개설 가능 단계
구

분

개설 가능 단계

7(중1)학년
1학기
2학기
7-가/a
7-나/b
6-나/b
7-가/a
6-가/a
6-나/b
5-나/b
6-가/a
5-나/b

8(중2)학년
1학기
2학기
8-가/a
8-나/b
7-나/b
8-가/a
7-가/a
7-나/b
6-나/b
7-가/a
6-가/a
6-나/b
6-가/a

9(중3)학년
1학기
2학기
9-가/a
9-나/b
8-나/b
9-가/a
8-가/a
8-나/b
7-나/b
8-가/a
7-가/a
7-나/b
6-나/b
7-가/a
6-나/b

3) 단계별 개설 가능한 수준별 반 수
<표 8> 중학교 단계형 교과의 수준별 반 편성 예시
구

분

반 편성 예시

7(중1)학년
8(중2)학년
9(중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7-가/a
7-나/b
8-가/a
8-나/b
9-가/a
9-나/b
6-나/b
7-가/a
7-나/b
8-가/a
8-나/b
9-가/a
6-가/a 이하 단계 6-나/b 이하 단계 7-가/a 이하 단계 7-나/b 이하 단계 8-가/a 이하 단계 8-나/b 이하 단계

Ⅳ. 맺음말
7차 교육과정에서의 특징적인 내용중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을 몇 가지의
모형을 중심으로 열거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단계형 수준별 교
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평균인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으로 바꾸어져
야 하겠고, 앞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들을 적용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또 다른 그 지역
의 실정과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개발되어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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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교육의 접근-교통사고 조사
전라고등학교 교사 김진우
Ⅰ. STS 교육

STS(Science-Technology-Society)교육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세계적으로 과학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과, 도덕과 등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STS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각종 오염문제, 인구증가, 식량난, 에너지 자원의
고갈, 이러한 문제들의 윤리적 문제 등) 함께 다루어야 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간생활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발견하여 신장시키며, 사회생활의 원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익
히고, 조화롭고 균형있는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미국의 NSTA, NCEE, 영국의 ASE 등 세계적인 교육단체와 여러 과학교육학자
들은 과학교육에서의 STS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6차 교육
과정에 공통과학 혹은 공통사회의 형태로 적극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의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STS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수
행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ST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STS교육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
다.
Ⅱ. 교통사고 조사

STS 교재중 영국에서 개발된 SATIS(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프로그
램이 가장 저명하다. SATIS 프로그램중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SATIS16-19
의 내용중 물리 영역에는 28개의 단원이 있다. 본 글은 그 중에서 제 48단원인 교
통사고 조사를 주제로 선택하여,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론적인 근거를 제
시하여 교육 현장에서 STS 교육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사고 재현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유용한 모든 정보로부터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있
다. 현장조사는 차량의 손상 및 사람의 부상 정도 ,도로 위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
의 조사, 목격자들의 증언 청취, 사고 현장의 도면을 만들기 위한 도로 위에서의 측
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난 다음엔 역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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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고 재현이라 한다. 특히 사고 재현은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사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룰 때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
으로 사고 재현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진다.
사고 재현은 1940년대 미국의 Northwestern University내에 설치된 Traffic
Institute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교통사고의 표준적인 조사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고 재현은 교통사고 소송뿐만아니라 도로 건
설의 발달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스키드마크로부터 속력의 측정

전자가 위기를 느끼고 급제동을 하게 되면, 바퀴의 회전력이 억제되므로 자동
차는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타이어와 도로 표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속력
이 줄게 되어 결국은 멈추게 된다. 자동차가 미끄러짐에 따라 마찰력이 일을 하게
되어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타이어에서 열에너지로 전환하게 된다. 열에너지는 보
통 아스팔트 응고제인 타르막(tarmac)을 녹일 만큼 충분히 크므로 결국에는 도로
위에 스키드마크를 만들게 된다. 이 스키드마크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
가 된다. 스키드마크의 길이로부터 간단한 역학을 사용하면 미끄러지기 직전의 자
동차의 속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운

u = 2μgs

여기에서 μ는 마찰계수이고, g는 중력가속도이고, s는 스키드마크의 길이이다.
이 공식은 미끄러지기 직전의 자동차의 운동에너지가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로 전
환되었음을 이용하면 쉽게 구해진다. 이 공식은 네 바퀴에 동시에 제동장치가 작동
될 때만 유효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엔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공식은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속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
작할 때의 속력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실상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바퀴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까지 짧은 시간 사이에 큰 감속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공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의 가능한 속도 중에서 최소 속도만을 가
르쳐 줄 뿐이다.
[연습 1] 한 자동차가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멈출 때 까지 5.6m의 스키드마크를
도로위에 남겼다. 마찰계수가 0.61이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직전의 속력을 구하
시오. 답 : 29.5km/s
만약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계수가 알려져 있고, 속력을 알면 이 공식을 사
용하여 미끄러지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반응시간에도 자동차는 움
직이므로(이 시간 동안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공주거리라 한다.) 실제 자동차의 총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에 스키드마크의 길이(이 경우 제동거리라 한다.)를 더해 주어
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연습문제이다.
[연습 2] 한 자동차가 28.5m의 스키드마크를 남기고 정지하였다. 마찰계수는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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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미끄러지기 직전의 속력을 구하라. 답 : 3.2km/h
(2)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0.8초라면 총 정지거리를 구하라. 답 : 44.7m
(3)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운전자가 이 속도를 준수한 경우 총 정지
거리를 구하라. 답 : 24.4m
만약 미끄러지면서 정지하기 전에 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나 도로 주변의 고정
된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 충돌시의 속력이 추가로 알려져 있다면 미끄러지기 시작
한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의 제3공식 v = u + 2as 에 가속도
a =- μg 를 대입하면 u = v +2μgs 를 구할 수 있다.
충돌시의 속력은 차량의 손상정도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연습 3] 한 자동차가 네바퀴 모두 급제동이 걸린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38.5m의 스키드마크를 남기고 가로수와 충돌하였다. 충돌시 자동차의 속력은 차량
의 손상정도로부터 약 40km/h로 측정되었다. 도로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계수는
0.76이라면 미끄러지기 직전의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 답 : 95.1km/h
2

2

2

3.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계수

용차나 가벼운 찝차의 경우 건조하고 매끄러운 도로 위에서는 마찰계수는 단지
타이어의 재질과 도로면의 상태에만 의존하고, 자동차의 무게나 타이어의 상태(압
력, 홈의 모양과 깊이, 홈의 면적 등)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마찰계수는 고속에서
감속할 때 그 때의 속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그러나 보통 속력이 40km/h～
120km/h의 사이에서는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실고 있는 트
럭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고 마찰계수의 값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양한 도로상태에서 전형적인 마찰계수 μ값은 잘 알려져 있다. 잘 닦여진 도로
에서 μ값은 약 0.4이고, 표면이 매우 단단하고 거치른 자갈길 같은 도로에서는 거
의 1에 가깝다. 그러나 도로가 빗물에 젖어 있거나 빙판길이라면 그 값은 0.1정도이
다.
승

4. 스키드 검사

사고 재현에서 마찰계수는 현장에서 스키드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경우 운전
자의 속력이 알려져 있고 도로 위에 남겨진 스키드마크를 측정하므로써 μ값을 공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조사자는 가능한한 사고 당시의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풀이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차종이
비슷한 차를 선택하여 도로의 조건이 비슷한 상태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키드 검사는 보통 50km/h의 속력에서 이루어지며 40km/h 이하의 속력에서는 거
의 의미가 없다. 적어도 두 번의 스키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두 번의 검사에서
오차가 10%이하이어야 신뢰할만하며 더 긴 스키드마크가 계산에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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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k gun)이 보통 스키드 검사에 사용된다. 이것은 자동차의 옆에 설치되
어 있고 방아쇠는 브레이크 페달에 부착되어 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분말가루
가 도로 위에 발사되고 명확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연습 4] 쵸크건을 사용하여 50km/h의 속력에서 두 번의 스키드검사를 하였더니
제동거리가 13.2m와 14.0m가 나왔다. 마찰계수를 계산하라. 답 : 0.7
만약 사고가 난 도로가 너무 짧아서, 풀밭으로 연장되어있다면 스키드 검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슬레드(sled)라는 기구가 사용된다. 슬레드는 나무보드에 세 개
나 네 개의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용수철 저울이 수평하게 붙어 있다. 이것을 도로
위에서 수평하게 등속도로 끌고가면서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 저울의 눈금에 나타
난 저항력을 슬레드의 무게로 나눈 값이 마찰계수이다. 이 방법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찰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쵸크건

5. 충돌 분석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차량의 충돌사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충돌 직전과
직후의 차량의 속도를 신뢰할만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충돌분석에
는 사고현장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구성한 도면이 필요하다. 그 도면에는 차량의
마지막 속력, 차량의 손상 정도, 도로위에 남겨진 다양한 타이어 자국 등과 같은
사고 당시의 관찰 가능한 모든 결과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정보들을 기초로 하
여 조사자는 충돌 지점 ,충돌 전후의 차량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충돌 지점
은 도로 표면의 흔적과 스키드 마크의 급격한 변화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충돌전의 차량의 진행방향은 스키드마크와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충돌 후의 진행 방향은 충돌 지점과 마지막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스키드마크로부터 충돌 전의 두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선운동량
보존법칙으로부터 충돌 후의 속력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질점으로 취급
하면 충돌 전의 운동량 벡터의 총합은 충돌 후의 벡터합과 같다.
[그림 1]은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밴의 충돌 사고를 보여준다.
[연습 5] 다음과 같은 정보를 [그림 1]에서 얻을 수 있었다.
o
o
충돌 후 두 자동차의 튀어 나간 각도는 θ=38 와 φ=29
충돌 전 승용차의 스키드마크는 9.9m, 밴은 3.3m
충돌 후 승용차의 스키드마크는 2.8m, 밴은 2.4m
스키드검사에 의한 마찰계수는 0.69
승용차의 질량은 1120kg, 찝차는 1440kg
(1) 두 자동차의 충돌전의 속도를 구하라.
답 : 승용차는 40.6km/h, 밴은 20.6km/h
(2) 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의 최소 속도를 구하라.
답 : 승용차는 58.2km/h, 밴은 31.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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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j=29°
밴

충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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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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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고 현장 도면 분석

- 5 -

6. 도면 위에서의 사고재현

위 문제의 [그림 1]에 나타난 교차로에서의 제한 최고속력은 50km/h이다. 사고가
난 후 두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승용차의 운전자 : “나는 약 50km/h의 속력으로 운전을 하였고 찝차가 오른쪽에
서 달려나와 내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밴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백색선에서 정
지를 하지 않았고, 나는 급하게 제동을 걸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밴의 운전자 : “나는 백색선에서 정지하였습니다만,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
니다. 내가 교차로에 들어가자마자 승용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와 내 좌측을 받았
습니다.”
충돌분석(연습 5)에서 승용차와 밴의 충돌전 속도는 각각 40.6km/s와 20.6km/s임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는 도면상에서 충돌지점으로부터 사고를 감지한 위치와
제동을 건 위치에 대한 시간, 속력, 거리를 작성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도면상에
서 충돌지점은 자동차들의 운동방향을 따라 측정된 모든 거리로부터 그 지점을 구
할 수 있다. 사고를 감지한 위치는 운전자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그 반응시간을 고
려한 공주거리와 실제로 도로 위에 나타난 스키드마크의 거리를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두 운전자의 반응시간은 모두 0.8초였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밴의 미끄러
지기 직전의 속력은 31.7km/h이고, 밴의 운전자는 백색선을 넘기 바로 직전에 사고
를 감지하였으나, 그가 주장한 대로 백색선에서 정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
다. 더 확실한 것은 밴의 운전자는 단순히 백색선을 무시하였고,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볼 때까지 운전하였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급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계산 결과는 또한 승용차의 속력은 적어도 58.2km/h이고 그것은 제한 속력
을 넘었음을 알게 해준다.
도면 상에서 자동차의 경로중 감지 위치와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 외에도 두 개의
다른 위치가 흥미를 끌게 한다. 첫 번째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탈출 불가능
위치이다. 충돌 지점으로부터의 그 거리는 운전자의 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공주거
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미끄러졌을 경우에 생기는 스키드마크의 거리를
더한 총 정지거리이다. 다른 하나는 감지 가능위치로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감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 위치는 그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위치로서 각 자동차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이 경우는 실제 감지위치보다
감지 가능위치가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운전자 모두 감지가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동차 사고의 예는 학교에서 조사 연구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소집단
별로 도면(그림 2)을 제시하여 사고를 분석케하므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만약 밴의 운전자가 사고
를 더 일찍 감지하였다면 과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만약 승용차 운전자가 제
한속력 이내로 운전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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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효과

교통 사고 조사를 수업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학생들에게 물리 과목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
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연습문제를 제공하게 된다. 이 문제들은 접근 방법이 다양하여
많은 해답이 가능하며 그만큼 발산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세운 가설을 검사해 볼 수 있는 폭넓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
다. 조사 과정 내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사해 보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의
가부를 검사해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이 결코 모든 진실이 아니고 그것들은 기
껏해야 추론이거나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이것은 많은 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과학적 조사 외에 법이나 도덕적 판단같은 또 다른 고
려 사항도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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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의 판별 및 학습지도 방안
이화국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소장)

Ⅰ. 서 언
과학영재는 미래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최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꿈나무이다. 따라
서 세계 각국은 과학영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정보를 생산하
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이 국가의 발
전과 국제적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최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재교육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도
이러한 기구 중의 하나이며, 1998년에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전북대학교 등 9개 대학교에
설립된 과학영재교육센터도 국가적 과학영재 교육기구의 하나이다.
과학영재교육은 국가발전을 주도할 기술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과학영재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의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적성, 취미, 관심, 학습 능력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학교와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과학영재들도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과학영재에게 개인적 적성과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아실현 지원하는 것은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
성 못지 않게 중요한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과학영재교육에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개발이 주요 교육 목표가 되고 있다. 과
학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학교 교육에서 과학지식의 전달보다 문제를 인식하
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창의력, 탐구능력, 정보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이 중요한 과학교육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
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교 과학교육의 목표가 과학영재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의 목적, 필요성, 목표에 비해 이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영재의
판별, 학습과제와 교육과정의 개발, 교수․학습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그리 분명하지 못하다. 그
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 학생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와
학습지도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과학영재교육센터의 과학영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한 ‘과학영재교육의 실제’ 세미
나의 발표된 내용과 ERIC EC의 자료를 중심으로 과학영재의 판별 및 지도 방안을 개괄한다.

II. 과학영재의 판별 방안
과학영재교육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먼저 과학영재의 특성을 조작적으로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과학영재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영재의 판별방법과 검사도구를 고찰한 다음 과학영재판별의 원칙을 논의한다.

1. 과학영재의 특성

과학영재란 상식적으로 과학 학습과 성취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동을 말한다. 미국 교육
부에서는 영재를 “전문가에 의하여 타고난 능력이 우수하여 뛰어난 성취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려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일반교육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정
의하였다. 또 이들은 일반지적 능력, 특정 학문 적성, 창의적 또는 생산적 사고 능력, 지도력, 시각
또는 행위 예술 중에서 1개 분야 이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정
의에 의하면 과학영재는 “과학에 적성이 있는 자로 이에 더해 일반지능이나 창의적 사고 기능이
뛰어난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영재의 판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과학영재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으로 제시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인지적 특성
∙ 정보의 암기와 학습 속도가 빠르다.
∙ 자연이나 사회의 구조와 변화의 규칙성과 일반성을 빠르게 인식한다..
∙ 문제를 파악과 해결 방안 수립의 능력이 뛰어나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 조직 및 평가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 사태파악과 과제해결에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발휘한다.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고를 한다.
∙ 과제나 문제의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파악한다.
2) 과학영재의 정의적 특성
∙ 사건과 현상의 원인, 이유, 근거, 배경, 결과 등에 관심이 많다.
∙ 지적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높다
∙ 의사결정과 행동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다.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내려는 과제집착력이 대단히 높다.
∙ 단순과제보다 복잡한 과제의 학습을 선호한다.
∙ 책임감이 강하고, 지도성이 높다.
∙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취동기가 높다.
∙ 잘 웃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2. 과학영재 판별의 도구

과학영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의 관찰이나 특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도구가 이용된다. 과거에는 한 두 가지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영재를 판별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즉, 판
별의 기준이 단일 기준에서 복합 기준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가 단일한 것에서 다양한 종류
로, 평가의 대상이 사고 과정이나 기본적인 능력으로부터 행동(산출물)으로 바뀌고 있다.
과학 영재를 판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판별방법이나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하
다. 실제의 과학영재 판별에는 이들 방법과 도구가 몇 단계의 판별 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이용되
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일시에 이용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영재를 판별하게 된다.
1) 표준화 검사: 지적, 정의적, 조작적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표준화 검사

∙ 지능 검사 : 집단 지능 검사, 개인 지능 검사
∙ 교과별 학업 성취도 검사
∙ 교과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 기타 : 성취 동기 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 검사, 자아 개념 검사, 적성 검사, 사회성
검사, 인성 검사 등
2) 학업 성적: 학교 석차나 과학 성적
3) 추천: 교사, 학부모, 동료의 관찰 결과에 의한 추천
4) 행동과 산출물 분석: 학교/학교 이외의 상황에서 나타난 영재성을 보여주는 여러 행동이
나 산출물의 분석
5) 보고서: 학생과 교사의 보고서
∙ 자아 개념, 흥미, 가치, 학교 내. 외에서의 활동과 성취에 대한 학생의 자기 보고서
∙ 교사의 검사결과 관찰 결과 등에 따른 종합적 보고서

3. 과학영재 판별의 원칙

과학영재의 판별에는 다양한 판별 방법과 검사가 이용되며, 이들 검사를 이용하는 절차도 다양
하다. 따라서 과학영재 판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재 특성을 조사하고, 과학영재
판별 도구와 절차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영재판별의 일반적 원칙을 설
정해야한다. 다음은 영재판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판별 원칙이다.
1) 조기 판별: 영재성은 나이가 어릴 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판별하여 적절
한 교육을 받게 한다.
2) 다단계 판별: 영재의 다양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각 특성 확인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다.
3) 지속적 판별: 다단계의 영재를 판별 과정에서도 누락된 영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4) 지적기능 평가: 이미 습득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
료를 조작하는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둔다.
5) 정의적 특성 평가: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 장면에서의 태도와 성격적인 특성까지
평가한다.
6) 수행평가: 지필 검사보다는 산출물과 수행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 평가하도록 한다.
7) 다양한 준거와 도구 사용: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과 성
적, 지능 검사, 창의성 검사, 동기 검사 등 다양한 준거와 도구를 사용한다.
8) 적정 수준의 검사 활용: 일반학생을 위한 각종 검사는 영재 판별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준 높은 검사를 활용한다.
9) 나이에 따른 판별 초점: 영재의 판별은 교육 대상자의 나이가 어릴 수록 타고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나이가 들 수록 각 분야별 특수 재능에 초점을 맞춘다.
10) 판별검사 점수 활용 방식: 영재 교육 실시 초기에는 주로 각 판별 특성의 최저 점수 이
상의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실시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축적이 되면 각 특성
의 비중을 고려한 점수 조합 방식을 사용한다.

III. 과학영재의 학습 지도 방안
과학영재를 위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수법 선정 방안 등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과학영재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상 그들이 특
히 선호하는 학습과제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교수․학습법을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과학영재교육에 적합한 학습과제의 특성과 과학영재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방식 및 과학영재들이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한다.

1. 과학영재의 학습 특성

과학영재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습 속도가 빠르고,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도전
적이며, 난해하고 복잡한 과제의 학습을 선호한다. 또 이들은 다음과 같이 탐구 능력, 창의력, 문
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학습과제를 선호한다.
1) 자율적 과제: 교사나 부모가 지도와 지시를 해주어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학습과제를 좋아한다.
2) 도전적 학습: 평이한 과제보다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도전하여 지적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도전적 학습과제를 선호한다.
3) 탐구 과제: 문제해결을 위한 발견 및 탐구 활동의 과정 즉, 상황의 제시와 탐구문제 설정,
탐구계획수립, 탐구활동 전개, 탐구결과의 정리 및 발표,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의 수행이 요구되는
탐구과제를 선호한다.
4) 복잡한 과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보다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
적 사고 등의 고등정신기능을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의 학습을 선호한다.
5) 참신한 과제: 일상적인 학습과제 보다도 생소한 과제에 관심을 가지며, 항상 새롭고 신기한
학습과제를 추구한다.
6) 문제해결 과제: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의 적용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 학습과제를 선호한다.
7) 창의적 과제: 특정의 장면이나 문제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서 새로
운 것을 구상하고 예상하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과제의 학습을 선호한다.

2. 과학영재 교육과정 개발 전략

과학영재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의 기본개념, 고등정신 기능, 문제해결 학습, 학습도구로서의 교육
공학기술, 과학적 탐구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영재 교육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교
육과정 개발 전략에는 주제 중심, 학습과정중심 및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등이 가능하다.
1) 주제중심 교육과정: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특정 사고 과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단순 암기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하여 더 깊이 있게 이해하
고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하도록 한다.
2) 과정중심 교육과정: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
개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습의 초점은 주로 질문과 문제에 두고, 이미 학습한 것을 토대로 사회적

인 문제나 논쟁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신랄하게 검토, 비판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직접
적인 감독보다는 보조자로서 학습에의 자극(도전)을 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진리탐구에 대하
여 흥미를 갖도록 한다.
3) 활동 중심 교육과정: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초점으로 삼아 학
습활동을 전개하는 교육과정이다. 부진아들과는 달리 영재들을 구체적 사물의 조작이 없이 사고만
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재들도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활동 중심으로 학습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의에
따라서 수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한다.
4) 개방적 교육과정: 아동이 학년, 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에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
한 반응을 인정해 주는 교육과정이다.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학생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을 제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선택적 교육과정: 학습자는 그들의 기호, 욕구, 능력 등에서 개인차가 크므로 다양한 대안들
을 제공해 주어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은 이런 흥미 추
구과정에서 주어진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가 교과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과제보다는 개인적으로 결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
을 수 있게 한다.

3. 과학영재 교수․학습방법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과학영재의 학습특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과학영재교육에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영재 교수․학습방법이다.
1) 개별화 학습법: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와 교사간의 1 : 1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성취시킨다. 특히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처방해 주는 것으
로써, 학습량의 적정화, 학습시간의 효율화, 학습계열의 최적화, 피드백의 다양화, 인지촉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2) 문제해결 학습법: 문제해결 학습은 논리적․과학적 사고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합리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중
시하고, 문제해결의 관련요소들을 폭넓게 분석하도록 한다. 이 학습법은 획득된 문제해결 능력을
다양한 문제사태에 적용해 봄으로써 전이력을 증진시켜 준다.
3) 탐구학습법: 탐구학습은 주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해결계획을 수립해 실험을 실시하여
그 해답을 찾는 탐구적 사고력을 신장시켜준다. 탐구활동은 보편적으로 문제의 발견, 가설설정, 정
의하기, 자료수집하기, 탐색하기, 증거제시하기, 일반화하기의 단계를 거친다.
4) 프로젝트 학습법: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할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주체적인 학습방법으로서, 학습자가 생각한 것을 객관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학습활동 전개방식이다. 맡은 과제를 완료하거나 해결할 때가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주성과 책임감을 길러 준다. 특히, 교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
생 스스로 학습방법을 찾고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5) 실험 학습법: 실험학습은 기존의 이론, 원리, 법칙, 규칙 등을 실제 상황이나 현실에서 검
증․확인해 보는 학습이다. 또한 이 학습법은 실습을 통하여 현상들 속에 존재하는 원리나 법칙을
탐구해 보게 하며,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실증적 연구태도를 길러준다.
6) 토론 및 발표 학습: 토론 및 발표 학습은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학습형태이다. 토론 및 발표 학습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능동
적인 참여를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이 학습방법은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높은 수
준의 인지적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흥미나 가치를 개발하고, 태도를 변화시
키려는 학습목표에도 효과적이다.
7) 멀티미디어 학습: 멀티미디어 학습에서는 영상, 문자,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상호작용적
학습을 수행한다. 첨단기기와 장비, 소프트웨어 및 매체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을 실시할 경
우, 생동감 있는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학습자의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을 실시할 수 있음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8) 시뮬레이션 학습: 시뮬레이션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제의 상황을 자유스럽게 조작해보도록
함으로써 변인들간의 관련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학습사태를 제공한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법칙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데 도움이 된다.
9)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경쟁적이고 개별적인 학습에 비해 공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많은
토론과 높은 성취도, 고차원적인 추론적 전략의 활용, 학습과제의 장기적 파지, 높은 성취동기 및
협동경험과 능력, 배경이 다른 급우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른다. 또한 협동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수업활동이나 학습과제의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고, 사고의 다양성, 광범위한 아이디어의 제시, 다양한 행동방식의 활용 등을 신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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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화 소고

황 석 연

학교 교육활동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
어 가고 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학습활동은 다분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다른 교사나 학교장이 동료장학 차원에서 수업참관을 하는 것을 꺼려함은 물론, 교육방법
에 대한 조언을 간섭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교육활동이 허심탄회한 토론과 집
단사고, 공동실천과 평가 등을 통해 동료들이 서로의 부족함이나 미비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교 교육현
장의 민주화가 될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는 정년단축, 새 학교문화창조, 수요자 중
심의 교육 등 교육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교단의 동요가 가장 심했던 한 해였다고 본다. 이는 교육의 틀과
방식 그리고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들에게도 일대 경종
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차근차근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그 중 ‘새 학교문
화창조’의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화에서 교원, 학생․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학교생활의 민주화, 교
육행위의 민주화, 교육행정의 민주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학교장의 역할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에 의하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최종결정자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분이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하고, 입장이나 견해차
이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나는
평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한다. ‘학교는 교장의 성의만큼 발전하고, 학생은 교사의 능력만큼 성
장한다’. 특히 민주적 학교경영은 학교장의 독선과 전제에서 벗어나 교사, 학생,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여하여 이성과 지성, 경험을 집결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학교 경영과정에서
학교장으로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 교직원 집단의 성취동기, 능력, 교육 및 경력수준을 감안할 대, 성숙도
가 낮으면 높은 과업지향적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과업을 위임하
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민주형의 지도성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원은 고학력 소지자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사고와 태도에서 민주화가 꼭 되어
야 한다.
가. 학교장의 민주적 지도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때 참여를 기초로 한 민주적 경영이 이루
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관대한 감독으로 전결규정에 의하여 교감, 교사에게 권한을 위양할 때, 학교사회에
서의 긴장감과 불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장이 전제적 지도성보다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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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도성, 방어적 지도성보다는 참여적 지도성이 발휘될 때, 교사의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며 교직윤리가
확립되어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요즘 학교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가라앉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학교장의 지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본
다.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으로 학교경영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면
첫째,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이를 언어
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은 언행일치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사고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과업중심보다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학교장은 교직원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며 친절해야 한다.
2. 교사의 역할

학교 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교사들이다. 아무리 교육공학적 매체가 발달하였다 하
더라도 교사 없는 학교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된 역할자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성
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성과와 모
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권위와 명예가 존중되
어야 한다. 그럴 때 교사들은 ‘신바람’나게 교육에 헌신할 것이며 교육하는 일에 그들의 정열과 힘과 지혜
를 쏟아 부을 것이다.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새 학교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자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교사들
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교사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개혁이 개혁으로만 그치고 마는 사례를 볼 수 있었
다. 이제 진정한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창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본다. 이제는 교사 스스로 구태
의 인습과 관행을 버리고 ‘새 학교문화 창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토론문화를 정착시키자

지금까지 학교에 토론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또 참여의욕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교직원 전체토론시간’(월1회)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셋째,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자

앞으로 도래할 지식정보화 시대와 가치관의 다양화시대에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
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과서와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명력 있는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수-학
습방법에 능숙한 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소질과 특기․적성 등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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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3. 학부모의 역할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 구실보다는 선생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학생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삶의 경험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더불어 함께 사는 경험을 가르치는
곳은 가정이며,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부모이다. 이러한 지혜를 터득시키는 방법은 대화를 바탕으로 하되
명확한 해답을 주지 말고, 해답을 요구하지도 말고 학생스스로 간절히 느끼고 생각하며 부모는 자녀의 눈
을 뜨도록 할 것이지, 부모의 눈을 빌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사람됨됨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비행학생이나 버릇없는 학생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화풀이할 때 쓰는 언어폭력은 자녀의 자존
심에 상처를 주고 자기비하의 굴레에 빠져 허덕이다가 비뚤어져 비행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되고 만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서 보조교사, 학생상담원, 학부모 고사감독 등의 역할을 한다면 우
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또 교사들의 업무도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1. 교직원 회의의 운영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1) 교직원 회의의 중요한 목적이 학교경영의 민주화에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업무연락, 지시, 전달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발언순서가 교무, 학생, 연구 등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3) 교직원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의사발표와 참여 자세가 소극적이며 회의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4) 전달중심의 회의와 토론중심의 회의가 구분되어 실시되지 못한고 있고 토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나. 개선 방안

(1) 월 1회 정례 토론시간을 설정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방과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여 교
원들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2) 의안에 대한 부장회의나 협의회, 위원회, 학년회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3) 각부의 업무연락, 행정 지시사항 등은 『주간업무 계획』에 기록하여 직원회의 시에 활용하고 유인
물은 학생조회 시에 소지하여 전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누락되는 일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
다.
(4) 교직원회의에 관한 이해와 참여자세, 회의결과의 실천에 관한 관리자와 교사들의 민주적인 의식전환
이 필요하다.

2. 학급회의 운영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1) 학급회의 진행자의 진행방법이 미숙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학급회의의 진행자, 서기는 고정되어 진행됨으로써 참여태도가 소극적이고 소수 학생만 회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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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다.
(3) 학급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천평가가 구체적이 아니다.
(4) 학급회의에 참석해서 활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 개선 방안

(1) 학급회의 진행법 및 학생 토론기법 체득훈련을 위한 영상자료(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다.
(2) 학급회의 운영 시범학급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3월에는 2회 정도 운영과정을 타학급에게 공개한다(1
회는 직접 참관, 1회는 교내 TV방송을 통해 시청).
(3) 학급회의 의장을 학급학생의 2/3정도 윤번제로 실시하여 실제회의를 진행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4) 학급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실천사례를 분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5) ‘토요일 책가방 없는 날’에 ‘현장체험학습’에 시의회를 견학하여 토론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한다.

1. 학교생활의 민주화

가. 민주적 회의 진행방법

학급회는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 및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자 산 교육의 장이다. 그러므로 학기초 3월에는 각 반의 정․부반장과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진
행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도자료는 회의실과 각 교실에 『회의 진행요령』을
OHP(TP)자료나 비디오 Tape로 제작․제공하여 시청하도록 한다. 우선 학급회 자율시범학급을 지정하여
학급회의 운영상황을 공개한다. 그리고 학급회의 의장은 윤번제로 실시하여 회의시간에 적극 참여하는 태
도를 기르고 회의 진행요령을 터득한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시의회, 국회의사당 등을 견학해
보면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 자율과 민주를 배우는 학생자치 활동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자율 규제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도
서관 등 특별실 관리, 선생님 교육활동 보조, 화장실 미화 등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교를
가꾸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 선후배간의 결연이나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해 선배가 후배를 사랑으로 지도하
고, 후배는 선배를 믿음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없애는 것이 학교생활의 민주화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래들로부터 집단따
돌림을 당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구타 등 신체적 피해, 협박 등 정신적 피해, 금품관련
피해, 시험지 보여주기 등의 피해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감추거나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집단따돌림의 실태분석자료에
의하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절반정도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정도나 되나,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따돌린 후에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수의
방관자는 자기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모른 체하는 등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다. 우리 성인들도 근무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출근하기가 싫고 근무의욕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야 피해가 더 크리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근절시켜 아무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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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그것이 학교생활의 민주화
의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라. 신체적 약점이 있는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

학교 학생들 중에는 몸이 뚱뚱해서, 나약해서, 공부를 못해서, 가정환경이 그러해서 억울하게도 놀림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문에서 읽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이 소년은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1, 2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에서 돌아와 다시 4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아
이는 미국학교가 좋다고 한다. 학교시설이나 교과과정, 학습분위기가 나아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의 학교에 비하면 미국의 학교는 학교건물도 작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1,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뚱보’, ‘돼지’라고 많이 놀려댔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 살았던 1
년 동안 같은 반 남자아이들로부터 ‘뚱보’라고 놀림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치마를 입고 학교
를 가도 치마를 들추어보려는 한국 남자아이들 같은 친구는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Nicely dressed up(옷
예쁜데)!” 하며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2. 교육행위의 민주화

가. 교원의 학생에 대한 공용어 사용하기

교사들이 교실수업에서 사용하는 말은 ‘합니다’, ‘하세요’(해요)체와 ‘한다’, ‘해라’체 2가지가 있다. 이것
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사정이 좀 달라,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합니다’, ‘하세요’를 많이 사용하는
데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다’, ‘해라’를 많이 사용한다. 대체로 ‘합니다’, ‘해요’로 말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을 높여주고, 학생들의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면서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다’,
‘해라’로 가르치는 교사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적다고 한다. 선생님의 수업참관을 하다보면 고질적인 사투리를 너무 많이 사
용해서 학생들이 학습내용보다 사투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 선생님 자신을 지칭할
때, ‘나’(내가)를 ‘저’(제가), ‘말’을 ‘말씀’이라고 하여 너무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교수용어도 공용어
로 고쳐 사용하면 좋겠다.
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어떤 학부모들 가운데에는 ‘우리 아이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교사에게 주문을 한다. 그
런데, 체벌을 하여 엉덩이나 종아리가 멍이든 모습을 본 부모 치고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또 학생
들도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기분 좋을 학생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우리학교의 『새학교․지킴 도우미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체벌은 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통해서 바르
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때의 매는 보약이 되지만, 감정이 섞인 체벌은 증오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서 이는 독약이 되므로 사용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요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교현장에서 체
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때, 일탈된 학생에게는 체벌이 효과적
일 때가 있다. 이제 그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언어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의 반대어
가 ‘증오’이다. 사전적으로는 정확한 말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의 반대어가 무관심이란 말로 의미를 유
추해석 하는 분도 있다.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손쉽게 체벌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관심을 가지
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한다. 그 때의 대화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급생과 하급생이 결연을 하여 대화를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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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의 민주화

가. 교원 집단사고를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화 어디까지 왔는가? 한 마디로 어디까지 왔다고 계량화해서 대답하기란 어렵다.
상당부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나는 앞으로 민주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
목도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란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개념인데 만일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민주화는 오히려 교육을 침체시킬 뿐이며 비민주적 요소를 초래할 뿐이다. 교사들은 교육하는 데 문제점
을 찾아 학교장에게 건의하고, 학교장은 소신 있는 경영의지를 제시하면서 직원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
결할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공동책임을 지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의 중요한 교육활동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토론중심의 회의와 전달중심의 회의가 있다. 특히, 학교경영계획수립, 학기말 반성, 특
기․적성교육 실시를 위한 토론을 하는 회의는 전체 교사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져
야 하며 책임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월례 교직원회는 교육활동의 큰 틀이나 방향을 잡는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관련 팀을 구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교과협의회에서는 수
행평가 계획수립, 동료장학계획, 수업 상호참관 및 조언, 과제부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다.
나.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생, 동문, 지역인사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마당이 되고 있다. 학교장이나 위원들은 위원회의 기능이 학교경영의 간섭기구
가 아닌 동반자의 입장에서 학교발전의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겠다. 위원회가 활성
화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위원회가 학교 교육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 학교경영문제에 대하여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학
교경영의 교통은 분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본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자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학교란 학교 운영방식이나 학교조직을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해주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길이라 하겠다. 이제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낡은 틀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학교장 스스로 새로운 리더로서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생과 교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
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성 발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ㅇ 교육부. 교육비젼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
ㅇ 서정화의 교사론.
ㅇ 이합희. 각종 회의 진행법.
ㅇ 전라북도교육청. 새 학교문화 창조 추진계획.
ㅇ 주삼환. 장학교장론 교육의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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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
(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장학사 차 덕 우
Ⅰ. 들어가는 말
서구문명의 급격한 유입과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의 사고 등 비인간화 현상의 팽배와 매스컴의 역기능
적 영향으로 학생들의 비행이 증가되고, 핵가족화와 생활방식의 변화, 맞벌이 부부
의 증가로 가정교육의 기회가 감소되고 가족계획에 따른 소수, 자녀의 과보호 현상
으로 전통적인 미덕인 이웃사랑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이웃
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과 분위기 속에서도 아동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
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연의 임무이지 학교교육의 대부분이 지식편중 교육
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에 대한 본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몇편의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략적인 전략과 교사의 자세등을 소개한다.

Ⅱ. 바른 가치관이란 ?

가치란 ? 사물이나 행위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명시이며 구체적으로는 그런한 특성을 가진 사물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내
재적 가치는 일종의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수단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성립하
는 것은 아니다.
논리학에서는 가치란 선과 의의이며 미학에서 가치는 미의 개념이다.
사회과학에서는 가치란 개인이자 집단의 필요 혹은 욕구의 만족을 가리키며
경제학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말로 사용한다.
물론 여기에서 가치란 사회과학적 정의를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시대에서 한국에서 바른 가치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7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한국의 민주 시민상(바른 가치관)을
1. 기본예절, 공공질서, 법 질서 등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

2. 타인과 공평한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공공선을 위하며
자제할 수 있는 사람
3. 인간존엄에 대한 투철한 사람
4. 개인, 집단,세대, 지역간의 서로다른 의견과 신념을 민주적 절차로 조절 할
수 있는 사람
5.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6.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순으로 들고 있다.

Ⅲ.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바른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 내용(본도 계획)
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지도
가. 장점찾아 칭찬하기
① 교사 - 학생장점, 특기찾아 격려하기
② 학생 - 친구 장점 서로 찾아서 칭찬해 주기
③ 자성예언 발표회 개최
나. 인정감을 주는 사랑의 대화
① 학생 수범적 활동 발견시 수시로 칭찬 격려하기
② 소년, 소년가장과 교원 지역인사, 학우와의 사랑고리 맺기
③ 소질과 적성 따른 진로 지도
- 진로 상담의 정례화
- 진로 정보자료실 설치 운영
다. 기본 생활습관 지도
① 생활 반성 다짐시간 운영
② 질서, 안전교육의 생활화
라. 명상시간 운영
① 월별, 주별 명상덕목 설정 운영
② 훈화, 녹음테이프, VTR자료 활용
③ 느끼고, 깨닫게 하는 명상활동 전개
2.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강화
가. 단체 수련활동 활성화
① 각종 수련시설 이용
② 준거집단,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 권장
나.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① 다학년 동시참여 활동, 자연탐사 활동, 야영 극기활동, 해양수련 활동

② 공동체 의식 체험기회 확대
- 예절, 심성, 질서, 안전, 근검, 절약, 환경교육 등
다. 가족, 이웃공동체 체험기회 확대
① 가족여행 하기
② 친족 왕래하기
③ 이웃사랑, 봉사활동 전개 (마을 청소)
3. 건전한 학생 축제문화 마당 개설
가. 학생문화 한마당 개최
① 학교별, 지역별, 학생회 주도의 학예발표회, 학생축제 운영
② 학생 어울마당
③ 학생 민속종합예술제 운영
나. 전통 예술교실 운영
① 우리 가락 익히기
② 전통 미술 익히기
③ 전통 예능발표회 개최

Ⅳ. 추진방법

1. 통합적 체제구축 원리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 환경조
성, 교육시설을 충분히 구축하며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2. 수범의 원리
교사나 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3. 자율과 체험의 원리
강제나 표면적 교육과정보다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주장하
는 내용의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양방향의 원리
현재 다루고 있는 인성교육은
교장 → 교사 →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일방통행식 방법이다.
이것을 가정과 사회까지 확대(인성교육은 학교보다 가정과 사회의 영향이 80%
라는 보고도 있음)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학부모)→학생→교사→교장
(학교의 방침이나 방향, 교육계획 수립)등으로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지도
되어야 한다.

5. 내면화의 원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인성교육은 1회나 2회성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감동 감화 및 꾸준한 반복지도를 통해서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Ⅴ. 바른가치관 형성을 위한 몇가지 인성교육 실천사례(몇편만 소개)

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하여
가. 전 교원 전 학생 이름불러 격려하기
교장, 교감, 교사들은 자기반이나 자기반이 아닌 다른반이나 다른학년 학생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김철수, 지난번 교육청 주최 사생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지?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 장래 화가가 될 소질이 있는데...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김자 ○자 ○자 되시는 분이 아버님이시지? 교장 선생
님이 어저께 만나뵈었는데....  하고 개인의 장점, 특기, 최근 근황, 부모님,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표시하면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신뢰감이 형
성되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효과가 지대하다.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
님의 격려와 관심이 학생과의 래포 형성에 큰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 교원(교장, 교감, 교사)은 교내 전학생의 이름 및 신상내역을 조사하며 외우
고 시간있는대로 학생의 가정에 전화를 하여 최근의 근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ㅇ 각 학급별로 학생개인 신상카드를 만듬
(사진을 첨부하여 학생 인적사항기, 특기, 장점 및 가족사항을 기록하고
변화되는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도록)
ㅇ 하루에 10명-20명 목표로 사진을 보고 내용을 숙지함
ㅇ 청소시간, 쉬는시간, 복도, 급식실 등에서 실제 실습
ㅇ 매일매일 인원수를 확대하며 숙지하고 수시변동 사항을 전화, 담임교사
에게 문의하여 기록
※ 소규모 학교(200명-300명이하 학교)어려움이 없음.- 교장, 교감이 3개
월이 못되어 전 학생 이름 및 신상을 거의 파악함.
※ 대규모 학교(1000명-2000명)어려움이 있음. - 교장, 교감의 부단한 노
력이 필요함.
실제 ‘95년에 정읍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여 학부모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음.(당시 근무함)

나.졸업 및 종업식때 자성예언 시상제
학교 단위나 학급단위로 졸업 및 종업식때 학생들의 특기(장기)에 따라 상
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제도이며 컴퓨터상, 영어말하기상, 독서상, 청소 잘하기 등으
로 상장을 만들어 주고 격려함
주의 할 점은 집단내에서 분야별 우수아동(특기를 가진)을 선정하며 수상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내의 차, 즉 집단내에서 비교하면 컴퓨터 능력이 중위에 속하지만 학생 개인
으로 볼 때 가장 취미가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집단의 다른 학
생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을 주어 학생 스스로 성취의욕을 북돋아 주는 시상제임.
다.환영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 아침, 교장선생님께서 전 선생님과 심지어 행정
실 직원까지 교문앞에 서서 개학하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고(주의
동성끼리)방학동안의 안부를 묻고 환영하는 뜻을 표시해 봅시다.
물론, 교문에 어린이 여러분의 (개학을)
(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오게됨을) 환영합니다.
라는 프랭카ㅡ드를 교문에게시하고말입니다.
라.입학통지서를 보냅시다.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미리 입수하여 컴퓨터로 빼어(칼라)학부모 가정
에 입학통지서를 보내봅시다.
2 .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강화
가.학교 뒤뜰 야영활동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한 야영 뿐만 아니라 학교 뒤뜰 야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한 1박 2일간의 입소수련의 야영활동도 중요하나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손쉽게 학교 뒤뜰을 이용한 1박 2일의 야영도 프로그램만 다
양하게 만든다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며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 건전한 학생 축제문화 마당 개설
가.권역별 연합운동회 및 특활 발표회 개최
종래 학교별로 이루어지던 운동회나 특활 발표회를 면 단위나 권역별로 개최하여
① : 권역별 주민과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도록하고
② : IMF 시대에 여러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므로 예산이 절감하며
③ :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흥미가 있으며 질 높은 발표로 주민과 학생들의 자긍심
을 높여다.

Ⅵ.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임하는 교원의 자세와 역할

그렇다면 우리교사(Teacher)는?
첫째(T)는 기술(技術)이다.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느 사람도 추종할 수 있는
Techniqu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일을 교사가 하고 있다면 교직을 어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가르치고, 이모도 가르치고, 군에서 잠깐 들린 외삼촌도 가르
치는 보통 사람의 과업이라면 교사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E)는 참신성(斬新性)이다. 하는일이 매일 다르고 매일 새로워야 한다.
이른바 Excite를 뜻한다. 교수학습 방법이 매일 같이 답습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학습장에서 “야, 요것봐라!” 하는 탄성이 나와야 한다.
셋째(A)은 돕는 일이다. 교사는 교수-학습의 장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장 교사는 “Assist"를 주업으로 조력자임을 잊지 말
아야 한다. ”농구경기에서 슛은 학생이 여건은 교사가“
넷째(C)는 교사만이 갖는 인격을 말한다. 교사는 교사만이 갖고있는
"Character"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캐릭터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인성,인격을
가리킨다. 모름지기 교사에게는 칠기(七奇)와 사덕(四德)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칠기는 ①총기 ②화기 ②생기 ③덕기 ④재기 ⑤윤기 ⑥향기를 말하고 4덕
은 ①덕(德) ②용(容) ③언(言) ④공(功)을 말한다.(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점퍼차림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꾹
찌른 채 교단에서 청바지에 껌을 딱딱 씹고 있으면 교사로서 존경받을 수 없다.
다섯째(H)는 교사만이 갖는 “열정”이다. 교사는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
비록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학생을 위한 일에는 온갖 열정과 정성을 쏟는 사람이어
야 한다. 이른바 “Heart"를 말한다.
여섯째(E)는 전문가 이어야 한다. 교사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즉,“Expert"를 말한다.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고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을 물러
나게 하는 현실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일곱째(R)은 준비를 해야한다. 교사는 100년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 전날 과음하고 다음날 수업시간에 들어가
서 지금 어디 배우지? 하는 교사! 우리 스스로 교원의 질을 떨어 뜨려 교단이 지
금같이 위기에 몰리고 있지나 않는지 !

Ⅶ. 맺는 말

바른 가치관 함양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것은 심성교육이다. 이러한 심성을 변
화시키는 교육을 수량화 계량화 하려고 하며 많은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서 세분화
하며 숫자로 실적을 기록하여서 결과를 평가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단 수련활동을 2회 실시한 학교가 1회 실시한 학교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깊게
내면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3장에서 논한 바른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을 갖추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제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사의 자질을 망각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바른가
치관이 형성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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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실수업 혁신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성병숙
Ⅰ. 교실 수업 방법은 변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양적 폭발과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정보화 사회
및 지식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정보화 사회․지식 사회라 불리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 짓는 사회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는 지식
의 생성과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져 어제의 지식도 오늘은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이 되
고, 국가나 개인도 끊임없는 지식의 재충전이나 노력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교육도 정보화․지식사회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함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지식을 구조화하여 전달하고, 전달받은 문화유산을 기억 암기하
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실 수업 방법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가르치는 것 중심에서 배우는 것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배우는 사람 중
심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학습 방법에서 학습자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으로,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다양한 지식을 종합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의 교실 수업은 변화되어야 한다.

Ⅱ.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혁신

농경사회에서는 서당식 개별학습이 이루어지다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학교가 대
중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인간 삶의 참다운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명문대학교와 유명 직장의 진출
을 위한 근시안적인 경쟁적 입시문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데, 정보화 사회인 지금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들 모두의 소망으로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과정을 통
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위대성과 가능성, 잠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자 중심의 교실수업 혁신과 새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자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수동적인 학습자이었다. 교사 중심

의 수업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강의와 판서,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과제를 착실
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학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경험을 구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안내하고 상호작용하며 학습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학습자
는 학습의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업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강의가 얼마나 훌륭하였는가에서 학습자가 수업의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였는가가 더욱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학
습전략으로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활용, 다양한 학습방법의 적용, 유연한 형태의
교실 공간 활용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다양한 학습자원의 개발과 활용
학교 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 교육제도 하
에서의 고정적인 관행이나 의식에서 탈피하여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체제도 개인의 창의성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중요 시 하
고 있다.
학습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과정에 참여시키고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
심적인 요소로는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다.
가. 학습자료의 개발
학습자료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망라하
는 의미로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는 물론 학습자가 공부하는데 필요
한 자료도 포함한다. 이러한 학습자료는 교실 내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이야기책이나
전기, 역사책, 지리 서적 등과 함께 학습지, 언어․신체 운동적 자료, 공간․음악자료,
도서관 이용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까지 다양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앙 집중식
운영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체제하에서는 교과서 및 지
도서의 내용이 교육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결국 교과서 중심
의 학습은 교육 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왔고 교과서 내용 중심의 전달 교육은 기타 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활용을 저하시키고 단일의 학습자료 활용에 따른 교육의 소외지대를

낳을 뿐 아니라 개별화 학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한된 양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식의 범위들과, 교과서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합적
이고 전체적인 관점과 해석을 발전시킬 수 없을 때 학습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심화학습과 탐구학습의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방법과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능력에 맞는 학습자료의 마련은 효과적인 학습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학습자료의 개발은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사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된다.
나. 학습자료의 활용
최근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교실마다 많은 학습기자재가 갖추어지고 교육정
보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드웨어의
설치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학습자중심의 교실 수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자료를 풍
부하게 제작하는 일과 병행하여 교사가 필요시 적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료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제작
활용한 자료를 학년별, 교과별, 주제별, 수준별로 포토폴리화하여 재구성 활용하고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하여야 하겠다.
2. 다양한 학습법의 적용
오늘날의 수업이란 결과로서의 지식을 교사는 가르쳐주고 학생은 그것을 받아 배우
는 그런 때는 지났다.
학습자 각자가 부딪친 문제와 맞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리 저리 골똘히 사고하고 시행해보며 고뇌하고 추구한 끝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업인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곧 문
제 해결력, 기초․기본적인 지식․기능․태도, 학습하는 기쁨 등 삶의 힘을 체득하는
것이다.
수업이란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 같은 내용의 지도를 행했다고 해도 저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학습지도를 하게 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지도하
게 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주체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그 효율성이 검증된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각 교과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지도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학
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의식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업 방법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과제의 제시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교사가 하나의 학습과제를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탐구하고 싶고 탐구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지적 놀람을 갖도록 해야한다.
지적 놀람이란 지적 사건의 발발로 말미암아 지적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학
습자는 이 때 잃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긴장하며, 당면한 지적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므로 교사는 학습과제를 효율적으로 제시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학습자가 지적 놀람을 갖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진 존재이다. 문제는
이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교사가 가르치고자 의도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
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사가 가르치고자 의도하는 것에 대하여 학습자가 관
심과 흥미를 가지고 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마음이 내부로부터 일어나
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모순된 정보를 줌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에서 멀었던 것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학습자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정보를 제시
함으로써 교사가 의도하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내부적 문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적절한 곤란도가 있는 학습문제를 제공한다.
사람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해결 불가능 한 것)이나 완전히 노출된 것(너무 쉬워
곧 해결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즉 직면한 문제 모두가
그럴듯하여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학습자는 당황하게 되고 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 자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
한 후 학습자에게 적절한 곤란도가 있는 학습문제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사고장면을 조성하여 토론하게 한다.
교사의 학습문제 제시 기술로 학습자가 강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 수업 성립
의 기본 조건이지만, 이것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모든 학습자가 수업이 끝나는 시점까
지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서 학습에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곧 아동은 흥미가 없어
지면 언제라도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물음을 갖게 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생각을
토론하게 하는 적절한 지도기술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등인지를 강조하는 수업을 한다.
전통적인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을 구분하는 하나의 준거는 사고수준의
강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와 수용 그리고
내용을 강조한다면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은 지식의 수용 수준을 넘어서 지식을 분
석․적용하고 나아가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그
러한 점에서 탐구, 논쟁, 발견, 문제해결과 같은 수준 높은 교육활동은 중요한 학습태
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 수집하기, 보고서 쓰기, 면담하기, 책읽기, 토론하
기, 결론 내리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가설 설정하기, 검증하기 등의 고등인지를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유연한 형태의 교실 공간 운영
학습자는 외부 학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 동기와 자율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다양한 활동과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연
스럽게 신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양한 교과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비치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또한 종래의 지루하고 따분한 학습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도전적이고 자율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스스로 재구성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센터로서의 교실, 교실의 탐구 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집
단 위주의 교실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성, 융통성, 정보화 능력을 갖춘 교실 운영, 개
별화 탐구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교실 공간 운영을 하여야겠다.
4.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자기연수
학습자 중심의 교실 수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교육이나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
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사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다
면 그 어떤 중요성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문이란 많은 구체적인 사물 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 즉 규칙이나 원리,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업에도 수많은 교사들에 의해 검증된 수업의 원
칙이 있다. 어디의 어떤 교사가 적용해도 거의 같은 정도의 성과를 낳는 보편적인 원
칙이 있는데 수업이란 이런 검증된 법칙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나름
의 지식, 상식, 경험, 그리고 견문이나 보편타당성이 없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수업도 그 나름의 검증된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능력과 적
성에 따라 적정한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를 전문직으로 분류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란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업의 원리와 교수-학습지도 방법을 알
고,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화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곧 교사는 어느 학습자의 경우든지 적절한 표준처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지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수업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급변하는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교육이 변하는 만큼 교사도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부단한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야만 21세기 미래사회를 승리자로서 살아갈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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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행평가가 자기학습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장 길 현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자연과는 자주적 탐구학습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이 중요시 되는 교과인데 창의적 문
제해결력은 논리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기 때문에
‘열린교육’을 실천하지 않고는 신장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수
업의 종결 단계에서만 인지적 목표를 겨냥한 결과 위주의 교사주도적이고 지필위주의 일제평가
방식의 닫힌 형성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아동들의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린 교육의 원리에 다른 통합적 목표를 겨냥한 과정 중심의 학생주도적인 다양한 방
법의 개별평가와 같은 열린평가의 실천과 이에 따른 다양한 수행평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을 위한 열린수업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에 관한 현
장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B. 연구 목적 및 문제
연구의 목적은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을 위한 열린수업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을 강구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1. 열린수업에서의 수행평가 실태와 학생의 자주적 탐구학습력 실태는 어떠한가?
2.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열린수업에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자주적 탐구학습력이 신장되는가?
4. 열린수업에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자주적 탐구학습력이 신장되는가?
5. 열린수업에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자연과 학습흥미가 증진되는가?
6. 열린수업에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자연과 학력이 신장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A. 자주적 탐구 학습력
학생 스스로 사실적, 경험적 탐구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한 예상을 세우고 그 예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게 하여 토론시키며 최
후적으로 실험에 의하여 그것을 확인토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문제 → 예상(가설) → 토론 → 실
험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B. 열린 수업
수업 전날에 신기적 문제로 재구성된 학습 문제를 제시하여 가정에서 준비 부화 조명의 단계
를 거쳐 예상을 형성하도록 해서 탐구의 고뇌를 경험시키고, 자주적 예상 형성을 위한 자주적 탐

구 방법의 학습을 전개시켜 스스로 예상을 형성, 단위 수업 중 발표 → 토론 → 실험 → 관찰
→ 결론 정립 단계의 일련의 학습을 전개하는 본 연구자가 구안한 열린 탐구학습 모형을 말한다.
C. 열린 교육 평가
열린교육의 원리에 비추어 실시되는 평가방식을 말하는 데 본 연구에서 열린 교육 평가란 통합
적 목표(인지, 정의, 행동)를 겨냥한 과정 중심의 학생 주도적인 다양한 방법의 개별적인 목표기
준 평가를 말한다.
Ⅲ. 실행목표의 설정
A. 실태 분석과 시사점
자연 과학 열린수업은 사실 정보 기억에 주안점을 두고,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문제에 따라 지
식․이해 중심의 설명적 교수-학습이 전개되고 학습 목표와 비슷한 형성 평가 문제가 제시된 후
복습 중심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어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의 개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
만 연구 수업 등에서 나타난 탐구 수업은 탐구과정에 잘 전해지고 있으나 사고의 고뇌가 없는
극히 짧고 쉽게 직관성 사고에 의존하여 예상을 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탐구학습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주적 탐구 학습력은 극히 낮았으며, 특히 정보수집력과 예상력이 낮
고, 자주적 탐구학습 태도는 정확성과 객관성 면에서 부진해 탐구학습 중심의 교수-학습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자연과에 대한 흥미도도 낮고 정보수집과 가설 형성에는 더욱 흥미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자연과 학력 건사 역시 낮고, 학력 요소를 분석한 결과, 탐구학습력이 가장 낮아 교수
-학습의 개선이 요구된다.
B. 실행목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행목표를
설정하였다.
1. 도입단계에서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출발점 행동 학습을 전개한다.
2. 탐구과정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개별학습을 전개한다.
3. 절정단계에서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자기 보충학습을 전개한다.
4. 발전단계에서 창의평가를 실시하여 협동적 심화학습을 전개한다.
Ⅳ. 연구의 설계
A. 대상 : 본교 6학년 1반 22명(실험반)
이웃학교 6학년 2반(통제반)
B. 연구기간 : `1997.2.1～1999. 1. 31(2년)
Ⅴ. 연구의 실행

A. {실행목표 1}의 추진
도입단계에서 문제 장면은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출발점 행동 학습을 전개한다.(도입단계)
1. 사전․선수 학습 문제 장면 선정
ａ. 출발점 행동 분석
ｂ. 사전학습문제 장면 선정
ｃ. 선수학습문제 장면 선정
2. 진단평가 도구 제작 및 실시
ａ. 검사 도구의 제작
ｂ. 검사의 실시(문답, 관찰, 면접 등)
3. 출발점 행동 과제 학습 전개
진단평가 결과 부분결손 아동은 가정 학습 과제로 제시하고 완전 결손 아동은 방과후 개별지
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지 주도적 학습을 전개하도록 기본적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분단별로
리더를 중심으로 순번적으로 돌아가며 단순 발표 요령에 의하여 반복 지도하였다. 분단별로 몇
아동을 발표시켜 본 다음 칭찬 또는 수정 보완도 겸하였다. 아직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중금이하
인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말 따라서 하기’ 등으로 보충하였고, 발표의 기본 형식안을 교실 전면에
부착하여 발표 훈련 지도에 활용하였다.
4. 선수학습 재인 및 진단 교정
간단한 학습 과제의 경우는 선수학습 재인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습결손 아동은 코
너 등을 이용하여 교정학습을 전개하였다.
Ｂ. {실행목표 2}의 추진
탐구과정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개별학습을 전개한다.(전개단계)
1. 문제해결과정 장면 선정 조직
ａ. 열린 교수-학습 모형 적용
사전지도

본

도
∙제재설명
∙본시목표학습
∙관련학습
∙진단평가실시
∙과제 해결방법
∙준비물학습
*방과후 개별
학습 전개

입

∙본시목표 확인
∙진단평가 실시
∙예상(과제발표)
∙학습전개
∙조직, 방법
∙준비물 확보
∙안전 지도

시

지

도

사후지도

전
개
∙방법실천
∙체험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학습, 탐구학습,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
(과제물 학습, 토의학습,
역할 학습)
∙결과 분석 및 종합

종

결

∙개념, 원리법칙
정리
(언어,문장,문자
,기호)
∙적용 및 응용
∙대리적 강화
(자기다짐)
∙형성평가
(자기평가및반성)

∙개념원리 법칙 발견

∙사전학습

∙보충학습
(보충학습지)
∙창의적 평가
∙심화학습
(개별학습)(심화학
습지,그리기,글짓기)
∙계속지도(추수지도)
∙지식의 실천
∙자기관찰과 평가
∙발전게획 수립
실천 지도

ｂ. 자주적 탐구학습모형 적용
문제 파악
정보 수집
문제 의식
문제 분석
문제 제기

작동적수집
영상적 수집
→ 상징적 수집

가 설

실 험

분류, 종합
방법및
추리
→ 결과
의사 결정
(판단)

실험 설계,
→ 조건,처치
검증, 도구
해설,해석

2. 탐구과정 요소별 지도
3. 과정중심 도구 제작 및 실시
3. 과정 중심의 다양한 수행평가 실시
4. 개별적 교정학습 전개

법칙 발견

종합,평가
요약,정리
→ 결론의
정의적용,
일반화

Ｃ. {실행목표 3}의 추진
절정단계에서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자기 보충학습을 전개한다.(절정단계)
1. 학습목표 문제 장면 선정 조직
2. 다양한 자기평가 실시
ａ. 학습목표 성취 자기평가
ｂ. 학습활동 자기평가
3. 자기평가 및 대책 세우기
4, 자기 보충심화학습 전개
Ｄ. (실행목표 4}의 추진
발전단계에서 창의적 평가를 실시하여 협동적 심화 학습을 전개한다.(발전단계)
1. 발전적 문제 장면 선정 조직
발전적 문제 장면을 학습 문제 장면과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구성하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
만 외우는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이 습관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발전적 문제는 학습 문제 장
면과 전혀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개념, 원리, 법칙이 정립되는지를 평가한다.
2. 다양한 문제장면구성 활용
ａ. 사례나 보기를 찾는 문제로 구성하는 방법
ｂ. 본시 학습 문제를 변형시켜 구성하는 방법
ｃ.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장면으로 구성하는 방법
ｄ. 학습한 개념의 미래 예측 문제로 구성하는 방법
ｅ. 4차원 문제 장면으로 구성하는 방법

ｆ. 감정이입법을 활용한 방법
ｇ. 논술문을 쓰게 하는 방법
3. 학생 상호 평가 실시
4. 협동적 심화학습 전개
Ⅵ. 연구의 결과
Ａ. 자주적 탐구 학습력 신장
자주적 탐구학습력은 DM=20.8, t=5.96, P<0.001 수준에서 퍽 의의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자주적 탐구력의 영역별 비교 결과 M=+38.37, x2=16.2, P<0.01 수준에서 실험 관찰 능력이 가
장 향상되었고 요소별로는 문제 분석 (+59) 방안 및 결과 추리력(+51), 관찰 기록(+75), 통계 처
리 능해석력(+73)등이 가정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Ｂ. 자주적 탐구태도 함양
자주적 탐구 태도는 DM=12, t=3.79, P<0.001 수준에서 퍽 의의있게 향상되었으며 자기 평가
결과도 실시 평가 영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주적 탐구학습 태도 관찰결과는 개관
성(+24)과 정확성(+31)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Ｃ. 자연과 학습 흥미 증진
자연과 학습 흥미는 교과별로는 자연과에서, 영역별로는 정보수집 활동과 가설 형성 활동에
서 큰 차를 나타냈고 과학적 탐구학습 흥미 검사 결과는 "좋아한다" 이상이 12.02%로 자연과
학습에 대한 흥미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Ｄ. 자연과 종합 학력 신장
자연과 종합 학력은 DM=10.2, t=2.78, P<0.005 수준에서 퍽 의의있게 향상 되었으며 완전 학
습자가 48.8%로 크게 향상(+26.10) 되었고, 자연과 학력 요소별 분석 결과를 보면 탐구력의 향
상도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Ⅶ. 결론 및 제언
Ａ. 결 론
1 .자주적 탐구학습력은 선수학습 정착이나 자주적 탐구학습 그리고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이
나 창의적 사고력 등이 요구되는데 열린 수행평가는 열린교육의 원리와 관련하여 과정중심의
학생 주도적인 다양한 방법의 개별평가를 함으로써 선수학습의 정착과 자주적 탐구학습 함양
그리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자주적 탐구학습력을 신장시킨다.
2.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의 전개는 출발점행동 학습과 개별학습 그리고 자
기보충학습 전개 및 협동적 심화학습 전개로 열린수업 실천을 강화하여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
된다.
3. 자주적 탐구학습 태도는 탐구방법의 학습과 학생주도적 탐구활동 경험의 누적으로 자주적
학습 태도가 함양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 주도적 평가로 자주적 학습태도를 형성시킨다.
4. 학습 흥미는 신기적 학습문제와 선수학습의 정착, 그리고 허용적 분이기와 발견의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유발되는데 열린 수행평가는 발전적 문제 구성이나, 학습의 개별화를 통한 선수
학습 정착 그리고 허용적 분위기와 협동적 평가를 통한 발견의 기쁨 경험으로 자연과 학습흥미
가 증진되다.
5. 자연과 학력은 기초적인 지식(개념, 원리, 법칙)이해나, 자주적 탐구학습력, 그리고 자연적
태도 함양에 의하여 신장되는데 열린수행평가에서의 개별평가 및 교정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신
장과 과정중심의 다양한 평가를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 그리고 학생 자기평가를 통한 자
주적 학습태도 함양으로 자연과 학력이 신장된다.
6. 열린교육평가를 통한 자연과 수행평가(열린 수행평가)는 과정중심의 다양한 평가와 발전적
문제장면 구성을 통한 두뇌협동적 협동평가 실시로 창의력이 신장된다.
7. 본 연구가 일선 학교의 자연적인 학급 실태에서 학급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에 의하여 다양
한 수행평가를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을 전개하여 아동의 자주적 탐구학습력을 신장시켰다는 점
에서 교사라면 누구나 본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을 전개하여 자주적 탐구학
습력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Ｂ. 제 언
1. 열린 수업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는 자주적 탐구학습력 뿐만 아니라 규범적 탐구과정 및
논리적 탐구과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의 한계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2. 열린수업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는 구체적 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보통 학생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수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화 연구가 요구된다.
3. 열린수없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는 원천적으로 신기적 평가 문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신기
적 평가 문제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학생들의 경험의 개별화로 통제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
다. 따라서 신기적 문제 은행 개발과 실험설비 및 기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4. 자주적 예상 형성을 위한 자주적 탐구학습 방법의 학습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시청각 매체가
부족하여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쉽고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 학습 방
법의 학습 자료 개발 연구가 요구되었다.
5. 자주적 탐구학습력의 요소는 소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준화된 검사지가 없어 자주적 탐구학습력 평가 결과의 해석이나 상대적 비교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자주적 탐구학습력 평가에 관한 표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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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부 지도․자료 개발 및 적용
무주 구천초등학교 교사 박천수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교육개혁의 측면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소질과 적성계발 및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자기표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와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정규 수업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시간까지도 교육활동의 인적 물적 자
원 및 지역사회 교육 문화의 장으로 활용가치를 발휘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
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 음악적 측면
IMF 시대를 맞으면서 제 3차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이며 다음 4차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약한 나라의 문화가 송두리째 뽑히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UR 태풍
과 WTO 문제에 이어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경제는 초토화가 되었고 이제 남은 우리 정
신문화의 자리마저 빼앗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우리의 확
실한 전통 의식을 갖고 이를 잘 다듬어, 경쟁력 있고 수월성 높은 음악, 세계 속의 한국음악으
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부존자원마저 빈약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잘 지
켜 나가야 하고, 이를 발전시켜 오히려 세계 여러 곳으로 전파하는 문화 수출국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민족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미 우리 음악의 우수성은 88올림픽과 리틀엔젤스 순회공연,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에 의해
세계인의 귀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처음엔 야만적인 무속음악 정도로만 여겼던 한국 전통음악
에 매료되어, 그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번쩍 뚫리고 있다.
이렇게 음악에 있어서 만큼은 서양에 뒤질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서는, 어려서부터 우리
전래 음악을 많이 접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므로 학생들이 전통인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방과후 전통음악 지도자료의 개발을 통해서 음악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국악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국악의 기악․창작영역 방과후 활동 관련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지도자료의 적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생략)
1. 이론적 배경
Ⅲ.실행목표 설정
1. 실태 조사 결과 분석
가. 학교는 특별교실과 시설은 있으나 특기 지도를 전담할 교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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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특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미흡하다.
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느라 학생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라. 학생들은 대부분 방과후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마. 국악 실기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바.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특기 신장에 기여하여야겠다.
사. 전통음악에 대한 내면화 교육이 절실히 요망된다.
2. 실행 목표
가. 실행목표 1: 전통음악의 기악․창작영역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도․자료를 개발한다.
나. 실행목표 2: 개발된 지도․자료를 교육활동에 투입하여 방과후 학습을 전개한다.
Ⅳ. 연구의 설계
1. 대상 및 기간
가. 대상 : 구천초등학교 6학년 22명
나. 기간 : 1998. 3. 1 ～ 1998. 12. 31
Ⅴ. 실 행
1. 실행목표1의 실행 : 전통음악 교육의 기악․창작영역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도․자료
를 개발 활용한다.
가. 국악 지도자료 개발
1) 음악과 교재 분석
가). 각 학년별 전통음악 지도요소 분석
장단 치기와 작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3-6학년 음악 교과서의 학년별 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전통음악의 학년별 지도요소: 생략)
나) 분석 결과
(1)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곡을 장단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 3학년에는 휘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곡이 2곡, 굿거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곡이
4곡,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곡이 1곡이었으며,
(나) 4학년에는 굿거리로 이루어진 곡이 2곡, 휘모리로 이루어진 곡이 1곡,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곡이 2곡, 세마치로 이루어진 곡이 1곡이었고,
(다) 5학년에는 굿거리로 이루어진 곡이 2곡,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곡이 3곡, 세마치로
이루어진 곡이 1곡이었으며,
(라) 6학년에는 굿거리로 이루어진 곡이 6곡,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곡이 1곡이었다.
(2)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곡의 주요음은 솔,라,도,레,미 등 5음계로 이루어졌다.
(3) 국악곡의 시작음은 라로 시작된 곡이 12곡, 미로 시작된 곡이 8곡, 도로 시작된 곡이 2
곡, 솔로 시작된 곡이 1곡, 레로 시작된 곡이 1곡이었고,
(4) 끝나는 음은 라로 끝나는 곡이 9곡, 미로 끝나는 곡이 7곡, 도로 끝나는 곡이 5곡, 솔
로 끝나는 곡이 3곡, 레로 끝나는 곡이 1곡 등 ‘라’음으로 시작한 곡과, ‘라’음으로 끝나는 곡이
제일 많았다.
2) 전통음악 지도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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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단별 주요 리듬꼴 분석 제작
인쇄 자료로 제작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TP자료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박자 장 단
주요 리듬꼴
-34 굿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 국악 필수 장단 자료 제작
장단별로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장단꼴을 제작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하였다.
다) 사물놀이 필수 장단 자료 제작
사물놀이 장단 중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조로 된 장단을 분류 제작하여 지도하였다.
굿거리
쇠 쟁 그그쟁 그그쟁 그그재재으째쟁그쟁 쟁 둣
징 징
장구 덩 그 그 덩 그 그 덩 저 궁 따 궁 궁 따 구 궁 덩
북 둥
둥
둥 둥 두둥 두둥두둥 둥
라) 장단 만들기 악보 제작 활용
민속조 노래에 국악 장단을 만들 수 있도록 악보를 제작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하였다.
방아깨비

쇠
징
장구
북

주요 장단

마) 양악곡을 국악곡으로 편곡할 수 있는 악보 제작 활용
양악보로 작곡 된 동요곡을 국악 장단에 맞춰 편곡해 보도록 악보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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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까신’ 노래를 다음 장단에 맞게 휘모리조로 바꾸어 작곡해 보세요

2. 실행목표2의 실행 : 개발된 지도․자료를 교육활동에 투입하여 방과후 학습을 전개한다.
가. 방과후 국악 지도
1) 국악부 연간지도계획 수립 적용(생략)
나. 국악 작곡을 위한 사물악기의 지도1)
국악 작곡을 위하여 사물악기의 종류와 쓰임새, 기보법, 각 악기의 활용법, 연주법 등을 자
체 제작한 OHP 자료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하였다.
꽹과리
1. 꽹과리의 종류와 쓰임새

○ ‘꽹맥이’, ‘쇠’, ‘소금(小金)’
○ 합주 음악, 풍물놀이, 사물놀이 연주 등에 많이 쓰임

2. 작곡 기법을 위한 기초 이론
1) 기보법

○ 오선보나 단선을 사용하여 기보함

<예보1>열고 치는 기보

다. 기본 장단 기능 지도
현행 교육과정에 수록된 세마치장단과 굿거리 장단, 그리고 자진모리 장단의 기본 장단을
재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익히게 하였다.
이의 지도 방법은, 리듬(양악), 정간보(국악 기보법), 구음(전래 민속악 지도 방법)을 혼용 지
도하여, 서양 리듬과 국악과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장단 부호를 보다 심도 있게 익히기 위해서, 리듬을 제시한 후 부호를 처음엔 빈칸으로
제시하며, 학생 스스로 구음을 따라서 장단 부호를 적게 한 다음 함께 알아보도록 하였다.
1).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의 빠르기와 리듬은 다음과 같다.
1) 박범훈, 작곡․편곡을 위한 국악기 이해(세광음악출판사,1992)pp.2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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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1 단계 -구음하기(1) 3박자 가르치기
∙하나() 둘() 셋()을 따라 부르게 한다.
∙8분음표(♪)셋이 모여 점 4분음표() 1박으로 되는 개념을 이해시킨다.
(2) (떵 더 덕)을 따라 부르게 한다.
(3)  ♩(떵 덕쿵덕)을 따라 부르게 한다.
(4)
을 따라 부르게 하여 어느정도 박자관념이 이루어졌나를 학인.
(5) 확인
∙학급 전체 확인 → ∙ 분단별 확인 → ∙ 개인별 확인
(6)
의 리듬을 학생들로 하여금 음표가 ♪음표 3박으로 이루어졌다
는 것을 이해시킨다.
(7) 세마치 장단으로 부르는 아리랑⋅도라지 등을 감상시키면서, 학생은 구음(口音)으로
장단을 맞추게 하고 교사는 장구장단을 치며 복습한다.
나) 제 2단계-장단치기
(1) 기습된 구음을 하면서 장단을 동시에 연주해 보도록 한다.
(2) 채편의 구음 ‘덕’ 대신에 ‘닥’,‘딱’,‘따’,‘다’로도 구음해 보게 한다.
(3) 기본 장단 외에도 세마치 장단은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4) 위의 장단들을 구음으로 학습시키고 그에 따른 장단을 쳐보게 한 뒤에 악보로 확인함
5) 장단을 변화시키며 쳐보게 한다.
6) 장단을 치면서 아리랑이나 도라지 등을 노래하게 한다.
7) 노래반주에서 한 음을 길게 끌거나 노래가 쉬는 부분에서는 장구를 세게 치고 잔가락
을 넣어서 치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단순한 가락으로 약하게 쳐야 함을 알려준다.
8) 리듬의 단위를 설명한다.
(가) 9/8박자는 3/박자로 기보할 수 있다.
(나) 한국음악의 장단은 대체로 ♪를 단위로 한 것 보다는 를 단위로 한 것이 많다.
2). 굿거리 장단(생략)
3). 자진모리 장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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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물놀이 필수 장단 지도(생략)
마. 장단 및 기본적 작곡 지도
1) 국악 리듬꼴 지도
교과서에 나와있는 리듬꼴을 단계별로 지도하고 다양한 리듬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2) 국악곡에 장단 만들어보기 지도
3) 국악곡 작곡 지도
가) 가사의 장단 나누기
나) 장단․조성 정하기
다) 리듬꼴 지어서 적기
라) 가락 떠올리면서 선화 그리기
마) 선화에 맞게 가락 옮겨 적기
바) 악기로 연주해 보기( 멜로디언․실로폰․단소 연주도 됨)
사) 곡 수정하기
아) 노래 불러보기
Ⅵ. 연구 결과
1.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방침을 제정하고, 음악과 교재 분석을 통한 전통음악의 학년별 지도요소
를 추출하여 장단별 주요 리듬꼴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투입한 결과 학생들은 민속조 노래의
리듬꼴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민속조 노래의 작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국악 필수 장단 자료와 사물놀이 필수 장단 자료를 OHP 자료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투입한
결과 학생들 스스로 국악 장단과 사물놀이를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민속조 노래에 국악 장단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한 악보와 양악곡을 국악곡으로 편곡할 수 있
도록 제작한 악보는 학생들이 간단한 장단을 만들고 양악곡을 국악곡으로 편곡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4. 학생들에게 사물악기의 종류, 쓰임새, 기보법과 활용 및 연주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OHP 자
료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국악 장단의 채보와, 작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Ⅶ. 결론
1. ‘장단별 주요 리듬꼴, 국악 필수 장단 자료, 사물놀이 필수 장단 자료, 장단 만들기 악보, 양악
곡 편곡 자료 자료, 국악 작곡을 위한 지도자료’ 등은 학생들이 장단별 리듬꼴 발상을 쉽게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일반화 가치가 있다.
2. ‘기본 장단 지도 과정, 국악곡 작곡지도 과정’은 국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장단고 작곡을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일반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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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송 광 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Ⅰ. 서론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행정의 업무와 권한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 보다 많이 이양 또는 위임되었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과 봉사위주의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
기관은 이제 교육부의 규제나 감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그 지방의 실정
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교육행정의 생산성과 책무성, 그리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 전
반의 선진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
정수요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행정 담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은 교육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나 그 중에
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
선학교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지방교육행정의 성패를 좌
우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전통으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연구도 주로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재정확보 및 배
분 등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력의 효율적 관리 문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지방교육행정 인력의 임용(신규채용․전보․전직․승진 등)은 체
계적인 직무분석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관례에 따라 이루
어져 왔으며, 또한 이들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도 미흡한 실정
이어서 그 동안 인력의 계속적인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질과 생산성 향상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
방교육행정의 질과 생산성, 책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전문성 제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만 한다.
다음에서는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인력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행정기능 및 직무의 분석에 따른 인력관리

지방교육행정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 부서의 행정기
능과 직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서의 기능과 직위별
관장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현행의 공직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좀 더 세분된 직위분류제를 확립하고, 직무내용에 따라 엄
격한 임용요건을 설정하여 그에 적합한 인사를 임용토록 해야 한다. 즉, 지방교육행정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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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신규채용, 보임뿐만 아니라 승진, 전보에 이르기까지 직무분석 결과로 확립된 임용요건
에 맞는 합당한 인사를 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여 단순 관리기능만을 요
구하는 업무(예, 방호업무 등)는 과감히 민간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수행
해야만 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담당토록 하며, 그 직위에 요망
되는 전문성수준에 미흡한 점직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능과 직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
하고,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사무분장의 적정화를 통해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무
원 개개인의 근무능률과 사기를 높이며, 아울러 소요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무분석은 일반적으로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직무분석을
위한 비용지출, 일상작업의 지장, 담당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지위 변경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
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무분석은 철저한 준비와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Ⅲ. 지방 인사행정의 자율권 강화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인사자치권을 갖고 지방공무원의 충원과 승진, 전보와 징계, 교육훈련 및 퇴직 등 모든 인사과
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볼
때 최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총정원제를 채택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조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우수인력으로 하여금 지방공무원 지원을 기피하게 했던 국가공무원의 지방교육자치단
체 근무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계획과 책임하에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그들이 능력을 계발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용관리체제와 다양한 교육훈련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행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의 일부를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의해 충원하고, 전문가 유입을 위해 개방형 전문직위제 운영을 활성화하
며, 민간기관․자치단체․국가 간 파견 및 인사교류를 강화한다.

1. 지방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제도의 시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라 강화된 시․도 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 수행과 교육개혁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에 전문적 지
식과 혁신적 사고를 갖춘 유능한 젊은 인재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공무원
법(제 27조)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 42조의 2)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소요인원 산정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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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령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방5급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한편 기존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지방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5급 승진시험은 계속 실시하되, 승진 임용되는 인원과 신규로
임용되는 인원과의 비율이 60:40정도1)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5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예상 직급이 지방
4급이어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한계 때문에 우수인력이 지방5급 공무원을 기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관할 학교 수, 학생 수 및 예산규모
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

2. 개방형 전문직위제의 도입․운영

개방형 전문직위제란 특정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점직자가 일정기간이상 근무
토록 하는 전보제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인사관리 방안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 7조 4)에 의하면 교육감이 개방형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전
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일정기간 ( 내부 충원자 : 3년, 외부 충원자 : 5년) 동안 다른 직위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방형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새로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경우, 현재 국제, 법무, 전산통계, 재심위 등 4개 직위를 개방
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직무분석결과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하다
고 인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오늘날 빈번한
민원과 그에 따른 소송업무를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담당 직위를 개방
형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정보, 지식, 노하우가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대신 직위의 변동없이 직급을 인상하는 승진방안3)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 2조 ③ 3)에 규정된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가를 영입하여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정보화
의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정보담당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전문직위제로 운영
할 수도 있겠으나, 전문가 충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으로 이러한 직위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계약제로 채용하여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기관․자치단체․국가간의 파견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
1) 진재구외,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임용체계 개선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83), p.100.
2) 조창현, “지방행정의 조직과 인력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의 조직과 인력관리 이
대로 좋은가?(정책세미나 보고서),1993, p. 110.
3) 김신복은 이러한 승진제도를 동일직위(또는 보직)에 있더라도 능력발달에 따라 직능등급
이 높아지고 처우가 개선되는 직능등급제라고 부르고 있음(김신복, “정부인력관리의 효율
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상게서.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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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 인력관리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와의 상호이해 증진 및 업무수행능력개발을 통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이들 기관
에의 파견 및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방공무원법(제 30조의 4)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 27조의 2)에 의해 업무수행과 관련
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지방공무원을 국내외의 연구기
관, 교육기관, 민간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파견 등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
공무원법(제 30조의 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
무원 임용령(제 27조의5)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 담당인력의 전문적인 행정능력 개발과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는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인력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와의 상호인
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사교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5급 이상의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는 인사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임
용령을 개정해야 한다.

Ⅴ.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는 임용관리

행정기능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임용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
재 선택형으로만 되어있는 9급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선택형과 서답형을 혼합한 시험방
식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9급공무원 신규채용자의 대부분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공개채용
에서 학력과 전공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력제한에서 야기되는 평등상의 문제는 총 정원의 일정
비율(예컨대 5%이내)을 최저기준학력 미달자에게 할당하는 방식(Quota system)을 채택함으
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담당자들을 행정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순환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빈번한 순환근무는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
적 요청에 부적합함으로, 직무분석결과 필요전문성이 높은 직위는 전보제한기간을 최소 4년이
상으로 정하고, 필요전문성이 낮은 직위일지라도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단순관리기능 위주인 직위에는 2년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승진과 전보에서 임용가능직위의 폭을 현재보다는 축소해야
한다. 특히 행정직렬의 경우는 포괄영역이 너무 넓어 전보에서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어려
움으로, 현행 행정직렬은 직위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승진과 전보에서 임용가능직
위의 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급에 따라 승진과 전보시 임용가능직위의 폭을 다르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다양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임용가능직위
를 폭넓게 정하고, 반면에 5급이상의 공무원부터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임용가능
직위의 폭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전보제한기간도 최소 3년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승진과 전보에서 보직경로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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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전보에서는 임용예정직위와 점직대상자간의 직무상 관련성을 중시해야하기 때문에 경력
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상위직(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정직위의 임용조건으로 경력 요건을 도입4)하여 그들이
담당할 직위에 대해서 점직예정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보직경로(예, 교육청 관리국장 : 학교서
무과장 2년이상 경력에 교육청 총무과장 또는 관리국 재무과장 경력소지자)를 구체적으로 지정
하고 예고함으로써 점직예정자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직을 억제하고, 이를 위해 전직의 요건을 강화하고, 전
직시험면제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다.

Ⅵ.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의 확립

재직중인 지방교육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항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제 실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교육기회와 교육시간을 아무리 늘인다해도 부실한 교육훈련기관에서 부
실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행정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은 개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훈련은 법에 중앙교육연수원과 각 시․
도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보니, 다른 기관과의 경쟁없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서 오는 안일함으로 인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훈련
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국․공립기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이르기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민간기업체 연수원 등의 민간기관도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 교육훈련기관도 이들과의 경쟁 속에 교육훈련의 질
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즉,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
입하여 이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무원들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라면 어
디에서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수경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위별․직급별 표준연수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육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피교육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처럼 훈련대상자를 차출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을 받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피교육자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율적
으로 선택에 의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발달단계에 따라 정책관리능력과 직무
능력을 제고하고,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직위별․직급별로 차별화된 표준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 및 생애주기에 따라 이수해야 할 표준 연수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공무원들이 발달단계와 능력발전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훈련결과는 개인별로 누가기록하여 보직과 연계시킴으로써, 교육훈련 이수시 습
4) 진재구외, 전게서,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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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지식과 기술을 행정실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대상자 및 교과목의 성격 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기법을 적용
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등 PC통신을 이용한 첨단
교육훈련기법의 활용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직장훈련의 활성화

교육훈련기관 훈련은 직장훈련에 비해 아무래도 훈련대상자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 및 욕구를 가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개별화가 곤란하다. 반면에 직장훈련은 훈련대상
자의 경험, 경력, 욕구, 훈련의 필요뿐만 아니라 부서의 문화와 풍토까지도 고려한 교육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훈련의 적합성과 실용성이 높고, 개별화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교육공무원훈련법시행령(제27조)은 직장훈련의 책임소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명백히 하고, 직장에서 실시해야 할 훈련으로 시책교육, 신규채용과 적응훈
련, 보직변경자에 대한 훈련,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규정(제26조)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은 직장에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보기간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
은 시보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교육훈련 지도관을 지정하여 당해 기관
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장훈련이 단지 규정으로 머물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신규채용자의
적응훈련과 보직변경자에 대한 직무적응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육훈련
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훈련에 대한 소속기관장
의 역할이 중시된다.

Ⅶ. 결론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제 각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종래까지만 해도
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무조건 정책을 집행하던 데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
야한다. 이제 그동안 교육부가 담당하던 많은 업무들이 각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그 지역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 하여금 보다 많은 행정기능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교육행정담당요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과 관
련된 탁월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및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
정기관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인력의 전
문성 신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교육행정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
저한 직무분석으로 통한 전문적인 임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력을 충원, 승진, 전보하고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신
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담당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행정제도의 확립도 중요
하나 그보다도 우선 지방교육행정담당자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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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그 지역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해주는 봉사자이며 지
방교육행정담당자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이 보다 효
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행정능력을 신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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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시․도교육청

평가의

방향

머리말

우리는 지금 20세기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다. 21세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속에 있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든다는 것이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뀐다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
계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고 주민
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1996년도부
터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1999)
초․중등교육법(제9조 2항)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
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와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따
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차등 지원과 연계함
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청의 자구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도평가는 자체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며 변화 촉진과 지도∙
조언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평가는 기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고 보
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부분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
가의 문항, 기준, 대상, 방법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존 감사 위주의
방법을 탈피하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
기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질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98

전북교육청

가.

평가

준비

나.

방문학교

다.

평가

평가

결과

개요

과정

우리 도 교육청은 평가 대비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조직의 구조 혁신, 교실 수업 개선과
교단 지원,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목표를 두고 교육부 시책방향, 시․도 교육감 회의사항 등
을 분석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기본을 두고 실현 가능한 사업별 기
본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도 평가 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항
목 및 평가지표에 접근하였다.
선정

및

지도

과제별

자구

방문학교는 각 영역별로 연구, 시범, 협력학교를 지역별․학교 규모별로 지원 육성하고 운
영 결과를 전 학교에 일반화하여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였다.
방문학교의 선정은 학교장의 과제 추진 의지, 시설자료 및 환경, 학생 학습 활동, 교원들
의 수업 기술, 각종 실적 포트폴리오 정비 상태를 확인하여 영역별 방문학교를 선정하였다.
우수

노력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행정 구조를 혁신시키기 위한 조직 진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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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초로 단행한 것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용품 무상 지원, 수요자 중심의
무료 보충학습, 수준별 심화학습 및 자율학습의 시행, 고등정신 기능 신장을 위한 의무 독서
제 시행, 관광위주의 수학여행을 테마식 현장학습으로 전환,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학교 어머니회 폐지, 신 학교문화 창조 운동이 전국적인 ‘새 학교문화 창조’ 운동으
로 확산되기까지 전북교육의 주요시책이 전국적인 교육효과를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시․도 교육청 구조/기능혁신으로 직속기관의 재구조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진단으
로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현’에 목적을 두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성취수준별 수업을 학교별로 2개학년 2개교과 이상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무료보충학습(14억 7천여만원 지원)을
실시하고, 일정 학력 도달 학생에게는 교과 및 교사를 학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수준별
심화학습과 다양한 자율학습을 운영하였다.
또한, 열린교육과 초․중등 수업혁신 연계를 위하여 7개 시범교육청을 지정, 초․중등 학
교를 묶어 단지화하여(7억여원 지원) 수업개선 지원활동, 종합정보 자료실 및 자료 전시관을
설치하여 정보․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활용하였다.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도 실정에 맞는 시책중심의 중장기 발전계획(
’98-2002년)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에서는 산학연계 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업추진 실적의 정
기적인 점검과 첨단산업 기술교육을 도입하였다.
학교시설 분야에서 기존학교의 교사 증․개축공사(37건)를 실시, 설계․비교 집행하여 기
본 설계비(2억5천3백만원)절감하였으며,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과 현장 시공비와 편차가
큰 14개 항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다.(5억8천3백만원 절약)
라.

’98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부는 ’98년10월15일 ’96년이후 세 번째 실시한 ’98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표1>
♣
영역
과
제
명
배 점 1권역 市 2권역 1권역 道 2권역
1. 열린교육 혁신
50 부산 대전 전남 충남
30 부산 대전 전북 강원
Ⅰ 2. 초․중등 수업혁신 연계
서울.부산 대전 전북 충북
3.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50 (공동1위)
1. 자체재원 발굴/동원방식
20 부산 광주 경기 충북
2.
교육재원의
효율화
60 대구 대전 경남 충북
Ⅱ 3. 학교시설사업의 비효율 제거
20 서울 대전 전북 충북
4. 학교시설의 다양화
30 부산 대전 경북 제주
1.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50 부산 대전 경남 강원
2.
사교육비
경감
노력
40 부산 대전 경기 충북
Ⅲ 3.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전북.경북 제주
30
대구
대전
(설문조사)
(공동1위)
1. 자체제안 과제
30 부산 광주 전남 강원
2. 교육 정보화 우진
30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기.전북 충북
Ⅳ 3.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
20 대구 대전 (공동1위)
4. 구조/기능 혁신
20 부산 대전 전북 충북
5. 교육 소외계층 지원
20 부산 대전 경기 제주
과제별(15개)

우수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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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종합 우수 교육청으로 시1권역에서는 부산교육청, 시2권역에서는 대전교육청이
선정되었으며, 도1권역에서는 전북교육청, 도2권역에서는 강원교육청이 각각 선정되었다.
Ⅲ.

1 9 99

1.

평가

2.

평가영역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

계획

방향

시․도 교육청 평가가 교육개혁의 실현을 조기에 정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교육
행․재정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 못지 않게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평가 문항과 지표의 문제, 교육의 자율성 저해, 평가
에 대한 민감한 반응, 과도한 경쟁 등은 평가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1999
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1998년도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
의 정부」에서 지속될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반영한다.
이를 위한 평가 영역으로
1)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
2)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 체제 확립
3)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 체제 구축
4)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화
5) 교육 지원 체제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지방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한 평가과제로 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직업교육/평생교
육 분야를 강화하였다.
셋째, 지역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가능한 특정학교를 대상으
로 하는 평가를 지양한다.
넷째, “단위 기간의 변화도”를 중점 평가한다.
/

과제

/

항목

/

지표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평가영역

/

과제

및

배점

5개 영역, 20개 평가과제 총 6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영역별/과제별로 각각 다른 가
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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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표2>
평

Ⅰ.

교실수업
새

Ⅱ.

(시/도)

역

혁신을

평

위한

창조

능력중심의

(160점)

교원인사체제

(60점)

학생/학부모

학교체제

Ⅳ.

영

학교문화

확립

Ⅲ.

가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 과제 및 배점♣

중심의

구 축 ( 1 4 0 점 /1 1 5 점 )

교육재정운용의

효율화

(100점)

Ⅴ.

교육

지원체제

강화

(140점/165점)

5개

나.

평가항목

/

영역

지표

가

과

19개/20개

및

제

o초등학교
o중학교
o고등학교
o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운영
o교원 인력 활용의 효율성
o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
o정년조정 후속대책의 적절성
o학교윤영위원회 내실화
o사교육비 절감
- 특기적성교육
- 불법과외 예방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방안 추진
o교육소외계층 지원
- 고등학교 급식확대
- 결식학생 중식지원
- 특성화학교 설립 지원
- 학습부진아 관리실태
o학생/학부모 등 만족도 조사 (별도실시)
o교육재정 운영계획/확보
o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집행
o학교시설사업의 부실/낭비/비효율제거
o학교시설의 다양화/고품질화
o시․도 교육청 조직/기능 혁신
o과소규모 학교의 구조 조정(도)
o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
o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
o유아/특수교육 진흥
과제

배

점

50
50
60
15
15
15
15
35
40/25
(25/15)
(10/5)
(5)
35/25
(15/10)
(10/5)
(5)
(5)
30
30
30
20
20
40/35
(5)/30
30
40
30
600

배점

평가항목/지표 및 가중치는 평가위원회에서 집중 검토 작업 후 확정한다.
3.

평가
가.

방법

권역

구분

평가과제/배점 및 항목/지표 등을 시/도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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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의

다.

현장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

확보

o 평가항목/지표별 check list를 작성/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한다. check list를 평가지
표별/평가척도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에 따른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다.
o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외부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
써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o 평가과정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는 한편,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고객의 평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98년도와 같이 현장방문 참관위원을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 현장방문 평가과정을
공개한다.
o 평가 실명제를 도입한다.
평가영역/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공개, 평가위원 명의의 보고서 작성 등을
실명으로 한다.
o 평가위원 자율규범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부담

완화

/

다양한

평가

기법

활용

o 학교 현장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필요시 확인 차원의 방문을 실시한다.
o 학교/시․도교육청의 자체평가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내 보유
자료 활용 및 가급적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o 가능한 목표 도달도 중심의 절대평가(pass/fail, 5단계 구간척도 평가 등)를 실시한다.
o 계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질적 평가를 광범위하게 도입한다.
4.

평가위원회
가.

구성

나.

기능

o 위원장, 부위원장(위원겸임) 및 위원체제로 운영한다.
o 전문영역별로 10개 팀으로 조직한다.
관련분야 전문가/초․중등학교 교원/학부모 대표/부내 실무자 등 팀별로 3-5명으로 구성한다.
팀별로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o 평가항목/지표/배점 등 확정 및 check list를 작성한다.
o 평가수행, 평가결과 심의 및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5.

평가
가.

결과

1999년

활용
자구노력지원비

차등

지원

o 자구노력지원비 : 1,500억원
(증액교부금 500억원+특별교부금 1,000억원)
o 4개 권역별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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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권역 및 권역별 배정액 ♣

<표3>
권

역

소

시1
시2
도1
도2

속

교

육

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광주 , 대전, 울산 (3개)
경기 , 전남 , 경북 , 경남 (4개)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제주 (5개)

(단위 : 억원)
배

정

액

427,01
149,41
520,60
402,98

※ 전북 : 전국기준 학교수/학생수 비율을 감안하여 도 2권역으로 조정
나.

평가결과의

다.

우수

공개

o 순위 공개 기준 및 범위 등은 추후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혁신

사례

적극

발굴

/

확산

o 우수사례 발표회 등 후속조치를 극대화하고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연수를 강화한다.
6.

향후

추진

일정

o 1999년 5월말 :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o 1999년 6-7월 : 서면 평가/현장 방문 평가
o 1999년 8월 : 결과 발표/지원 예산 배정
Ⅳ.

맺음말

1998년도 시∙도교육청평가는 자율과 자치확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변화와 혁신‘의 방향타를 제시해 줌으로써, 이를 통해 교실 수업은 물
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는데 우리 도 교육청은 도
1권역에서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15개 과제 중 시∙도교육청 구조/기능 혁신 , 교
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초․중등 수업혁신 연계, 학교시설 사업의 비효율 제거, 평생/직업교
육의 활성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6개 과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앞으로의 평가도 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999년도 평가영역은 5개 영역으로 1998년도 4개 영역에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60점)이 추가되었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 영역은 초등학교(50점),
중학교(50점), 고등학교(60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책무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단위
학교의 변화된 정보를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학교선택을 하는데 있
어서 참고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단위학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러면서도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
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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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국과학전람회 지도연구논문(환경부문)
논문제목 : 우리 고장 하천은 왜 죽어갈까?

Ⅰ. 지도 동기 및 목적
학생들에게 단순히 말로써 우리 고장의 수질오염 문제를 알려 주기보다는 “우리 고장의 하천
은 왜 죽어갈까?”, “우리가 직접 수질 오염도를 측정해 볼 수는 없을까?” 등의 물음을 탐구활동
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여 학생들이 실제 우리 고장의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스스로 확
인하고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그러면 어떻게 해
야 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이끌어서 그 방안을 실천토록 하였다.

Ⅱ. 지도 결과
1. 탐구 내용 1 :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가. 방법
수질오염에 관한 책과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나. 결과
◉ 물의 오염 원인
오염원의 종류

오 염 물 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된 장소
․음식물 찌꺼기와 폐식용유, 분뇨, ․가정, 사무실, 음식점, 낚시 및 위
생활하수
합성세제 등
락 시설(온천, 관광지 등)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화학물질
산업폐수
․공장, 발전소, 폐광, 석유 탱크 등
등
․농경지, 목장, 가두리 양식장, 골프
농 축산폐수 ․가축의 분뇨, 비료, 농약 등
장 등

♣ 알게 된 점 :
① 물의 오염원은 산업폐수, 농 축산폐수, 생활하수(합성세제, 음식찌꺼기, 분뇨) 등이다.
② 물 속에 유기물, 비료 성분,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이 많아지거나 수온이 높아진 경우
에 물이 오염된다.
③ 축산폐수는 그 발생 면에서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고농도 유기물질을 함유하
고 있어 하천의 수질 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④ 최근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오염 물질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의
물이 혼자의 힘으로는 정화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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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 내용 2 :

우리가 직접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 감각기관을 이용한 탐구
(1) 방법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갈담천과 덕치면 섬진강 일대에서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이목교, 학석
리, 강동교, 용수리, 강진교, 회문리, 사곡리 등 7곳에서
① 부유 물질(물 위와 속에 떠있는 이물질), ② 냄새(악취), ③ 색깔, ④ 거품, ⑤ 앙금 물질,
⑥ 수온 등을 관찰하였다.
(2) 결과
<표. 1> 감각기관을 이용한 관찰

일일 시
3.26
3.27
3.30
4. 3

장 소
① 이목교

4.10
4.17
4.27

5.21
5.29

과

관찰시 마다 부유 물질이 떠있어 뿌옇게 보이거나 더러워 보이고 거
품도 종종 볼 수 있으며 비가 온 후에는 매우 더러워졌다.

평상시에는 흐리게 보였으나 비가 온 후에는 부유 물질이 많이 유입
되어 물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다.

④ 용수리

항상 부유 물질이 거의 없어서 바닥이 투 하게 보이고 비가 온 후에
도 여전히 맑게 보였다.

⑤ 강진교

평상시에는 흐려 보이나 비가 온 후에는 부유 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다.

⑥ 회문리

대체로 부유 물질이
보였다.

5. 6
5.14

결

③ 강동교

4. 7
4. 8

찰

② 학석리 대체로 맑게 보이며 비가 온 후에는 약간 흐려졌다.

4. 4
4. 5

관

명

눈에 적게 띠고

외

비가 온 후를 제 하고는 맑아

관찰시 마다 부유 물질이 떠있어 뿌옇게 보이고 거품도 볼 수 있으며
⑦ 사곡리 비가
온 후에는 매우 더러워졌다.

♣ 알게 된 점

했

① 용수리는 항상 맑았고 학석리, 회문리 등은 대체로 맑은 물을 유지 다.

재

청웅면 일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축사로 인하여 항상 뿌옇거나 더러웠으며 비가 온 후에는 사곡리와 함께 현저하게 부

② 이목교는 영세축산농가가 산 해 있는
유 물질이 많아졌다.

역

③ 비가 온 후에는 이목교, 강동교, 강진교, 회문리 등 전 지 이 동시에 더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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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테스트를 통한 탐구
(1)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반응시약을 이용한 조사
나. 간단한 화학
(가) 방법

COD 반응시약이 들어있는 튜브에 핀으로 구멍을 뚫
어 물을 담아 흔들어 준 후 5분 경과 후에 표준색표와 비교하여 COD를 측정하였다.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7곳에서 떠온 물을

(나) 결과
<표. 2>
장소
일시

COD 측정값

(단위 :

ppm)

①이목교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⑦사곡리

10
10
15
10
10
10
5

5
10
10
6
7.5
13
3

10
10
10
9
10
15
7

5
5
10
3
5
5
2

5
15
15
10
10
9
7

7.5
10
12.5
5
7.5
9
3

10
15
15
7
12.5
50
12

4.12
4.17
4.27
5. 6
5.14
5.21
5.29

♣ 알게 된 점

COD 측정값은 사곡리, 이목교, 강동교, 강진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② 용수리는 대략 5ppm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학석리, 회문리 등이 낮았다.
③ 사곡리, 학석리, 강동교, 회문리 등에서 5월 들어 비가 자주 옴으로써 유기물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츰 COD 측정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①

(2)

NO - N(아질산성질소) 반응시약을 이용한 조사
2

-

(가) 방법

반응시약이 들어 있는 튜브에 핀으로
구멍을 뚫어 물을 담아 흔들어 준 후 2분 경과 후에 표준색표와 비교하여 아질산성질소를 측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7곳에서 떠온 물을 아질산성질소

정하였다.
(나) 결과
<표. 3>
장소
일시

4.27
5. 6
5.14
5.21
5.29

NO - N(아질산성질소) 측정값
-

(단위 :

2

ppm)

①이목교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⑦사곡리

0.03
0.03
0.3
0.3
0.3

0.006
0.011
0.03
0.006
0.015

0.015
0.02
0.15
0.3
0.2

0.005
0.006
0.005
0.005
0.006

0.023
0.015
0.2
0.2
0.04

0.015
0.013
0.05
0.06
0.03

0.015
0.013
0.06
0.04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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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된 점

셔 좋은물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아질산성질소가 조금이라도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아질산성질소의 측정값은 이목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동교, 강진교, 사곡리, 회문리,
학석리, 용수리 순으로 나타났다.
③ 비가 온 후에 갈담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영세축산농가 때문에 특히 이목교, 강동교, 강진
교 등에서 측정값이 높아졌다.
④ 용수리는 주변에 축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이나 온 후에 측정값의 변화가 없
① 마 도

었다.

망

칼륨(KMnO ) 용액을 이용한 조사

(2) 과 간산

4

(가) 방법

ml씩 시험관에 넣고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1방울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7곳에서 떠온 물을 20

씩 떨어뜨린 후 1시간 후에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나) 결과
<표. 4> 1시간 후의 색깔

장소 ①이목교
일시

4. 3
4.10
4.17
4.27
5. 6
5.14
5.21
5.29

4
1
1
5
1
1
3
2

변화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⑦사곡리

6
2
6
6
6
6
6
6

1
4
4
2
4
4
2
4

7
7
7
7
7
7
7
7

3
5
3
3
2
3
4
5

※ 단, 숫자는 색깔변화의 순서를 나타냄 ( 1: 색깔의 변화가 가장 빠름)
♣ 알게 된 점

2
6
5
4
5
5
5
3

5
3
2
1
3
2
1
1

망

칼륨 용액을 산화제로 넣으면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붉은
색이 차츰 옅어지는데 색깔의 변화가 빠를수록 오염된 물이다.
② 이목교, 사곡리, 강동교, 강진교 등은 색깔의 변화를 빨리 보여 줌으로써 유기물이 많이 들
① 유기물이 들어있는 물에 과 간산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용수리는 색깔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학석리, 회문리 등은 색깔의 변화가 적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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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표 생물을 통한 탐구
♣ 생각 한 점 :

살기 좋은 환경이 있는데 환경 조건이 변하게 되면 생물들이 사는 곳을 옮
기거나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하천에 주로 사는 생물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면 그
하천의 수질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탐구했다.
생물에게는 각각

(가) 방법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곳에서

『하천의 수질 등급 판정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표 생물을

관찰하였다.

『
등 급

급 판정 기준표』

<표. 5> 하천의 수질 등

급

지

표

생

물

재 플라나리아, 옆새우류, 하루살이류, 강도래류, 버들치, 버들개, 열목어 등

1 수

가 ,

급
3급수
4급수

피라미, 납자루, 다슬기, 쏘가리, 은어, 날도래류, 깔다구류(흰색) 등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뱀장어, 우렁이, 달팽이, 조개류 등
거머리류, 실지렁이류, 모기의 애벌레, 깔다구류(붉은 색) 등

2 수

(나) 결과 및 알게 된 점
♣ 알게 된 점

급

피라미들이 많이 있으나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라미가 자취
를 감추고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 고장의 하천에서는 용수리, 강진교, 회문리 등에
서만 피라미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하천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

① 1 수의 물에는

었다.
② 용수리에서는

급

납자루, 피라미, 다슬기, 하루살이류 등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 수의 물임을 알 수 있었다.
라.

씨앗 싹트기를 통한 탐구

♣ 생각 한 점 :

낭콩과 콩나물콩은 싹트기 전에는 햇빛 없이도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으며 씨앗은 공해 물
질에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하고 탐구했다.
강

(가) 방법
① 각 용기 위에

솜을 깔고 떠온 물에 완전히 적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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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콩과 콩나물콩 각각 10개씩을 각 용기 위에 올려 깔아놓는다.
③ 따뜻하고 그늘진 곳에 두고 매일 조금씩 물을 준다.
④ 강낭콩과 콩나물콩이 싹트는 과정을 각각 관찰한다.
② 강

(나) 결과

낭콩 싹트기 관찰

<표. 6> 강

싹 튼

씨 앗

일시

파종한
씨앗수

4.11 - 4.17

10

5

6

5

8

6

9

8

4.17 - 4.22

10

7

7

5

8

7

7

9

5. 6 - 5.12

10

10

10

8

9

10

10

10

<표. 7>
일

①이목교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콩나물콩 싹트기 관찰

시

파종한
씨앗수

수

싹 튼

씨 앗

수
①이목교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⑦사곡리

⑦사곡리

4. 3 - 4.11

20

17

14

15

17

15

20

19

4.11 - 4.17

10

8

8

7

10

8

10

7

4.17 - 4.22

10

10

9

8

9

10

8

10

5. 6 -5.12

10

10

10

9

9

9

10

9

♣ 알게 된 점

콩나물콩이 강낭콩보다 빠르게 싹이 잘 텄다.
② 회문리, 사곡리, 용수리 등에서는 싹이 잘 텄으나 강동교에서는 생활 하수의 유입으로 싹이
잘 트지 않았다.
③ 사곡리에서 싹이 잘 트는 것으로 보아 씨앗은 맑은 물에서만 싹이 잘 트는 것이 아님을 알
①

수 있었다.

육

마. 수중 사 을 통한 탐구
♣ 생각 한 점 :

육

했

수중 사 은 수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서 탐구 다.
(가) 방법

같은 분량으로 넣고 각각의 용기에 새우망으로 잡아 온 납자루를 5 ～ 10
마리씩 넣은 후 납자루의 개체수 변화를 관찰했다.
떠온 물을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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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표. 8>
일 시

납자루의 개체수 변화
처음
살아 남은 개체수 및 백분율
개체수 ①이목교 ②학석리 ③강동교 ④용수리 ⑤강진교 ⑥회문리 ⑦사곡리

4.10-4.17

10

4.17-4.23

8

4.27-5. 4

5

5. 6-5.13

6

0

%

0

0

%

0

0

%

0

0

%

0

6

5

7

3

6

60

50

70

30

60

3

6

7

6

4

6

75

87.5

75

50

75

1

3

5

1

5

3

20

60

100

20

100

60

6

0

5

1

3

4

50

66.7

%

37.5

%

%

%

%

%

%

%

100

0

%

%

%

%

%

%

%

83.3

%

16.7

0

%

%

0

%

%

%

%

%

%

♣ 알게 된 점

납자루의 개체수 감소는 이목교, 강진교, 학석리, 강동교, 사곡리, 회문리, 용수리 순으로 나
타났다.
② 이목교는 한육우, 젖소,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는 청웅면 일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와 주변
에 산재해 있는 영세축산농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많아서 개체수의 감소가 뚜렷하였
①

다.

변

③ 용수리는 주 에 축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3. 탐구 내용 3 :

개체수의 감소가 적었다.

우리 고장의 하천은 왜 죽어 갈까?

가. 방 법

역

모

당

탐구내용 2의 결과 및 알게 된 점, 지 내 축산업자(학부 ) 및 면사무소 축산담 자의 자문,
수질오염에 관한 책,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탐구하였다.
나. 결 과

별 사육 마리수
가축명
한육우
면명
청웅면
1,077

♣ 가축

강진면
덕치면
합

계

957
902
2,936

(단위 : 두)

젖소
145
61
130
336

돼지
1,492
1,204
1,440
4,136

※ ’97.12.31 기준 임실군청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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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714
2,222
2,472
7,408

청웅면 및 이목교 일대 (한육우, 젖소, 돼지 등), 사곡리 일대 (한육우,
젖소 , 닭 등), 회문리 일대(돼지, 닭 등), 학석리 일대(한육우) 등 각 부락에 산재한 영세축산농
우리 고장의 하천은

가에서 유입되는 축분과 축산폐수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 때에 영세축산농가 주변에 쌓여 있거나 고여 있던 축분과 축산폐수, 논이나 밭에 퇴
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뿌려진 축분, 축사를 청소할 때 나오는 폐수 등이 작은 도랑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목교, 사곡리, 강동교 등에서는 비가 온 후에 물
비가

속에 부유물질이 많아지고 매우 더러워지며 거품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축분과 축산폐수
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알게 된 점
① 우리 고장 및 인접한

청웅면 일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수는 한육우 2,936두, 젖소 336두,

돼지 4,136두 등 총 7,408두였다.

② 축산폐수는 고농도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

킬 수 있는데 우리 고장에는 인접한 청웅면과 이목교, 사곡리, 회문리, 학석리 일대 등에 영
세축산농가가 산재해 있었다.
③ 소 한 마리는 사람 25명분, 돼지 한 마리는 12명분의 오염물질을 내보내 하천의 수질을 오
염시키고 있다.
④ 우리 고장의 하천은 인접한
산폐수 그리고

청웅면 일대 및 각 부락에 산재한 영세 축산농가의 축분과 축

논과 밭에 뿌려진 축분, 농약, 비료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서서히 죽어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탐구 내용 4 :

우리 고장의 수질오염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가. 방 법

역

모

탐구내용 3의 결과 및 알게 된 점, 지 내 축산업자(학부 )의 자문, 수질오염에 관한 책, 인
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탐구하였다.
나. 결과 및 알게 된 점
♣ 알게 된 점
① 영세축산농가에서는 우사에

톱밥을 뿌려 굳어진 축분을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고 돼지 사육

반드시 정화 후에 방류해야 한다.
② 농사를 지을 때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가정에서는 음식 찌꺼기 줄이기, 폐 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쓰거나 최소한 종이에 적셔 쓰
레기통에 버리기, 합성세제 덜 사용하고 저공해 비누 사용하기 등 오염 물질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④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환경 파괴의 심각한 현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환경오
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운
으로 인한 축산폐수는

동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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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1. 축산폐수는 고농도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 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2.

받아들여야한다.

총 2,714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청웅면 일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축사로 인
하여 이목교는 비가 온 후에 현저하게 부유 물질이 많아지고 매우 더러워지는 것으로 보아 축분과 축
산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알수 있었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값은 용수리에서 대략 5ppm으로 가장 낮았고 사곡리, 학석리,
강동교, 회문리 등에서 5월 들어 비가 자주 옴으로서 유기물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츰
측정값이 높아졌다.
4. NO - N(아질산성질소) 측정값은 이목교가 가장 높았고 비가 온 후에 이목교, 강동교, 강진교
등에서 측정값이 높아졌으며 용수리는 비가 오기 전이나 온 후에 측정값의 변화가 없었다.
5.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이용한 실험에서 용수리는 색깔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이목교, 사
곡리, 강동교, 강진교 등은 색깔의 변화를 빨리 보여 줌으로써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
3.

-

2

수 있었다.

『하천의 수질 등급 판정 기준표』에 의하여 용수리에서는 납자루, 파라미, 다슬기, 하루살이류 등
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급수의 물임을 알 수 있었다.
7. 강낭콩과 콩나물콩의 싹트기에서 회문리, 사곡리, 용수리 등에서는 싹이 잘 텄으나 강동교에
서는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싹이 잘 트지 않았다.
8. 납자루의 사육에서 용수리는 개체수의 감소가 적었으나 이목교에서는 개체수의 감소가 뚜렷한 것으
6.

로 보아 축분과 축산폐수의 유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9. 우리 고장의 하천은

총 7,408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영세축산농가의 축분과 축산폐수 그리고 논과

밭에 뿌려진 축분, 농약, 비료 등이 유입되어 서서히 죽어 가고 있었다.
10. 영세축산농가에서는 공동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Ⅴ. 덧붙이고 싶은 점.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수질은 오염이 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물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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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게임 놀이를 통한 바른생활 습관 형성

이 상 금
(주생초등학교병설유치원)

Ⅰ.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준비
A. 이런 이유로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이 필요함.
학기초 유아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는 유아들이 정해져
있는 규칙을 알며 어떠한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걷는다’라는 규칙을
알면서도 교사가 없을 때에는 마구 뛰는 문제 해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
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이 태도를 강
조하였을 뿐 정신이 함께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이 태도뿐 아니라 정신이 함께 형성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다. 유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연령
별 개인별로 발달 특성의 차이가 심한 시기이므로 유아 개개인의 적합한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방법이 다양한 사고게임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면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보다 효과가 입은 것으로 느꼈다.
B.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기간 및 대상
1. 실천 기간 : 1998. 3월부터 1999. 2월까지 (1년간)
2. 실천 대상 : 남원주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7명
Ⅱ. 실천 문제 분석 및 실천 목표 정하기
A. 실천 문제 분석
유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한 3월에 나타난 사례들
과 원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사 례
원인 분석
o 놀다가 어지럽힌 것을 치우지 o 늘 부모나 다른 사람이 치워주니
않거나 싫어한다.
까,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이 없다.
o 차례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하고 o 차례지키기를 왜 해야 하는가를 모른다.
싶어한다.
-‘차례차례’라는 어휘의 의미를 모른다.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기본
o 국민의례시 장난스런 말을 한다. o 개념이
미흡하다.
o 씻기를 싫어한다.
o 몸을 청결히 해야하는 이유를 모른다.
o 위험한 장소나 놀이에 호기심이 많다. o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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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며 원인을 분석하면서 유아들의 집단경험 부족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게임 놀이를 통해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B. 실천할 목표 정하기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사고게임 놀이를 추출하고 적용․실천한다.
1. 바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내용 정하기
2. 사고게임 놀이를 통한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내용을 구
안하여 실천한다.
Ⅲ. 실천할 목표 운영하기
A.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내용
1. 긍정적 자아 개념을 높이는 사고게임 놀이
o 애국가 부르기 o 무지개 꿈 갖기 o 동시와 음률 활동
o 여러 줄로 세워 성취감 주기 o 우리 고장의 산과 들 걷고 달리기
o "나의 해냄“ 활동으로 캠프 참여하기
2. 역할놀이를 통한 사고게임 놀이
동화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토의 과정과 시연 활
동을 하면서 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3. 문장 표현을 통한 사고게임 놀이
여러 상황에 대한 토의를 한 후 해결책을 그림이나 말로써 연결 지어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4. 과학 활동을 통한 사고게임
일어나는 상황이 유아로 하여금 합리적인 생활을 하거나 기초과학 하는 마
음과 태도에 대한 소양이 길러져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여 실시하였다.
5. 가정 통신문 발송
유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매월 1회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사고게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고게임 놀이의 상황이 될 이야기는 언
어 전달장에 적어 보내도록 하였다.
B. 사고게임 놀이를 통한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내용을
구안하여 실천한다.
1. 사고게임 놀이 구안 작성
1) 긍정적 자아개념을 높이는 사고게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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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
4
6
7
9
10
11
12
2

지도 내용
지도 과정안
o 애국가 부르기
o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제시한다.
o 무지개 꿈 갖기
o 상황이 연결되도록 질문한다.
o 동시와 음률 통한 지도
o 유아들의 사고를 분명하게 하기 위
o 언니, 형 옷 물려 입기
하여 핵심적인 질문을 명료화한다.
o 나의 꿈 발표하기
o 상황에 대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
o 우리 고장의 산과 들 걷고 달리기 는 의견을 나눈다.
- 등반
o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요
o 장점 찾아 칭찬하기
약하고 활동과 연결한다.
o 태극기 그리기
o "나의 해냄“ - 캠프 참여
o 수돗물 아껴쓰기
o 나라 꽃 그리기
o 음식물 남기지 않기
o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나누기
o 친구들 사이에 고운말 쓰기
o 공공 시설물 아껴쓰기
o 우리의 이룸 - 공동 환경 구성
o 자기 발표 - 내가 1학년이 된다면?

월
3
4
5
6
7
9
10
11
12
2

활동 주제
지도 과정안
바람과 해(약속이 필요해요)
o 사전준비 - 배경, 소도구, 무대
꽃씨(새싹이 돋았어요)
o 어린이들의 준비 상황
흰나비의 눈물(나는 느낄 수 있어요) o 이야기 상황의 극화 제시
엄마의 생일 선물(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o 기본 질문과 추후 질문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결론
모래놀이(방학을 준비해요)
을 말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충
병원놀이(무엇을 보았나요)
분한 시간을 줄 것.
모자장수 아저씨(내가 있어요)
o 활동의 끝맺음.
o 추후 활동
사과 이야기(세상은 아름다워요)
농장의 크리스마스(겨울방학)
-1～2주 후에 같은 사고놀이를
쥐의 결혼(즐거웠던 유치원)
다시 반복해서 하는 방법이다.

월
3
4
5
6
7
9
10
11
12
2

활동 주제
즐거운 유치원(여러 낱말 관계 짓기)
봄(바르고 적절한 문장 사용하기)
우리 집(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우리 이웃(사물의 이름 바르게 부르기)
여름(바르고 적절한 문장 사용하기)
우리 나라(바르고 적절한 문장사용)
가을의 변화(문장 바꾸기)
보도 기관(여러 낱말을 관계 짓기)
이웃돕기(여러 낱말 관계 짓기)
유치원을 떠나며(기초적인 낱말 뜻 알기)

5

2) 연간 역할놀이 활동

3) 문장 표현을 위한 연간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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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어떻게?
네가 엄마라면?
알아 맞춰 보세요.
이야기 꾸미기
토의하기
문장 바꾸기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빈 칸 채우기
낱말 익히기

4) 과학 활동 연간 운영 계획
월
3
4
5
6
7
9
10
11
12
2

활동 주제
나 (기분놀이)
생일 축하 (느낌 상자)
나와 친구들 (냄새 맡기)
식물 (분류하기)
여름 (힘)
운동 경기 (경기 내용)
세계 여러 나라 (요술 병)
서로 돕기
겨울 (따뜻한 마음)
유치원을 떠나며 (색안경)

월
3
4
5
6
7
9
10
11
12
2

부모를 위한 유아 교육
사랑은 많은 문제를 예방한다.
유아기는 왜 중요할까요.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이런 어린이로 길러 주세요.
바른 예의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가정 교육
엄마 생각 내 생각

5) 연간 가정 통신문

지도 과정안
o 과학 자료 및 관찰
o 안내 질문
o 추후 질문
o 이야기 상황의 제시
- 토의해야 할 이야기 상황을 제시한다.
o 토의의 진행과 조정
o 활동의 끝맺음
- 자신의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언어로서 정리한다.
o 실물 작업

2. 사고게임 놀이 적용 실천
사고게임 놀이는 그 내용에 따라 생활 주제와 관련지어 주로 이야기 나누
기 시간과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1) 긍정적 자아개념을 높이는 사고게임 놀이 과정(예시)
주 제 우리 고장의 산과 들 걷기 (등반)
활동 목표 애향심을 기르고 상호 일체감을 형성한다.
과 정
교사의 활동
유아의 활동
이야기상황 -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게 될까? - 준비물 챙기기
의제시
어딜까?
- 산이요
안내 질문 -- 여기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갈까?
- 걸어서요, 뛰어서요.
산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추후 질문 - 산 위에 오르면 뭐가 보일까? -- 그럼요,
우리집이요. 우리 유치원이요.
만약
못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쉬었다 가요.
토의 및 어떻게 할까?
- 우리가 기다려 줘요.
의견 제시 -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모두손잡아주고밀어주면되요.
- 그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 와 신난다.
활 동 꼭대기 올라가자.
- 아니요 땀은 나도 재미있어요.
- 어떻니,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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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놀이를 통한 사고게임 놀이 과정(예시)

주 제 모래 놀이
활동 목표 o 역할놀이로 표현해 본다.
준 비 물 o 모래 놀이장 o 모래 놀이 도구
과 정
교사의 활동
유아의 활동
이야기 - 모래 놀이장에서 울음소리가 나 - 네, 친구끼리 싸워요.
상황의제시 는데 들어보았니?
- 모래를 던져서요.
- 왜 친구끼리 싸울까?
자기 혼자만 가지고 놀아서요.
모래를
던지니까
어땠니?
질 문 - 혼자만 전부 가지고 노니까 어 - 눈에 들어가요, 아파요.
-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는
땠니?
재미없어요.
- 그럼 우리가 모래놀이를 재미있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토의 - 그렇구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 던지지 말아야 해요.
진행과 - 자 우리는 모래놀이를 재미있게 - 나눠쓰면 되요.
과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 - 서로 바꿔가면서 쓰면 되요.
지, 그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역할
놀이를 해보자.
배역 결정 - 배역은 반절씩 돌아가면서 결정
역할놀이 하고 실시해 본 후 느낌을 이야기 역할놀이 실시
실시 해 보자.
1주일 후 다시 역할놀이를 하기로 - 와 신난다.
추후활동 해요.
- 아니요 땀은 나도 재미있어요.

3) 문장 표현을 통한 사고게임 놀이(예시)
주 제
활동 목표
준비물
과 정
이야기
상황의제시
질 문
토의 진행
과 정
표현 활동

우리 집 (네가 엄마라면?)
바르고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자료 (그릇을 깨드리는 그림, 담에 낙서하는 그림)
교사의 활동
유아의 활동
여자아이가
그릇을 깼어요.
-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 남자아이가 벽에
그림 그려요.
- 그림 자료 하나 보여 주면서 “무슨 - 그릇 깼어요.
일이 일어났을까?”
- 마구 혼내줘요, 때려요, 그릇을
- 엄마가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니? 치워요.
- 또 한 장의 그림도 위와 같이 한다.
- 이럴 때 네가 만약 엄마라면 어 - 파가 났나 살펴봐요.
떻게 할 수 있을까?
- 안아줘요.
- 그릇을 치워요.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그림의 내
용을 적을 수 있는 유아는 적고 모 그림의 내용을 발표한다.
른 유아는 교사가 적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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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활동을 통한 사고게임 놀이(예시)
주 제
활동 목표
준비물
과 정
실제 활동
질 문
토의
진행과
과정
활동의
끝맺음

생일 선물 상자
내용물을 추론할 수 있고 타인을 수용한다.
생일 축하 준비, 포장된 선물
교사의 활동
유아의 활동
- 생일맞이한 친구는 앞에 앉으세요. - 박수
- 진행한다.
- 교사가 준 선물 상자를 제시한 - 뭘까, 말해 주세요.
후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 흔들어 주세요, 냄새도 맡아
- 선생님도 모르는데 열어 보지 봐요
않고 어떻게 알지?
- 그래, 그 생각도 좋구나. 자 흔 - 소리가 조금 나요
들어 보니 어떠니?
- 잘 모르겠어요, 종이 냄새만
- 알겠니? 자, 냄새도 맡아 봐. 나요.
- 그럼 다른 생각은 없니?
- 열어보면 되잖아요.
- 열지 않고는 없을까?
- 그래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니 열어보기로 하자. - 아～, 그거 였구나.
- 이번에 친구들끼리 서로 짝이 - 각자 자기의 선물상자를 들고
되어서 자기가 준 선물상자의 비밀 짝이 되어 사고게임을 한다.
을 알아보기로 하자.

5) 가정 통신문 실제
사고게임을 원활히 전개하고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협
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되어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Ⅳ. 실천한 결과 알아낸 내용

A. 알아낸 결과
1.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유아들이 학습동기 유발에 많
은 도움을 주었으며, 개인생활, 가정생활, 유치원 생활에서 원아들의 바른 생활 습관
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2. 사고게임 놀이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정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토의 등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바른 생활 습관 지도를 함으로써 유아들의 생활
태도가 안정되었다.
B. 아쉬운 점, 더 노력할 점
어리니까, 처음이니까 하면서 묵인한다면, 결국 나쁜 버릇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구김살 없이 자라되, 남의 아픔도 느낄 줄 알고, 자기 주장과 감정을 표현하되, 이기
적이지 않고 아는 것이 많고 영리하되, 그 지식을 실천에 옮겨 행동할 줄 알며, 내 일을 내
가 스스로 도울 줄도 아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끝으로 “내가 배운 것은 유아기에 이미 다 배웠다”라는 어느 현인의 말로써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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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에밀리아의 다상징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안
Ⅰ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90년대에 들어서서 유아교육의 발달과 학습을 논하는 문헌이나 연구물들
에서 Vygotsky의 이론, Gardner의 다지능 이론 뿐 아니라 후기 Piaget학파
의 실용화된 연구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아교육에 대해 교과서
처럼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론에서든 프
로그램에서든 유아교육의 교수학습을 언급할 때 중심이 되어왔던 Dewey의
‘아동중심’, Piaget의 ‘구축주의’ 철학이나 교수법은 이제 그 색이 바래기보다
는 이전 보다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명료화된
이론적 토대 위에, 개인의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환경이 중재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수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맥락을 포괄하
여 ‘개인주의’ 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구축주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iaget의 구축주의적 전통에 Vygotsky의 사회 문화적
접근을 비롯한 최근동향의 교수학습이론들을 연합하여 유아교육에 제대로
적용해오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Gardner는 레지오 학교만큼 교육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 실천되는 곳은 세
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지난 30년간 혁신적
인 철학, 독특한 교육과정과 교수법, 체계적인 행정 조직, 학습을 자극하는
환경 구성 등을 발전시켜온 통합적 체제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
하였던 예술과 과학, 개인과 지역사회, 유아와 성인, 즐거움과 학습, 핵가족
과 대가족간의 二分을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학교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철학적 이상을 구현하여 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1년에는
Newsweek지에 의해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 체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난
15년간 전세계 40여 곳에서 있었던 레지오 유아들의 학습결과물로 이루어지
는 전람회("유아들의 수많은 언어")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국제적 인정 및
교류들은 레지오 접근법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은 사회적 구축주의의 이론적 토대 위에 협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수매체를 통한 상징적 표상을 학습의 수단 또
는 도구로 활용하는 다상징적 교수법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유아
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유아들은 주로 소집단 프로젝트 활동을 통
해 주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표상, 재표
- 1 -

상, 다양하게 표상하는 상징화주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토의하고, 상징을 발
명, 창안하여 의사소통 함으로써 의미를 구축, 재구축, 학습한다. 교사는 학
습상황에서 프로젝트 활동과정뿐 아니라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내용과
표상물들을 기록화 한다. 이를 토대로 교사들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후 학습
의 방향이 발현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유아의 ZPD내에서 적절히 지
원함으로써 유아들과 함께 지식을 공동 구축해 나간다.
레지오 접근법은 심화된 학습을 위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소집
단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과도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의 다상징
적 프로젝트 학습을 ‘프로젝트 접근법’과 비교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레지
오 에밀리아식 프로젝트의 수행 절차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개별, 소집단 또는 학급전체 유아가 흥미나 관심을 갖거
나 교사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
하는 확장, 심화된 학습을 말한다. 프로젝트 접근에서 유아들은 스스로 몰입
하여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주변
세계에 대한 유아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증진되며 아울러 학습하고자하는 성
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요건은 유아들의 관심이나
놀이, 일상 경험에 따라 유아에 의해 시작되고 유아에 의해 주도되며 유아에
의해 전개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지, 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젝
트 또한 유아들이 결정한다.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초 Dewey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Kilpatrick은 궁극적으로 가치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적 활동방법으로 ‘The Project Method'를 고안하였고, 1960에서 70년대
에 영국의 개방교육과 Plowden 철학에서도 볼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전인교육의 목적 아래 분절된 내용이나 지식보다는 상호
학문적, 다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아동중심
의 진보주의 철학에 기초한 Katz와 Chard(1989)의 ‘프로젝트 접근법(Project
Approach)'이 재정립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과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공통점은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활동을 한다는데 있다. 레지오식 프로젝트 학습방법이 통합적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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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식 프로젝트 접근법과 다른 점은 유아가 구축주의 학습이론에서 강
조하는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원리와
상징적 표상을 학습수단으로 활용하는데에 있다. 프로젝트접근법의 저자인
Katz 또한 레지오에서 유아들이 시각적 언어(visual language) 또는 시상적
언어(graphic language)를 활용하여 이해한 것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활동방
식이 기존 프로젝트 방식과의 차이점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밖에도 하나
의 교수법이 아니라 현존하는 통합적 체제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과
정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프로젝트 접근법이 다양한 관찰과 직
접경험을 강조하여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둔다면 레지오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나선형적 프로젝트 전개방식을 활용한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프로젝트 접근법과 다른 점은 첫째, 하나의 교
수방법이 아니라 30여 년 간 부모와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발달시켜온 철학,
행정, 환경, 교수법, 프로그램등을 포괄하는 현존하는 체제로서의 종합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유아들간의 사회인지적 갈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구축주의적 나아가 사회적 구축주의 학습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셋
째, 학습내용의 구조적 차원에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여 탐색, 재 탐색하고
구축, 재 구축해 나가는 나선형적 재 순환(recycling) 방법을 통해 학습 주
제의 하위 내용 간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학습방식에 초점을 둔다. 넷
째, 표상의 활용에 있어 표상을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그림을 통해
사고를 可視化(visible)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고찰, 재 고찰, 반성하는 도
구로 학습에 활용한다. 다양한 표상매체를 사용하여 유아들은 자신의 이해
를 탐색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시 토의의 기초로 활용할 뿐 아니
라 기록화함으로써 재 방문하여 이해를 재 구축해 나가는 자원으로 이용한
다.
Ⅲ 다상징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제안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주제선정, 전개 방향, 운영 방법 등에 있어 반드
시 지켜야하는 정해진 방식은 없다. 레지오식 프로젝트는 더욱 그러하다. 오
히려 구축주의적 나아가 사회적 구축주의적 시각에서의 학습원리, 유아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가치를 바탕으로 유아의 흥미나 욕구와 교사의
경험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진정한 유아 존중의 교수-학습 방식을 융통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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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역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현장교사들이나 사회적 구
축주의 학습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그야말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리해 본다.
여기에 제시하는 제안들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최선의 수준에서 다룬 것이
아니므로 적용 시 그 순서, 수준, 범위, 방식 등을 프로젝트의 성격, 대상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달리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1.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한다.
일과에서 다루는 주제를 심화 또는 확장시킨 수준에서 주제를 선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상정된 경우, 교사 또한 주제 선정에 개입하여 학습의
잠재력을 따져 협의하며 성인의 시각에서 학구적인 주제보다 유아의 시각에
서 흥미 있는 주제도 포함시킨다.
2. 소집단을 구성한다.
연령에 따라 2명에서 5명 정도의 소집단을 구성한다. 인지적 성격의 프로젝
트인 경우는 동질 수준이나 동일연령 집단으로, 사회정서적 성격의 프로젝트
인 경우는 서로 다른 수준이나 복합연령 집단으로 구성한다. 전체 유아가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젝트의 전개 가능성을 ‘사전 정찰’하여 계획한다.
전개 가능 방향을 다양하게 연구한다. 경우에 따라 전문적 고찰이나 조사 또
는 문헌연구 또한 필요하다. 학문적인 내용을 어디서 자연스럽게 다룰지 예
측해 둔다. 사전 계획해둔 방향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유아의 흥미에 따라
발현되는 방향에 중점을 둔다.
4. 주제에 대해 유아들이 아는 바를 자유롭게 말로 분출하는 것으로 프로
젝트를 시작한다.
유아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칭찬이나 인정으로 강화하거나, 정보를 더해 주
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유아가 생각을 더 이야기하고 관심을 밖으
로 분출하도록 기회를 충분히 준다. 교사가 질문거리를 준비하여 필요한 경
우, 유아들의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유아들의 이전 경
험이나 언어적 표현 속에서 프로젝트의 맥락과 동기를 설정해 낼 수 있으므
로 주의깊게 기록한다.
5. 말로 표현한 바를 그림으로 그려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지식을 可視化
한다.
유아는 생각을 그림으로 가시화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재 고찰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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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더해나간다. 그림을 통해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개별 유아의 ZPD를 파악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다.
6. 그림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한다.
유아들은 각자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
회 인지적 갈등을 경험한다. 교사는 그림에 대한 유아들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기록하면서 유아의 탐색을 자극하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일까? 등. 여기서 교사는 특정한 대상의 외형 등에 대한 기술적
질문보다는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등과 같은 인과적 질문
을 통해 문제해결 장면이 풍부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7. 유아들이 그린 초기그림을 기록화한다.
유아들의 가설을 그림에 적어 기록화 한다. 기록화를 토대로 교사는 프로젝
트의 방향을 연구하며 이후 학습에서 재방문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전시한
다.
8. 유아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흔히, 직접경험을 계획한다.
매 활동 시, 기록화를 통해 이전경험이나 생각을 확인한 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한다. 단순한 직접 경험이 아니라 유아들의 호기심, 질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한다. 유아에게
관찰한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시키기보다는 현재 유아가 관찰한 것을 과거의
이해와 관련지어 반성하도록 질문한다. 교사는 유아들의 활동과정을 사진으
로 찍고 유아들이 하는 말,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녹음하여 기록화한다.
9. 경험 후에 달라진 이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유아들의 첫 가설 그림, 직접경험 장면에 대한 사진과 유아가 한 말들을 기
록화하여 전시하고 경험 후, 새로워진 시각에서 달라진 이해를 그림으로 표
상한다. 기록화는 유아들에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기억이 되므로 정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확인감을 주어 유아들이 경험한 것을 열심히 그림
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최고의 학습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한 것을
매체를 통해 반성해 내는 기회를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지식을 구축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10. 경험 후에 그린 그림을 이전 가설 그림과 비교한다.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두 그림
중 하나를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한 결정은 유아가 하도록한 후 고치고 싶은
곳을 수정한다. 첫 그림을 수정한 다음 경험 후에 그린 그림에도 첨가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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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다면 첨가한다. 새로워진 시각에서 이전 이해를 재방문하여 잘못된
이해를 스스로 수정함으로써 이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간에 논리적으로 일관
성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을 구축해 나간다.
11.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위해 다양한 주기를 활용한다.
그간의 활동을 고찰하여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부족한 이해를 포착한다. 예
를 들어, 대상물에 대한 기능적 이해 등. 자전거의 기능적 이해를 위해 모형
만들기 등과 같이 유아들의 흥미와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이해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선정한다. 유아들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지 토의하여 선정하
도록 한다. 매체마다의 서로 다른 표상적잠재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주제에 대해 다국면적으로 사고하도록 할
수 있다.
12. 매 활동 주기마다 진정한 의미의 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순히 새로운 주기가 아니라 경험할 대상물이나 상황에 대해 반드시 미리
예측하여 가설을 세우고 갈등을 가진 후, 가설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게 함으
로써 추론과 반성이 내재되게 한다.
13. 표상활동의 전과 후에 필요할 때마다 또래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교사 중심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유아들 간에 토의하고 의사소통하여 유아들에게서 타협안
을 도출하도록 교사 스스로 뒤로 물러선다. 유아들간의 토론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성인사회에서 인습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나 자료 대상물 등
을 적절히 지원한다. 예, 모형 인형, 건물 평면도, 투시도 등.
14. 표상 시에 사회적 과제 조건을 고려한다.
표상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사 구부리는 방법,
자르는 방법 등과 같은 자료나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도 좋다. 유아가
아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다소 구조화하여 제시한다. 유아
가 원할 경우,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원할 경우, 여러
차례 그릴 수 있도록한다.
15. 다양한 표상 전략을 활용한다.
청각적 소리를 그림이나 동작으로 표현하기 등과 같은 교차 양식적 표상, 모
르는 동생들을 위한 순서표 만들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맥락의 표상을 해본
다. 알고 있는 자전거 그리기, 움직이는 자전거 그리기 등과 같이 동일한 대
상물을 여러 시각에서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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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끊임없이 기록화하고 전시하여 학습에 활용한다.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반성할 때, 기록화를 이용
한다. 교사는 제시할 질문이나 활동을 찾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부모에게
유아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로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한다. 기록화한
자료를 조합하고 편집하여 학급 또는 기관 단위의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소
책자로 만들어 가정에 발송하는 교육계획안의 보조자료 또는 대안으로 활용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17.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유아들이 학습한 내용을 학급이나 기관 전체
에 발표한다.
모르는 유아들에게 의사소통 하는 맥락에서 유아들이 이해한 것을 메타 상
징적 수준에서 표상하고 유아들이 표상한 것 중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토의하여 선정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메타 의사소통 능력을 기
르고 성취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학급의 다른 유아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다.
18.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한 인형극 공연하기 등과 같이 기관 전체나 지
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무리하거나 유아들이 만족할만한 표상
결과물을 만들기도하고 유아들이 이해한 것을 책자로 구성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그 외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일반 주제의 운영과 유사하게 종결
된다.
※ 이상은
김은희(1999).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해와 현장적용.서울:창지사.
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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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건강소식 :
교직생활의 건강체조(제1부: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기)
백 동 기
교사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결혼, 출산, 양육등 가정 생활에서 변화와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인생의 최대 사회적 활동기라 할 수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 관계라든가, 학교에서 업무향상
등 교직생활에 대한 적응성이 요구되므로 신체적 건강은 필수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사회구조와 교직생활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교사들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질환, 두통, 어깨결림등
건강에 위협받고 있으며, 인간 소외와 성취감의 상실등 정신적 면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교원들의 정년 단축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져 건강을 해칠 수 도 있다는 것이
다.
교직생활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
할 때, 출.퇴근 할 때, 교무실에서 휴식할 때, 집에서 TV볼 때, 취침하기 전에 등 일상생활 속에
서 틈틈이 신체를 움직여 운동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성인병은 첫째, 30대 - 다리 쇠약, 위궤양, 비만, 암에 걸리는 연령에 접
어들고 둘째, 40대 -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에 주의하도록 한다. 셋째, 50대 - 동맥경화, 심장
병, 중풍, 암에 주의한다. 넷째, 60대 -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 증가, 정신적 기능쇠퇴, 흥미와
의욕상실 등에 주의하고 매사 자신감과 적당한 영양 섭취에 주의한다.

*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 10동작(연령에 맞게)
1. 온몸 펴주기 (배 중심으로 신전)

양손과 발을 반대방향으로 복식호흡 하면서
10초이상 당긴다.

2. 등을 펴주기 (어깨 중심으로 신전)

정좌의 자세에서 호흡을 멈추고 어깨를 10초
정도 누른다.

3. 다리를 펴기 (무릎을 중심으로)

두다리를 편 자세에서 앞으로 굽히기 16호간
반복 실시한다.

5. 상체 굽히기 (옆구리 중심 신전)

두발로 서서 손을 허리댄 후, 한쪽 팔을 옆으로
8호간씩 올리면서 반복한다.

7. 상체 돌리기 (등배 중심)

두발로 서서 팔과 함께 상체를 좌,우로 반복
하여 16호간 실시한다.

9. 팔 번갈아 휘두르기 (팔과 다리 중심)

걷기와 달리기의 형식으로 32호간 반갈아
휘두른다.

4. 무릎 운동 (상, 하 반복으로)

무릎을 잡고 두다리를 모아 굽혔다 펴기를 16호간
반복 실시한다.

6. 허리 틀어주기 (몸통 중심)

두발로 서서 양쪽으로 발바닥을 지탱하고 16호간
반복 실시한다.

8. 뜀뛰기 (무릎 중심)

두다리를 붙이고 서서 좌우로 32호간 반복하여
뛴다.

10. 숨고르기 (심호흡 반복)

팔을 위로 올리면서 8호간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앞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쉰다.

교원들 가슴에도 봄은 오겠지
김용재(오산남초등학교장)
창 밖으로 보이는 운동장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가지들이 무겁게 늘어져 있다. 눈여겨보니 그
가지들마다에 버들개지가 움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날개 달린 나비 마냥.
아! 봄이 왔구나.
어디 버드나무 가지들뿐이겠는가.
봄을 맞은 모든 생물들은 이처럼 미동을 하거나 약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 교원들의 가슴마다
에는 봄이 이다지도 더디 오는지!
그래도 철부지 아이들은 운동장이 가라앉을 듯 하늘이 쏟아져 내릴 듯, 뛰고 외치면서 봄을 부
여잡는 걸 어찌 하랴.
다시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교원 정년단축.
그것은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교육계의 엄청난 비극이었다. 3년이나 되는 햇수를 정년단
축이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의 목을 옭죄아 버렸으니, IMF 보다도 더 극심한 한파 속에 갇혀 있는
교원들, 특히 원로 교원들의 가슴에는 정녕 봄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교원들 중에는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어 실력 없는 교사로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교사들도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풍조가 고조되어 교원 정년단축
에 많은 국민들이 천성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능력 있는, 존경받아야 할 교원들까
지 정년단축이란 회오리바람 속에 갇혀 퇴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이다. 선별적이고, 단계
적이며, 입법예고식 정년단축이었다면 원로교원들이 겪고 있는 허탈감은 그렇게 격앙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지금은 원로교원들도 ‘어느 시대’에는 신규교사였었다. 이 어느 시대라면 아마 50년대 말이나
60년 대 초일 것이다.
그 때는 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무지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으며, 민족성
마저 혼미상태에 있었어도 교원들의 입지는 대단하였었다. 그래서 교원들에게는 군대도 면제하거
나 단기복무를 해주는 혜택으로 교원 우대정책이 있었기에 사범학교나 사범대학에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피끓는 청년교사들은 자아를 버리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교육에 전심
전력하였었다. 전깃불이 없는 교실에는 호롱불을 켜 놓고 구구단이나 맞춤법을 익혀주었으며, 민
족혼을 불어 넣어주는 열정적인 교육애를 발휘하는 백묵인들이었기에 지금의 청장년들이나 신규
교사들이 존재하고, 이 나라가 이 만큼이나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본
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애국지사와 같은 원로교사들을 정년단축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경
제난국 극복에 동참으로 강요당한 것은 교원들에게는 설득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괴감마
져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 누가 무어라고 해도 단위 학교의 교장으로서 확고한 교육신념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천진난만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학교일진대,
경영자로서의 어찌 뚜렷한 비젼이나 교육설계가 미흡할소냐.
어느 연수 모임에서 모 교장이 우tm갯소리라고는 하지만 ‘학교는 교장의 놀음터’라고 하자 많
은 교장들이 ‘하하하’하고 웃어주었다. 그들은 어는 정도 그 말에 공감되는 바가 있었기에 웃어주
었지 않았을 것인가. 그 때 나는 그 교장에게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었다. 어찌 한들 학교가 교
장의 놀음터란 말인가! 분명히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요, 사고를 정립시켜주는 탐구적인 장소이
다.

교장, 교장은 분명히 어는 학교가 되었건 그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다. 최고 경영자인 교장은 교
사들보다도 열 배 스무 배의 교육애를 쏟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일반적인 견해로는 교장은 학교를
찾아 놀러다닌다는 인식으로 비쳐져 있다하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장은 분명히 지역 특성을 찾아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최
선을 다하는 뚜렷한 경영목표를 세워 소속 교원들에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고, 소속 교원들과
더불어서 공동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아이들에게 푸른 꿈을 심어주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새싹들이 대망을 갖지 않는다면,
푸른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다.
꿈나무들에게 자율성을 기러주고, 소질을 계발시키며, 잠재능력을 발굴시키면서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학교경영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드높아지게 된다. 몇 권의 교과
서 내용을 암기시키고 수학 점수를 올려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도 각성을 해야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교육정책가나 경영자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걸을….
지금 교육계는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조령모개하는 교육정책으로 일선 교
원들은 방향감 마저 상실할 정도다.
교육정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나라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가 너무나 자주 그리
고 쉽게 바뀌어왔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은 교원들에게 혼돈과
갈등을 야기시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좌절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21세기는 수준 높은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그의 생성이나 소멸이 자주 대두되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날 것이므로 정보와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들을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토풀러는 ‘제 3의 물결’에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수 많은 정보들을 탐색,
수집, 분석, 조직, 비판하고 새로운 정보산출을 해내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여 성공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교실들은 그만한 정보와 지식을 충족시켜줄 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그만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들의 열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시라도 빨리 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흔들리고 있는 교원들의 가슴을 끌어안아야 하리라고 본다.
나는 정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내가 교단교사 시절 수많은 교장들이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을 보아왔다. 그 정년들이 남
의 일로만 여겨왔었는데 내게도 정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3년이나 박탈당하면서 말이다.
내가 교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을 때는 나의 정년이 7년 반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3년 반은
초년 교장으로 어떻게 학교를 경영하고, 나머지 4년은 어떤 규모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철학을 발
휘하려는 설계가 있었는데 그 설계를 무참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2년에는 초․중학교 교실마다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2003년에는 학급당 학생이 35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어느 정권 어느 장관인들 이런 청사진이야
없었겠으리오만은 이제 교원들의 가슴에도 봄은 올 것이니, 따뜻한 봄을 맞이할 채비를 하자구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