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배우는 멀티미디어 미술사

-제1회 전라북도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공모전 금상 수상작품-

1. 프로그램 기획 의도

멀티미디어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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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일상의 패턴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물결은 도도하여 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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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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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 성취
도를 높일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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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근거리 통신망이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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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로 개발하여, 컴퓨터에 대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고, 학내 전산망이 구축되
거나 인터넷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웹서버에 탑재하면 시간
적․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조형 감상

2개 소단원

소계 3페이지

② 한국미술사

9개 소단원 및 화가별 감상

소계 107페이지

③ 동양미술사

중국, 인도, 일본미술사 : 25개 소단원

소계 50페이지

④ 서양미술사

41개 소단원 및 화가별 감상

소계 154페이지

⑤ 용어 사전

86개 용어

소계

⑥ 총 파일 수

본문, 예제 그림, 사운드, 기타 합계

약 3500여 파일

3. 프로그램의 특징 및 사용법

86페이지

① 이 프로그램을 시디롬에서 실행할 때에는 [MultiArt] 폴더의 [index.html]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기본 브라우저로 실행되며,
웹서버에 탑재되어 있을 때에는 브라우저 상에서 URL을 입력하면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
②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4.x 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4.x 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먼저 음성 설명을
듣는 데 필요한 Real Play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프로그램은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보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
를 가지고 있다.
④ 학습 중에 제시된 그림을 클릭하면 보조창이 열리면서 보다 큰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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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제 6 호

특집 : 정보화 시대의 교육 어떻게 변해야 하나?

정보화 시대의 개별화 교육의 방향

이리중앙초등학교
교 사 황 은 숙

Ⅰ. 들어가는 말
정보화의 물결은 사회 각 분야에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
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현재의
교육 방법과 체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 및 멀티미
디어 기술의 발전은 교수-학습의 방식과 형태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공학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화된 자기 주도적 학습
에 의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정보로부터 정보
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및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의 전
환이 기대된다.
한편, 교사가 동일한 행동으로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력, 적
성 또는 퍼스낼리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정보의 수용속도가 빠른 학생이 있
는가 하면 유난히 느린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주어지는 정보를 큰 단위 그대
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정보를 보다 세분화시켜 제시할
때 이해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수업의 초점을 각 개인 학습자들에게 두
고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의 능력․적성 등을 고
려해서 적절한 수업 방법, 절차, 자료의 선택 등을 변별적으로 실천하는 개별화
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찍이 Silberman은 ‘교육을 살리는 한 길은 교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응해 주는 것이며, 학생들도 그로부터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하였
고,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까지 개별화 교육은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서 자리잡고
있다. 교육학적으로 ‘주관주의적 관점’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따르면, 지식
의 형성은 학습자 개개인이 사회적 상호교류와 내적 협상과정을 통해 독특한 지
식이나 경험을 구성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교육이 변해왔듯이 개별화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의 방향도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정보화 시대의 개별화 교육에 초점을 맞
추어 개별화 학습의 역사 및 우리의 개별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개략적으
로 살피되, 특히 개인 교수-학습 체제의 하나인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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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전산망과 통신이 잠시
만 마비된다 해도 일상 생활에 대 혼란이 일어난다. 학교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겨울 방학을 며칠 앞두고 10분 가량 정전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순간 컴퓨터 작
동이 멈추었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흥
미진진한 본시 학습자료도 사라졌다. 물론 EBS교육방송도 시청할 수 없었고, 오
디오 테이프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실물화상기나 OHP도 이용할 수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기치 않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교수-학습 활동이 잠시 혼란스러
웠던 것은 우리의 교육도 이미 정보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변혁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
식전달식의 교육은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이용
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능력 신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정보의 바다인 인터
넷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 및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필수적으로 숙달시켜야 한
다. 정보화 시대의 학교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교육 지원체제의 변화도
일어나야 한다. 컴퓨터, 전산망, 시청각 기자재 등의 교육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모든 교사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풍부하게 개발되
어야 한다.
예컨대, 에듀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디스켓에 저장한 후 학습에
활용하고 토론학습 결과를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교실의 변화된 모습
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에듀넷에서 정보자료를 검색 활용하는 학습효과는 학습자
의 흥미나 학습동기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으며,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시로 검색하고 이용함으로써 학습의 개별
화에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조건들을 교실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다기능을 갖춘 교실이 설비되어야 한다.
즉, 컴퓨터 실습, 영상회의, 멀티미디어, 인터넷 사용 등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전용 통신선이나 위성 수신장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외부
어느 곳과도 연결이 가능하여, 수업 중 필요한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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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전적 교육자들이 주장해 온 이래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탐색해 왔다. 본
장에서는 개별화 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고, 개별화 수업은 어
떤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정보화 시대의 개별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
수-학습체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런 사고의 방향을 종합하여 정보화 시대의
개별화 교육의 방향을 시사 받고자 한다.

가. 개별화 학습의 역사

우리 나라의 서당교육 뿐만 아니라 서양의 공민학교에 있어서도 교수-학습은
본래 개인지도의 형식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9세기부터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집
단교육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다시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을 고려한 개별화 수업
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학습자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
별화 학습을 통해서만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육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교육공학이 교육혁신의 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개별화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1919년
에 미국에서 시작된 Dalton Plan에서부터 Winnetka System, 프로그램 학습에까
지 나타나고 있다. 또 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해진 교육목표를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처방된 IPI(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최근에 개발된 통합학습체
제인 ILS(Integrated Learning System), 녹음매체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아동의
개별학습을 도우려는 교수법인 ATI(Audio-Tutorial system of Instruction), 학습
동기 유발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 교수법인 PSI(Personalized System of
Instruction), 그리고 컴퓨터 보조학습인 CAI 등 다양한 형태의 개별화 학습이 나
타났다.
특히 최초의 CAI는 1960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채택한 PLATO(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였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의
CAI 코오스웨어는 E. L. Thorndike와 B. F. Skinner등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
하여 개발되었는데,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正誤만을 다루어 컴퓨터의 특성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했고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 N. Crowder가 주창한 분지형 학습절차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고, 반
복의 원리, 피드백과 강화의 원리, 학습단서의 제시와 소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
과 회상의 원리, 지적 기술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등 중요한 학습원리가 CAI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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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어 왔다. CAI는 반복연습형(drill and practice), 개인교수형(tutorial), 게
임형(learning game), 모의실험형(simulation). 대화형(dialog)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최근 개발동향은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어느
한 가지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을 알맞게 선택하여 혼합형으로 개
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 개별화 수업의 접근

교육은 인간의 지각경험의 중요성과 능동성을 인식하면서 개개의 모든 학생들
이 각기 최적의 지적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발달적 교육관에 의하면, 선행기능
을 숙달시키고,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개인차를 허용해 주며, 각 개인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동원했을 때, 어떤 학습내용이건 학습자 모두에게 목표도달은 가
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의 출발점 기능수준을 진단하여 각자의 현재 지적수
준에서 학습을 시작하고,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의 개인차를 고려하며, 다양한 교
수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수처치를 하는 것이다.

1. 출발점 기능수준 확인

특정 단위의 학습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학습이 숙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만일 결손이 발견될 때에는 보충하거나 교정하여 출발점 기능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수업이 진행되면 사전학습의 이해가 안된 학생들
은 본시내용의 학습이 불가능하므로 학습성취도가 떨어지게 되고 다른 학생과의
학력 차가 더욱 많이 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습에 대한 실패경험이 누적되
어 동기유발이 저해되거나 학습부진의 요인이 되어 부정적 학습태도가 길러지기
쉽다. 따라서 학습자의 도달도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선택하게 해야 하며, 하나의
단위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의 수준을 똑같이 만든 후 같은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유동적인 학습진도

수업 절차에서 선행기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습 진도의 문제이다. 즉, 학
습에 소요되는 시간의 개인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에 요하는 시간과
속도의 차이는 학습자의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 시간의 차이, 주어진 정보를 처리
하는 속도의 차이 및 학습자가 선호하는 정보처리 양식의 차이 등에서 기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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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교사는 주어진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각 학습자들의 시간을 확인하
고, 그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개별화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에 따라 학습진도가 융통성 있게 조절되어야 하고 아울러 수업시
간 운영도 고정된 시간표를 벗어나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차에 맞는 교수처치

인간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개별화 수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적
으로 개인차는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차로 해석되었으나, 최근에 이
르러서는 지능의 개인차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의 개인차로 해석되어 개인의 적
성에 알맞은 다양한 수업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 적절한 교
수방법을 제공하기만 하면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은 주어진 교육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동진(1994)은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교수방법의 효과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심층적 처리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상호교수법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피상적 처리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직접적 교수법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4. 적절한 교수매체의 활용

교수매체란 학습자에게 자극을 일으키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학습자와 의사를 소
통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습 환경이다. 교수매체의 종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비
투사 자료,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청각매체, 상호작용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비투
사 자료로는 모형, 실물 등이 있고, 시각매체는 슬라이드 프로젝트, OHP 프로젝
트 등이 있으며, 청각매체는 라디오, 녹음기 등이고, 시청각매체는 TV, VTR, 영
사기 등이다. 상호작용매체는 주로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으로, CAI, 상호작용 비
디오, 쌍방형 TV 등이 있다.
어느 한가지 교수매체가 모든 종류의 수업 목표에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매체
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어
떤 한 종류의 교수매체가 모든 학습자에게 다 적합할 수 없으며, 아무리 우수한
매체라 할지라도 모든 교과, 모든 과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서 개인의 학습 양식에 맞도록 선정되고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수학습 체제를 공학의 활용 면에서 구분해 본다면, 원격 교수-학습 체제와 개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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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원격 교수-학습 체제는 멀티미디어 통신망
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교수-학습 체제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인교수적
인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1. 원격 교수-학습 체제

원격학습은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
안으로, 교수와 학습이 각기 상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된 학습을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추어 자기 나름의 학습방식으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므로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탐구
하고자 하는 주제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단편적인 사실이나 지
식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인터넷 환경은 그래픽, 애
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를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여 학습자에
게 실제 상황과 근접한 맥락을 제공하므로, 학습의 파지효과도 극대화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 인출되려면 그 지식이 학습되었을 때의 상황
과 인출될 때의 상황이 비슷한 경우에 학습내용의 인출이 용이하다는 인지학습이
론에 의해 지지 받는다.
인터넷 학습시스템은 학교수업이 종료된 후에 가정에서의 보충학습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성취도 보완을 위한 보충학습에서의 필수조건이 본시 학습내용의 반
복학습인데, 학교와 가정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화 학습이 생동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2. 개인 교수-학습 체제

개인교수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는 가르치고자 하는 현상을 정보나 시뮬레
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이 정한대로 설계된 체제이다. 이 교수-학습 체제에
는 통합학습체제(Integrated Learning System: ILS), CAI, 교수 텔레비전 등이 포
함된다.
ILS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컴퓨터 기반의 체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다른 수
준에서 학습하고 즉각적 피드백을 받으며 적절한 개인교수와 연습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체제를 가진다. 모든 학습단원이 다음 단원과 연결되고 일련의
학습목표와 연계되며, 모든 검사들이 이들 단원과 목표에 일치하여 이른바 ‘통합’
되어 있어, ‘통합학습체제’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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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 중의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CAI이다. 현재 학
교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무난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 교과별, 수준별로 제
작하여 보급한다면 정보화 시대의 개별화 교육이 한층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며, 현재 교육현장에 보급된 CAI를 이용하여 개별화 학습
을 추진해본 결과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라. CAI를 이용한 개별화 교육

CAI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활용의지만 있다면 모
든 교사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몇 개의 키나 마우스 조작만으로 프로그램은
운용되므로 무엇보다도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수업의 내용과 방식이 교수-학습과정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에 따라 다양하듯이
CAI도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학습을 진
행하는데 있어 학생 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교사 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또 학습단
계 중 어느 부분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함께 이루어질 때
사용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창의성이
부여될 때 프로그램이 목표로 한 그 이상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재
론할 여지가 없겠다.
CAI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 개별화 교육에 효과적이었다.
첫째, 학생-컴퓨터 상호작용이 개별화될 수 있다. 프로그램 사용시 학생이 이름
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인사를 하게 되므로 상호작용이 개별화된다. 예컨대, 컴퓨
터는 “정인이 학생, 안녕하세요? 어제는 참 잘 했어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볼까
요? 자, 준비되었나요?”라고 프린트하거나 음성으로 인사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는 복합적인 분지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교정적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학생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만약 학생이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답을 하였다면 컴퓨터
는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다음에서 계속하십시오.”라고 프린트하거나 말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부정확하게 반응을 한다면 컴퓨터는 “정답이 아닙니다. A키를
누르고 학습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할 수 있을 거예
요.”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컴퓨터는 수업 재료를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일정 분량을 완성한 다음은 성취검사를 실시하고, 점수를 매기
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래
서 학습과정 동안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에게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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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결과도 곧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학생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교
사는 수업재료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어떠한
교정적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
넷째, 즉각적 피드백, 개인적 주의집중, 흥미로운 시각적인 전시, 게임과 비슷한
분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방
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형성시킨다. 사실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차례를 박탈시키는 것은 벌로,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할 추가의 시간을 주는 것은
강화를 받는 것으로 여기었다.
다섯째, 학습내용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 학습자 스스로 선택학습
이 가능하며, 학습자가 흥미있는 분야를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
인의 적성에 맞는 교수처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개별화 교육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학습자가 자신의 선수학습 내용을 진단하고 출발점 행동을 정하여 스
스로 학습진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효과적인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였다.
이 밖에도 CAI를 학습에 이용한 결과,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I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전통적인 수업에서보다 많으며, 더 빠른 시간에
학습한다는 증거가 상당히 있다. 예컨대, Linskie는 CAI를 통하여 수학을 배우는
3학년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급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또한 보다 열성적
으로 학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CAI를 이용한 학습은 파지효과가 크다고 제안하는 연구결과도 많다. 이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의 방식, 즉 언어적인 정보처리와 비언어적인 정
보처리 방식을 함께 사용할 때 학습내용의 인출이 촉진된다는 정보처리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CAI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그림, 사진, 동영상, 음향, 소리,
음악 등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나오는 말

개별화 학습의 강조점이 한 사람 한 사람 학습자의 개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
절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학습의 개별
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 틀림없다.
멀티미디어와 첨단공학이 발달된 교육정보화 시대에 개인 교수-학습 체제나 원
격 교수-학습 체제 같은 다양한 공학이 상호의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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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활용될 때, 정보화 시대의 교육이 성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
강조하였듯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CAI를 이용한 개별화 학습은 중요하며,
아직까지는 제한된 발전을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나 우리들의 경험은 이
것이 널리 응용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별화 수업을 진행시켜 가는데 제기되는 기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수업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수학습과정은 미리 완전히 짐작할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모든 예견되는 우발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직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육자만의 특권인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문제도 같은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이 실제와 거의 비슷
한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이버 세계이고 간접적인 경험임이 분명하
다. 따라서 매체의 우월한 속성을 충분히 살려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사의
교수-학습전략이 관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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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의 교육적 중요성과 실천
조미헌
(청주교육대학교)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교수-학습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매우 새로운 입장을 취한다.
최근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아마도 구성주의가 그 동안 경시되었던 교수-학습
의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며, 그 측면이 또한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분야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인 듯하다. 본고는 구성주의에 대해 그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
고, 구성주의 이론을 반영한 교수-학습의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 교육의 변화와 구성주의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교육개혁을 유도하는 강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생성된 정보의 양이 인류사에서 그 이전의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되었던 정보의 양을 초과한다는
통계 정보(McCormack & Jones, 1998)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가 다양화되고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여러 권의 백과사전에 담긴 내용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CD-ROM
디스크 한 장에 문자, 음향, 정지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수록되어 쉽게 검색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 매우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
서 학교 교육은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를 가르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주입식 위주의 획일적인
지식 습득 방법은 더 이상의 필요나 효과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 대처하여 교육의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런데 과연 그 개혁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미국의 경우에 과거에 시도되었던
많은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이유는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Banathy, 1991). Banathy는 심지어 교육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들에
대해, 그것은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배의 일 부분 좌석 배치를 새로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기도 하였다. 교육의 개혁이
란 이제는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과제이며,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라앉고
마는 배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몇 가지 변화 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교육은 당면 과제에 대한 통찰력
과 비판력,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해결력, 다양한 해결 방법을 구안하
는 창의력, 자신의 인지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통제할 수 있는 메타인지능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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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사회의 경쟁력은 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능력의 신장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정
보수집, 정보이해, 정보분석, 정보선택, 정보전달, 정보생성 등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능
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시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필요
를 이해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내재적 동기를 갖추며, 학습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의 개발을 요구한다.
넷째, 정보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게 되며 그 질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개인의 인지 처리 활
동과 같은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주어진 상황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실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과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타인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여 여러 시각에서 과제를 이해하고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주요 변화 방향은 구성주의라는 새로운 교육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구성주의는 존재하는 정보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이 존중된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의 탐구 경험을 중시하며,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II. 구성주의의 특성
1.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
구성주의는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교수-학습의 특성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
라서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sociocultural
constructivism),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등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강인애, 1997; 조연주 외, 1997). 그러나 세분화된 어
떤 입장을 취하든 교수-학습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공통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구성주의 이론은 교수-학습에 대해 기존의 이론과 매우 다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기존
의 이론은 교수-학습에 대해 학습자의 내부에 있는 불완전한 인지 구조를 외부 세계에 있는 완
전한 지식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황윤한, 1996).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은 가능한 짧
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서 주입식 위주의 수업이 진행
되게 된다.
이와 비교할 때, 구성주의 이론은 지식이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가 세상을 접함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지식 습득이란 교사에
의하여 주도될 수 없으며 학습자 개개인이 경험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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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Duffy & Jonassen, 1992). 따라서 구성주의는 지식 이론(theory of knowledge)이라기
보다는 지식 습득 과정 이론(theory of knowing)으로 정의될 수 있다(조연주 외, 1997).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시작되며 타인과의 상호 협력과 타협 활동을 통
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개인은 어느 특정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는 학습자 개인이지만
그 학습자가 구성한 지식은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소속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강인애, 1997).
한 가지 예로, 한 학생이 생명체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학생은 움직이
는 것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던지는 공이 움직이
는 것을 보면서 그 공이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 중 문득 창 밖의
운동장을 쳐다 본 그 학생은 공이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은 누군가의 힘
이 가해져야만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닫고 생명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즉, 생명체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 것이다. 학교 수업
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학생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저 멀리를 쳐다보아도 누
군가가 물이 흘러가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강물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이 이야기를 일단 여기에서 중단하고, 기존의 지식에 대한 시각에서 본다면 강물이 살아있
다는 이 학생의 생각은 0점짜리이다. 그러나 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 학생이 나름대로
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 과정을 거치며, 그 가설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얻은 사고
능력은 중요한 학습 결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가설의 설정과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하면
형성될 수 있는 오개념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을 정의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
개별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구성주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대
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그 중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과 수업 운영 방법을 중심으
로 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주의는 교사의 가르침을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역할을 지양한
다. 사회 체제가 점차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학습자를 통제하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자율권을 부여
하고, 획일적인 지식 제공보다는 학습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 환
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분석하고 재
구성할 수 있는 탐구자와 정보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편, 교사는 중재자, 도움
제공자, 조정자로서 학습자를 지원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율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교사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수업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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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수업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험 중심 학습, 협동 학습, 실상황 중심 학습 등을 중시하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수업은 교사의 주도에서 학습자의 자율적인 탐구위주로, 교사의 일
방적인 수업 진행에서 상호작용이 강화된 수업 진행으로, 단편적 교과 내용에 대한 수업에서 실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간교과적인 내용에 대한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지식 구성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구성주의의 기본 전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중시한다. 지식 구성(knowledge construction)
활동은 핵심 내용 또는 유형에 따라서 지식을 이해하는 표상(representation) 활동과 주변의 크고
작은 현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대해 반성해보는 자아 성찰(self-reflection) 활동을
통해서 보다 깊이있는 수준에서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Forman, 1988).
둘째, 지식은 습득된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교사 또는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나누고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협동 학습을 통하
여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협동 학습은 또한 개별적으로 구성한 지식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된 지식의 형성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지식은 그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가치, 제한점, 조건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습은 그 지식이 활용되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식의 활용에 대한 조건과 행동의 연계성에 기초를 두고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때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기억된 상태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필
요에 알맞게 지식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교수-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의 기본 원리는 앞서 논의한 교육의 변화 방향과 일치
되는 점이 많다. 이 점에서 볼 때 사회와 교육의 변화 속에서 구성주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III.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실천
구성주의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통
하여 찾아볼 수 있다. 그 모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모델을 실제로 교과 영역에서 실천한 사례들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수-학습 모델: 인지적 도제
인지적 도제 모델은 과거의 지식 전수 방법이었던 전통적 도제 방법을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도제 방법의 장점을 살려서 실제 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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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과제를 직접 수행해보는 가운데 자신의 지식 상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형적인 지식의 전수를 중시했던 전통적 도제 방법과는 달리 인
지적 도제 모델은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이 인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차적 인지 기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인정된다(조미헌, 이용학, 1994; Collins, Brown & Newman,
1989).
이 모델의 핵심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본보이기(modeling), 지도(coaching), 도움 틀 제공과
삭제(scaffolding and fading) 등의 세 가지 활동들을 중심으로 실천되며, 각 활동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본보이기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고, 초보자
로서의 학습자가 그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보이기 활동을 통하여 형성
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지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협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은 본보이기 단계에서 관찰을 통
해 파악할 수 없었던 과제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한 편 지도 단계에서는 학습
자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도움은 학
습자가 과제 수행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
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움틀의 제공은 일시적이며 상황에 적응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2. 교수-학습 사례: 수학, 읽기, 쓰기 영역
인지적 도제 모델을 활용한 교수-학습 사례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Schoenfeld(1985)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수법, Palincsar와 Brown(1984)의 읽기에
대한 상호적 교수법 그리고 Scardamalia와 Bereiter(1985)의 작문에 대한 단계적 도움 제공 교수
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학 영역에서 Schoenfeld는 많은 교수법들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수학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오해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주요 교수-학습 요소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요소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Schoenfeld는 수학적 문제 해결에 필
요한 요소들로서 문제 해결 관련 지식, 지식의 활용 방법, 지식과 그 활용 방법의 선택과 실천에
대한 통제, 자신의 사전 경험 상황 주제 수학 자체 등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같은 네 가지를 중시
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을 대집단과 소집단 수업 상황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대집단 수업에서 먼저 교사는 메타인지 활동에 대해 본보이기를 한다. 이 방법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여러 방법의 활용이나 통제 활동을 표면화할 수 있으며, 전문가
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학습자가 문제 해결의 특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지도 단계에서 교사는 중재자로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안내를 하며,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
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소집단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안내자로서 수학적 지식, 문제 해결 방법, 메타인지 활동 등에
학습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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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의 세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질문이 반
복됨에 따라서 학습자는 질문을 기대하고 대답을 준비하게 되고, 이로써 그 질문들을 통한 메타
인지 활동을 점차적으로 내면화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읽기 영역에서 Palincsar와 Brown은 읽기 활동이란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보
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며, 다음 글을 예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여 명료화하는 구
성적인 과제로 가정한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Palincsar와 Brown은 상호적 교수법
(reciprocal teaching)을 제안하였다. 상호적 교수법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한 단락씩 글을 읽으
며 토론을 하는 가운데, 서로 역할을 바꾸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교사가 한다면, 학습자는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이 과정을 깨
닫게 되면 다시 역할을 바꾸어 진행한다. 이 교수법은 질문, 요약, 예측, 명료화의 네 가지 활동
들을 중시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그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그 수행 과
정을 평가하며, 그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에서 Scardamalia와 Bereiter는 작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정확
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구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과제로
가정한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Scardamalia와 Bereiter는 작문이란 반성적인 사고와 탐
구가 요구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작문의 그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가르치기 위
하여 그들은 작문에 필요한 도움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수법(procedural facilitation)을 제안하
였다. 이 방법은 우선 작문의 과정을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개선, 아이디어 정교화, 목
적 규명, 아이디어 종합 등과 같은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학습자의 생
각을 안내할 수 있는 도움말을 별도의 단서 카드에 제시한다. 단서 카드는 작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 활동을 표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작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단서 카드를 활용하여 작문의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주
고, 이후 학습자가 단서 카드를 활용하여 작문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교사와 다른 학습자들은 그
과정을 주시하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기도 한다. 많은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단서 카드에 제시된 인지 활동들을 내면화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카드의 활용 횟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교수법은 새로운 입장에서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학습을 지속적인 계획, 실천, 반성, 수정의 활동을 반복하는 구성적인 활
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 가지 교수법은 모두 인지적 도제 모델의 핵심이 되는 본보이
기, 지도와 도움틀 제공과 삭제의 단계적인 활동을 도입한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깊이있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학습에 대해 구성주의 이론은 기존의 다른 이론과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정할 때 그 이론을 실제 교육 상황
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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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와 과학교육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채동현
I.

들어가는 말

“코끼리와 세 장님”에 관한 우화를 읽어보면, 장님 셋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 보고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고 말했다.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다른 장님은 “코끼리
는 뱀처럼 생겼다”. 다리를 만져 본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는 큰 통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우화는 세 장님의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기존의 경험을 통해 코끼리라는 알지 못
했던 동물에 대해 피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우화의 교훈을 통해 과학
교육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을 얻고, 교사가 어떻게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지
를 잘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장님처럼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현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시키려고 한다. 그러
나 우리의 학교 현실은 어떤가? 한상준(1996)은 우리 학교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교육 내용은 오직 교과서에 의해서 전적을 운영되고 있고, 교사들은 교과서를 유일한 교육
성전으로 삼아 이를 설명하고 독파하고 매달리며,
② 학습자의 요구와 능력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 교수-학습이 전개되고,
③ 설명-칠판-필기형의 획일적인 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④ 학습목표, 내용, 방법과는 전혀 유리된 학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학교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구성주의를 통한 교육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란 무엇인가?, 구성주의가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 구성주의를 통한 과
학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등이 소개된다.
II.

구성주의란 무엇인가

?

구성주의는 철학적인 입장과 교육적인 면에서 객관주의와 대비된다. 우선 철학적인 면, 즉, 존
재론, 가치론, 인식론에서 객관주의와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실
재 세계는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존재하며, 인간에 의해 창조․구성되고, 복합적으로 존재한
다. 지식도 우리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고 창조된다. 그 지식은 주관성을 띠고 있
으므로, 지식을 만드는 그 인간의 견해를 중시하게 된다. 객관주의 입장에서, 실재 세계는 인간의
인식 범위밖에 오래 전부터 단독으로 존재한다. 지식도 인간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능한 사람만이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그대로 전수 또는 이식되어진다. 지식이
란 객관적인 방법과 관찰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견해는 철저히 무시된다.
[표1]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비교
특성
관점
존재론

객관주의

구성주의

이미 존재

구성, 창조

독립

복합

인간 외적 인식

인간 내적 인식

가치론

인간 견해(가치)무시

인간 견해(가치) 중시

인식론

전수

스스로 구성, 창조

구성주의는 ‘지식은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창조하며, 사회적 협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한다(한안진 외 4인, 1987; 변호승, 1996). 따라서, 학교학습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구성’이란 학습자 개인이 외적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식을 획득
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의 구성’을 말한다(황윤한, 1996). 즉, 외부의 세계나 지식은
개인과 별개가 아니라는 상대주의 세계관이다. [그림]의 왼쪽처럼 구성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A’를 써보게 하면 다양한 ‘A’를 쓸 것이다.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입장과는 상
반되는 객관주의는 ‘지식이란 객관적인 방법과 관찰로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협
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존재에 의해 오직 하나로서 존재한다’이다. 따라서,
외부의 세계나 지식은 개별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절대주의 세계관이다. [그
림]의 오른쪽처럼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A’를 써보게 하면 모두 같은 ‘A’를
쓸 것이다.
[그림]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와 객관주의를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특성

관점

학습자

교사역할

객관주의적 교육

․

지식

아이디어

보고자

․
․

생각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
또는

구성주의적 교육

아이디어의 능동적 창조자

지휘자 생각

아이디어 청취자, 촉진자, 안내자(guider),

(commander), 전달자, 재촉자, 교육과정 조력자(helper), 동기부여자, 지지자, 교육과정 재
실행자

구성자

교육과정

의도적(intended)교육과정

창조적

교육방법

강의, 암송, 반복, 일제학습, 태권도 사범식 협동학습, 소집단 활동, 문제해결학습, 고등사고학
교육

․

평가
학습의
책임
결과

아이디어중심

습, 비판적 사고학습, 풋볼 코치식
교육

강조점

․

실용적

․

고등사고

완전학습

․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학습

양적(quantitative)평가, 학습자 서열을 정 질적(qualitative) 평가 : 교사 자신의 교육 방법의
하는데 쓰임

평가로 이용

교사

학습자

․
․
․
․

지식 전달의 교육
듣는 것을 강조

․

개인주의

경쟁주의적 교육

역인간 교육

․
․
․
․

자기학습능력 신장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강조
협동주의적 교육
인간교육

[표2]에 따르면,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는 창조적인 능력의 소유자로서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자
역할에 따라 능동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의자로서 간주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학습방법은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협동적인 문제해결학습으로 이끌어 나가며 개인적인 특성과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요구를 고루 반영한 것이 될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도 교사는 감식가가 되어 학습자의 학
업성취도를 평가하며, 평가의 결과는 교사 자신의 교육방법 평가 자료로 삼는다.
특히, Brooks & Brooks(1993)는 구성주의적 교사가 다음과 같은 12사항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1.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진취적인 자발성을 북돋운다.
2.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생(生)정보나 1차적인(직접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되, 조작이 가능
하고, 통합적이며, 실제적인 물질과 함께 사용한다.
3. 학습 과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분류, 분석, 예상, 창조와 같은 인지적 용
어를 사용한다.
4.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전략을 바꾸며, 또는 내용을
변경한다.
5.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학생들과 나누기 이전에 이 개념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미리 알아본다.
6.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고등 사고를 요하는 열린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탐구학습을 하도록 권장
하며, 학생들 상호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권장한다.
7.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생들의 첫 반응을 보다 알차게 하는 법을 강구한다.
8.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설정한 가정에 반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학
습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를 토론하게 한다.
9.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질문을 제시한 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
10.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계를 구성하고, 비유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11. 구성주의적 교사들은 학습 주기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원초적인 관심사를 키워준다.
III.

구성주의가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

구성주의가 과학의 본질, 과학교육과정, 과학교수/학습방법, 과학평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의 본질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과학의 의미는, ① 과학은 진리를 찾거나 이론․법칙․원리를 발견하는
수단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과학지식은 반증될 수
있으나 현재로는 반증되지 않은 잠정적 개념이며, ③ 관찰보다는 이론을 우선시하며, ④ 객관성
보다는 주관성을 더 중요시한다.
2. 과학교육과정

과학교육과정(조희형, 1989; Brooks & Brooks, 1993)은 ① 학습자의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나
타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② 기초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구조를 세우고, ③ 학습자의 견해를 반

영하며 그 견해에 가치를 부여하고, ④ 학습자들에 과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학습경험이어야 하며, ⑤ 내용은 주제의 개념적․논리적 구조와 학습자의 인지적․심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주의 철학에서의 가장 알맞은 과학교육과정은 과학이 실생활(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STS라고 부리는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사회(Society)라고 하였
다(Yager, 1992).
3. 과학의 교수/학습

과학의 교수/학습면에 있어서 ① 학생위주의 수업, ②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친다
는 시각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장, 즉 교사는 과학학습의 진단자, 동
기 유발자, 안내자 역할, ③ 창조적 사고를 북돋울 수 있는 학생들의 대화와 토론이 중시되는 과
학수업, ④ 학습자의 선행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업전략, ⑤ 직접해보는 과학 (hands-on
science), 사고하는 과학(minds-on science or hearts-on science) 학습이 강조된다. 이를 반영한
학습방법으로는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역할놀이학습, 프로젝트학습, 개념학습이 있는
데 다양한 학습방법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1) 문제해결학습
문제해결학습은 학습자가 자진하여 학습문제를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활동을 전개하
여, 해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문제해결학습에는 학습자가 당면한 문제를
행위로써 해결하는 학습방법과 머리를 써서 사고로 해결하는 학습의 두 가지가 있다.
2) 탐구학습
실생활에 직면한 딜레마로부터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
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 설계대
로 실험을 수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습이다.
3)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소집단에서 구성원 또래끼리 토의와 토론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
로 참여하고, 주어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된 수업기술이다. 협동학습의 필요성으로
첫째,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이 시기에 필요한 인
재는 서로 돕고 협동․협력하는 인간형을 필요로 하고, 둘째, 지식이란 그 당시의 사회적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학습도 사회적 맥락에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관찰, 조사, 대화,
타협 등의 기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배우고,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워야
한다. 협동학습은 상호의존적인 협동심을 바탕으로 과다한 경쟁심을 억제하여 대인관계, 학업성
취, 학습흥미, 학습태도, 상호관심, 학교에 대한 호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
4) 역할놀이학습
역할놀이학습은 학생들에게 구체적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에
게 스스로가 지닌 가치나 의견을 좀 더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습기법이다.
5) 프로젝트학습
학습자 스스로가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문제해결의 실천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종합
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이 학습방법은 그룹 또는 학생 전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 학습활동을 요구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개념학습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학습은 학생들의 개념변화로 정의한다. 학생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현
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시키려고 한다. 이들 개념은 종종 과학자가 지니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런 개념을 과학교육학자들은 유년적 사고(naive theories), 직관(intuitive ideas), 오인
(misconceptions), 선입관(preconceptions), 대체 개념(alternative framework), 대체 체계
(alternative framework), 어린이 과학(children’s science), 어린이 개념(children’s conceptions)이
라고 부른다. Ausubel(1968)은 개념학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교육심리학을 단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적
절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
4. 과학평가

구성주의 입장에서 과학평가는 ① 집단별 점수화, 서열화의 양적 평가에서 개인별 성장위주의
질적평가, ② 단순한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평가, ③ 결과중심의 평
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 ④ 학습자가 지니는 개념체계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⑤
수업 후에 주어지는 시험에 의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학습
평가를 중시한다. 측정방법으로는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s), 개념도(concept mapping),
비이 다이아그램(vee diagram), 포트폴리오(portfolio)등이 있다. 수행평가에는 관찰, 첵크리스트
(checklist), 평정척(rating scale) 등이 있다.
IV.

1. 입시제도의 개선

구성주의를 통한 과학교육을 위한 전제조건들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부과되는 것이 입시제도이다. 입시제도의 개선에 앞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① 개인의 능력이 학력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② 대학의 특성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획일적․주입식 교육이 소멸될 것이며, 학생의 자질과 창의력을 위한
수업형태가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입시제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양성․교사연수의 개선

구성주의 과학교육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이나 교사연수 교육에 있어서,
①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② 실제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주의 과학교육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행정의 개선

현행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 교육형태로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을 획일적으로 전
국에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개성이나 적성, 능력,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역 분권적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V.

맺음말

우리 나라 초등학교 과학교육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의 과학교육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획일적,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교
육제도와 변하지 않는 수업현장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성주의 과학교육
을 통하여, 학습자는 창조적인 능력의 소유자로서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역할에 따라 능동적이
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의자로서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 과학을 긍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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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과학교육과정 운영
- 탐구학습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글

교사 이종주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있다.
지구촌 시대라 불리울 정도로 세계는 1일 생활권이 되었고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교육은 우리 어린이들이 21세기를 여는 주인공들로 당당하게 살
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 주역으로, 또
한 세계화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커다란 책
무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교육개혁이니 열
린교육이니 하는 등의 교육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정책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수행하는 학급 현장이 바
뀌어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으며,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바뀌어야하는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모든 교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다 할 때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루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양화, 다변화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요소
는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성 일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닌 낡고
흔한 지식이라면 그것은 쓸모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항상 뒤쫓아가는 형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세계를 선도하는 힘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며 그
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부터 획일적이며 교사위주
의 일방적 교수-학습이 아닌 아동 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을 부르짖고 있
는 것이며, 특히 창의성을 기르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는 것
이다. 이에 초등 과학교육에서의 창의성을 기르는 탐구학습의 문제점과 대
처 방안 등에 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Ⅱ. 창의성을 기르는 과학교육과정 운영
1. 초등 창의성 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에서의 창의성을 기르는 과학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첫째, 융통성 없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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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다. 이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내용구성이나 시간운영 등에 있어 지
역의 실태, 학생의 실태, 교육내용의 수준 등을 참작 학습자 위주로 재구성
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동안의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에
익숙해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즉,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고정된 시간표에 의하여 지도하는데 그치는 것
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물론 열린교육의 확산으로 지도
내용의 재구성, 시간운영의 융통성 등을 발휘하여 지도하는 교사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교수-학습 자료의 빈약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는 법령에 기준한
교수-학습자료의 확충에만 신경을 쓸 뿐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첨단 교수-학습자료의 확충이나 이용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기초과학교육을 위한 대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창의성을 기르는 탐구학습 지도방법 기술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기술에 관한 문제로서 아동들에게 창
의력과 탐구심을 기르는 교수-학습지도에 관한 확실한 자신감이 결여된다
는 것이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전에 교수
-학습 내용이나 본시 학습 전개 과정, 새로운 지도기술에 대한 사전 연수
등이 미약한 바 이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잡무 등으로 인하여 연수 시간 확
보 등이 어려운 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물론 모든 교수-학습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습이
전개되어져야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구안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의 과학교육과정운영이 아동들에게 창
의성을 기르는데 소홀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문제점별 대안
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창의성을 기르는 과학교육과정 운영 방안

가. 융통성있는 과학교육과정 운영
기존의 획일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과학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융통성있는 과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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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교육 내용의 융통성이다.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 지역
의 실태, 학교의 실태 학생의 요구 등에 의하여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물 속의 생물’을 가르치는 단원의 지도
에 있어서 학교에 연못이 없을 경우, 또는 연못이 있더라도 교재 내용에
부합하는 생물이 없을 경우 VTR 교재나 학급에 설치된 수족관을 이용하
여 가르치거나 적당한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도하며 교재 내용보다 지도내
용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도시간의 융통성이다.
생물의 성장이나 실험단원의 지도에 있어서 지도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
실험단원의 지도에 있어서 한 시간으로 부족할 경우 두 시간을 연속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속있는 과학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
재 내용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아동들이 직접 탐구해야할 부분이 교사
의 일방적 설명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지도교사의 융통성이다.
교사가 모든 분야에 만능일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 내용 중 그 분야
에 정통한 지역인사나 다른 교사가 있다면 그 분을 그 시간의 지도교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함이 더욱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나. 교수-학습자료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부의 과학 기교재 확충계획에 의하여 많은 양의 기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
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학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 대규모 학교에서는 1실의 과학실이 대부분인바 과
학실 이용 수업은 주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학 수업을 연속 두 시간 배당하여 과학실 이용수업이 밀도있
는 수업으로 전개되도록 하며 과학 기교재를 학년 단위로 분산 비치하여
각 교실에서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수매
체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각급 학교마다 1실 이상의 전산실이 운영되는 곳
이 많은바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많이 구입 비치하고 교사들에게 자료목록을 제시함은 물론이며 전산
실 운영 시간표를 작성 반드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창의성을 기르는 탐구학습 운영 방안 연수
과학교육에 있어 창의성과 탐구심을 기르기 위하여 교사들이 쉬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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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해야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기 위하여는 교사들에게 주어
지는 잡무를 최대한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창의성을 기르는 탐
구학습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교실수준에서 탐구는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직면하는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설계된 교수 전략인데 다음과 같
은 5단계로 정의되고 있다.
문제의
가설
자료
검증
일반화
규명
형성
수집
관찰 형태를 갖춘 탐구에서 자료수집을 통해서 실제적 의문과 문제를 탐
구하는 일반적 학습형태와 Richard Suchman의 연구에 의해서 창안된 탐
구학습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관찰 중심의 일반적 탐구학습 방안
가) 문제의 규명
탐구활동은 질문이나 문제의 제시로 시작된다. 이 과정은 교사가 단순히
칠판 위에 글로써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저기 제시된 언어와 개념을 이
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가설 설정
가설형성으로 좋은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
어가 제시되고 이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며 그 탐구
가 개방적 탐구인지 폐쇄적 탐구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된다. 개방적 탐
구는 교사는 어떤 구체적인 일반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폐쇄적 탐구는
수업 내용의 결과로서 정의된 어떤 일반화를 가지고 있다.
다) 자료 수집
일단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가설들은 자료수집 절차를 안내하는데 사용
되어진다. 자료에는 일차적 자원과 이차적 자원이 있는데 일차적 자원이란
예를 들어 강낭콩 재배용 채소를 심는 일이랄지 채소의 성장조건별 측정
등을 말하며 이차적 자료란 교과서나 참고도서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료
수집을 전체 학급 학생들이 할 것인가, 소집단별로 할 것인가 또는 개인적
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라) 자료 분석
학생들은 수집된 자료에 기초해서 가설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양적조사
연구에서 자료도표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
다. 학생들은 가설에 집착하여 자료를 해석할 때 가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설에 되돌아가기 전에 순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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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요한 점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주목하는 일인데 자료가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일반화하기
탐구학습의 종결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가설의 인정,
부정, 또는 수정으로 끝난다. 두 번째는 결론에 기초해서 잠정적 일반화를
함으로써 끝난다. 일반화 과정은 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게 하고 탐구과
정은 계속 진행된다. 이와 같은 잠정적 일반화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은 삶
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2) Richard Suchman의 탐구학습 방법
지금까지는 탐구학습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실제 탐구
학습의 장면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는 시간과 자료의 제한 문제가 있
다. 가끔 특정한 문제나 주제들은 교과 과정의 배열상 시간과 장비 그리고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데 시청각 기자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Richard Suchman은 탐구과정을 약각 수정해서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생 질문을 이용한 탐구방법을 구안하였다.
Suchman 탐구는 일반적 탐구에 비하여 두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하나의 탐구조사는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탐구과정을 완벽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험은 반복될수록 쉽게 숙달된다.
둘째는 모든 교과과정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갖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Suchman 탐구와 일반적 탐구와의 차이는 자료 수집 과정에 있는데
Suchaman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추구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
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Suchaman 탐구활동의 실제는 다음과 같다.
가) 문제의 제기
이 단계에서의 교사의 주요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
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제기의 형식으로는 주로 지도, 도표, 다
이아그램 혹은 기록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나) 가설설정과 자료수집
일반적 탐구절차에 따르면 자료수집에 앞서 가설형성이 선행되는데
Suchaman의 탐구방법에서는 가설형성-자료수집-가설형성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Suchaman은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교사는
정보원으로 행동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 방법을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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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과 가설형성의 단계에서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자료수집이나 가설설정을 통해서 문제
를 설명하려고 시작한다.
(2) 학생들은 교사에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하
여 자료를 수집할 때 교사는 정보의 원천으로 행동하게 된다.
(3) 질문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관찰만으로 얻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가설들이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가설들이 마지막 설명을 하는데 연
결될 수 있게 된다.
(5) 가설설정과 자료수집활동이 마지막 설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환적
과정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탐구활동의 순환적 성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선택적

자료 수집

자료가
가설지지

가설 유지

자료가
가설지지못함

가설 부정
또는 수정

다) 결론
가설형성-자료수집-가설형성의 순환과정의 본질적 특성은 그 완성단계가
결론 또는 종결이다. Suchaman 탐구수업에서 결론은 설명이 모든 기존 자
료와 함께 더 이상의 수정이 필요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

Ⅲ. 나오는 글

우리는 지금까지 교사위주의 획일적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익숙해져 있
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학습 지도로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고의 기회
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들 말한다. 아동 스스로 만져보고, 조작해 보고, 생각하게하여 결론에 다
달을 수 있도록 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방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의 것이며 그 미래는 우리 아동들이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창조의 힘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창의성에 기초해
서 이루어질 것인바, 오늘의 열린교수-학습의 방법도 그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열린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탐구학습의 전개는 우리 어린
이들의 창의성 신장에 기여하리라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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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탐구활동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사 장남석

1. 과학과 교육과정과 야외 탐구활동의 필요성

과학적 탐구의 본질은 과학지식, 그것이 획득되는 과정 및 절차, 그에 따르는 규
정 및 규칙, 그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활동들
로서 자연을 조사․탐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조희영. 1992).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탐
구능력을 신장시켜 자기 스스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의 도입
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 1998). 실제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탐구중심으
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졌다고 보여지며, 조사․실험․토론․발표 등을 포함한 다양
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을 열어놓고 있다(교육부, 1995).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교과서, 참고서, 교사에 의한 전달 등의 상황
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 개념에 대한 인식, 특히 탐구능력을 제고시
키기에는 어렵다. 탐구활동에서 STS적 접근은 학생들의 호기심, 의문, 경험 등 그
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신이 제기한 의문은 그 설명을 구하는 활동으
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찾아 나선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검증할 방법을 계획하게 된다. 학생의 학습 성패는
지식의 암기 대신 적용과 종합을 포함한 수행능력에 의해 평가되므로 더 이상 과학
탐구는 책과 교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조
정일 1998). 그러므로 탐구활동의 강조는 실험실에서 실험의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풍부한 자연 자원, 과학 기술과 인간 생활의 관련성을 학습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의 이용에서 찾아야 한다. 더욱이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학교 교육에서 꾸준히 시도되어야 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훌륭한 학습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의도된
과학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자연을 탐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수학습의 장을 야외로 넓히는 다양한 활동 내용과 활동 방법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야 한다.
개발되어 있는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자료나 청소년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집들은
고적 답사나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 탐구활동 내용은 누락
되어 있거나 극히 미약하여 훌륭한 과학의 교수-학습의 장소와 기회를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 과학 실험․실습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실 밖
실험․실습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이윤종 외, 1998). 한정된 공간에

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과학 탐구활동과 야외교육이 갖는 특징인 체력단련, 심신
수련 등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직접 자연을 접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고 과학적 자질이 조기에 계발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발되어진 학
생들의 탐구 능력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에
도 부합된다.

2. 야외 탐구활동의 실태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야외 탐구활동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치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활동 장소도 극히
제한적이며, 활동 대상도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과학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
장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별자리 관찰(29.5%), 야외학습(19.7%), 과학실험
(15.7%), 과학놀이(10.2%) 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야외학습 프로그램(별자리관찰 포
함)이 단순한 채집이나, 관찰, 수집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학 캠프에 참가하
지 않는 학생들은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 야외학습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로부터 가장 유익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되고 있다(김성원 외, 1996).
교사들이 야외 탐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실시율이 높으
며, 실제로 야외 탐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교사들의 대부분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정보 및 홍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야외 탐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입시제도, 교사들의 노력 부족, 관련 정보
의 부족, 학교 관리자의 이해 부족, 과다한 업무 및 시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대학 입시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가? 만약 입시제도와 관련이 멀고, 과학
교육 목표와는 매우 밀접하다면 어느 쪽이 잘못인가?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
는가? 실제로 야외활동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활동하였다면 입시
제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야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내용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입시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들의 노력 부족, 관련 정보의 부족, 학교 관리자의 이해 부
족, 과다한 업무 및 시간 부족 등과 같은 이유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야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고, 학교 관리자의 대부분
이 야외 탐구활동을 단순히 야유회 정도로 치부하거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해도 안
전이나 예산 문제로 제동을 거는 경우가 흔하다.
많은 수업시간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휴식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학교 관리자나
상급 기관에서 강요하지도 않는 과학과 야외 탐구활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야외 탐구활동이 많은 시간, 에너지 및 예산을 필요로
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야외 탐구활동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에서 비롯되
었다고 본다. 야외활동은 먼 곳에서 며칠씩 수행되는 것보다 학교 뜰이나 주변에서

쉽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활동은 몇 십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수행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짧은 야외활동은 잘만 계획된다면 교실 수업보다 훨
씬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과밀․다인수
학급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다면 야외 탐구활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적인 조건만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면 전혀 실
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3.야외 탐구활동의 계획

야외 탐구활동의 목표도 어떤 학습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잘 조직되지 못한
계획을 세운 경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야외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관찰․
분석 및 자료해석 등과 같은 탐구 능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야외 탐구활동 프로그램은 활동 내용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
인 제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다. 교내 혹은 학교 주변에서 짧은 시간동안의 활동이
나 견학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허용되는 하루 이상의 야외 활
동 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1> 야외 탐구활동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절 차
내
용
1. 활동장소 및 시기의 결정 활동의 장소와 시기를 결정한다.
2. 문헌조사
야외 과학탐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조사한다.
3. 활동주제 및 내용의 결정 선정된 장소와 가용할 수 있는 기구에 기초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활동주제 및 내용을 선택한다.
4. 활동 프로그램 및 지도계획 활동의 프로그램과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보고서(worksheet)를 고안한다.
5. 보고서 양식 고안
6. 준비물점검 및 소집단 조직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활동 소집단으로 조직한다.
야외활동을 수행한다.
7. 활동 수행
활동을 평가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사후 활동을 수행한다.
8. 사후활동

가. 어떤 주제, 생태계 혹은 질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
하므로 간단한 야외 조사․자료수집․결과 분석 등의 다양한 활동의 수행과 자연
환경에 대한 느낌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고, 가치 지향 질문을 포함시킨다.
나. 생태계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토론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간 그리고 교사
와 학생간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 후의 토론은
자료를 공유하고, 추론과 해석을 비교할 수 있으며, 경험의 가치를 반성할 수 있어
야 한다.
다. 모든 활동에 대하여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법을 피하고, 가능한 학생들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교사는 장치․도구를 제공하며,
자료 수집․해석의 지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안내자)을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라. 야외활동은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므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방법이

정해지면 활동 내용을 지점별로 배열하고, 담당 교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활동 내용을 시간별로 배열한다. 야외 탐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별로 구체적인 목표,
방법, 데이터 수집의 안내, 결과의 기록 및 추론이 포함된 활동지(worksheet)가 구
조화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바. 활동에 독립적인 탐구뿐만 아니라 흥미있는 사회적인 활동(레크레이션, 봉사
등)의 시간을 포함한다.
<표 2> 야외 과학탐구활동지에 포함해야할 내용(예시)

1. 머릿말
2. 과학과 탐구활동의 목표
3. 활동의 계획
1) 업무 분담 2) 활동 장소 3) 활동 방법 4) 활동 내용 및 지도 계획 5) 활동 일정
4. 활동 시 주의 사항
5. 활동 내용 및 방법(임해활동의 경우)
▶야외강의 :
▶탐구활동 및 토론
▨ 활동1: 파도 읽기 ▨ 활동2: 바위 해안의 생태계 조사 ▨ 활동3: 물로켓 제작 및 발사
▨ 활동4: 점토 콜로이드의 성질
▨ 토론: 가상마을 만들기
6. 활동후 소감

4. 야외 탐구활동의 수행

야외 탐구활동이 학생, 교사 모두에게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의 하나가 되도
록 하기 위해서 지도 방법은 교실에서의 수업 전략보다 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하루 이상의 야외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방법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 출발 전에 학교에서 유인물 등을 통해 활동계획, 내용 및 기본적인 방법, 모
든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가 포함된 활동 계획이 설명되어야 한다. 조사할 과제, 과
제 수행에 필요한 방법,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측정 방법,
규칙과 주의 사항 등은 학생들의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나. 집단이 출발하면 즉시 여행의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연 환경과 인간,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연이라는 매개 환경을 통해
서 매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다. 숙박 장소에서 소집단 미팅 장소를 선정하며 토론과 발표를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라. 가능하다면 탐구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제공자(resource person)을 찾
아내어 도움을 요청한다.
마. 안전 문제, 주의 사항(출발 전, 활동 장소 도착 직후, 소집단 미팅 시)을 수시
로 제기하여 학생들이 조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다.

바.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탐구의 심리적이고 역동적인 기쁨과 좌절을 함
께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한 순간에 해결되거나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 가능한한 현장에서 관찰하고,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은
최소로 줄이도록 지도한다.
아. 야외에서 주변의 산만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주의집중 시간(attention span)
이 교실에서보다 상당히 짧아지므로 오랜 시간동안 한가지 과제만 전념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자.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을 미리 정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 다양하고 재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고안․운영해야 한다.
차. 탐구활동의 어려움을 느낄 때 가능한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과제(hands-on
activity)를 선택한다.
카.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로서 분명한 해답은 제공하지 않으며, 고무하고, 개방적
으로 질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든 연구는 새로운 문제
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유도한다.
타. 탐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수행하고 배운 것을 발표, 토론하게 하여 경험
을 공유하도록 한다.
파. 스스로 문제를 찾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는 ‘자유탐구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 야외에서만 탐구활동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탐구능력과 태도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설문지를 통한 동료평가법 또는 자기평가법 사용).
5. 제 언
야외 탐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야외 탐구활동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제로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야외에서 활동을 지도하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
한 교사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관련 정보(활동 내용, 방
법, 장소, 프로그램 등)들이 풍부할 때 보다 많은 교사들이 야외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도내에도 각종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
다. 야영장 및 학생교육원(수련원)의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탐구활동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에 제작 발간 된 ‘중등 단체 활
동 운영의 실제’(1998.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내용도 심신 단련을 위한 안내가
대부분이며, ‘탐사활동’ 단원에서도 과학탐구와 관계 깊은 것은 ‘동굴․수중 탐사’,
‘유적지 답사’ 내용 중 극히 일부(8%)이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교육과정에서도
해양탐구활동과 관계 깊은 내용은 7%(3시간)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는 관람과 영
상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탐구활동의 내용․계획 및 지도 과정안이 지역

화된 실질적인 자료로서 이용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또는 학생 수련 시설 단위로 학생들의 심신 단련과 야외 탐구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양한(1일-2박 3일 등)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나. 야외 탐구활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부분이지, 특별활동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물론 관리자들이 야외활동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보
다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이에 관한 관련정보와 함께 홍보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 교실에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탐구활동을 할 있는 야외 장소와 내용을 찾아
서 작은 활동지(worksheet)를 만들거나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은 교사들이 해결해야
한다.
라. 탐구활동 내용, 지도방법, 프로그램에 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야외 탐구활동의 계획은 교실이나 실험실에서의 활동보다 더 구체적인 지도 계획
을 필요로 하므로 야외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작성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별, 장소별
로 연합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어디
서나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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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 사회나 국가의 형편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고 변화가 심하며 미래의 예측이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규명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며 그 중에서도 교육적 측면의 접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지에서 특집으로 내세웠으리
라고 본다.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 불안정이 발전과 번영, 안정된 미래를 위한 과도기적 현
상이기를 빌어보며 주제에 맞추어 교권의 개념, 교권 실추의 원인과 그 대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교육, 교사, 교권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학생은 교육의 객체이며 교육내용은 교육의 매체일 따름이다. 그
러므로 교권실추의 원인은 먼저 안으로부터, 즉 교사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에
밖으로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는 모든 잘
못이나 허물, 책임을 먼저 내탓 보다는 남의 탓으로 여기고, 남 보다는 자기(개인) 본위인
점이다.
교육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쓸모 있는 인간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교육은 교사에 의해서 이끌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은 교
육의 발전을 앞지를 수 없다’고 단언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이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널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1970년에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교육백서에서 “옛날에는 국력을 무장병력으로 비교했고,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생산력으로
측정했으나 이제부터 국력은 훌륭하게 정비된 교육체제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더욱 타
당하다”고 국력과 교육과의 함수관계를 강조했었다.
교육자는 특정직업인 이기보다 넓게 능력인을 지칭하는데 비해 교사는 통상적으로 가르치
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히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공적(公的)으로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권(敎權)은 넓은 의미로 교육권(敎育權)을 말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로 교사의 권
리와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에 관한 그의 직무를 수행해 감에 있어서 그 교육
권이 확립되고 보장되어야 함은 교육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봉수,1984), 교권을
‘교육을 할 권리’ 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나눌때 전자는 국가, 학부모, 교사에 의해서 행해
지며, 후자는 학습권 으로서 학생들의 의사와 능력은 존중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
사의 입장에서 교권은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평가
권, 학생징계권을 의미하며, 교권을 교원의 권익 즉 권리와 이익이라는 의미로 간주할 때 교
육권을 포함하여 생활보장권과 신분보장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법 제 14조에도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
국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권위인 것이
다. 즉 교권의 확보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2. 교권은 왜 실추되고 있는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인구의 폭발을 지적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구의 증가로 학생수
와 학교수도 크게 늘어났고 교사수도 매우 많아졌다. 아울러 직업의 종류도 많아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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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약 15,000여개에 가까운 직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 따라 교직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고 교사의 위상
도 낮아진 것이다.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는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
동력’이라고 하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교권은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
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교권실추 원인을 교육이 안고있는 내적외인과 외적요인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직관이 흐려지고 있다.
과거의 교직을 성직(聖職)으로 인식하여 교직을 신성시하고 천직으로 여겼을 때, 또 교사
를 사해(四海)의 사표(師表), 만인의 모범으로 인식하였을 때 교사들의 교직의식은 대단히
높았고 그만큼 교권도 존중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해진 사회상과 직업세계, 물
질문명사회,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의해 교사들의 교직관은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
은 교사들은 아직도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 교육애를 가지고 교육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부 교사들은 그렇지도 않다 ‘임금과 직무면에서 교직과 대등한 직장이 있다면 옮
길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교직을 떠나겠다는 응답이 59.5%나 되었으며 전직의사가 있는
의사들은 그 이유로 승진기회부족, 성격과 취미가 맞지 않고 낮은 봉급 등을 들고 있어(김
관형,1997) 그만큼 희생과 봉사, 교육애의 상징인 교육관이 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약 60%가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답하여 대
조를 이루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초․중․고 교사 1,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교직관 및 사회인의 교사관에 대한 교사의 지각도’조사에서 전체 응답교사의
59.7%(800명)가 교직을 ‘특별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한 반면에 ‘평
범한 직업중의 하나’(7.8%, 105명), ‘여러모로 매력이 없는 직업(3.7%, 49명)으로 보기도 하
여 부정적인 견해도 11.5%(154명)나 되었다. 또 교사들의 흐려진 교직관은 교사 자질문제
와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과거에 교사양성기관 지원생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비해 오늘날
은 유능한 교사 유인책의 미흡,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의 이유도 있지만 지원
생들의 자질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에게서 신념과 열의에찬 교직수
행, 자기본분의 완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교사들은 형식주의나
요령주의에 빠지고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교직관이 흐려질 위험
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신망이나 교권의 위상은 저하될 것이다.
둘째, 교사의 근무부담, 특히 잡무가 너무나 많다.
교사의 제1의 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준비에 소홀하고 수업을 성
의없이 부실하게 실시한다면 그는 근본적인 본분을 저버린 셈이다. 오래 전부터 교직의 매
력상실이나 교권추락의 요인으로 교사의 잡무가 너무나 많다는 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교원의 잡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
교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잡무라고 규정한다(서정화 외,1981).
교육부가 교원의 근무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현재로 전국의 초․
중․고교를 표본조사한 공문서 유통현황 결과에서 1995년 한해동안 각급 학교에 시달된 공
문서 유통량은 학교당 8,847건으로(교육부 등 행정기관으로 부터 접수된 공문 및 업무연락
은 6,569건, 보고건수는 2,278건)공휴일을 제외한 학교근무일을 300일로 계산할 때 하루평균
30여건 가까이 접수 또는 보고한 셈이다. 본 조사에서 서울이 학교당 12,744건으로 공문 유
통량이 가장 많았고(하루평균 32.2건) 서울의 고등학교는 8,175건 접수, 중학교는 7,452건, 초
등학교는 6,225건으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교육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공문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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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부교육청이 1996년에 관내의 31개 초․중학교 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직의 직
무수행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47.7%와 중학교 교사의 54.4%가 수업을
위한 교제연구 등에 들이는 시간이 30분～1시간에 불과하다고 응답했고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초등의 경우 27.7%, 중학교는 22.3%로 나타났고, ‘한시간의 수업준비’는 초등
은 9.7%, 중학교는 14.2%에 불과했다. ‘수업준비를 아예 못하는 날이 많다’는 비율도 초등
교사는 15.7%, 중학교 교사는 9.4%나 되었다. 또한 이들 교사들은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
라는 일’로 공문처리, 청소지도, 잡부금 징수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잡무 등을 가장 먼저
들었다(한국교육신문, 1996.3.20) 정부의 ‘잡무경감방침’, ‘불필요한 행정공문서 폐지’, ‘교원의
예우지침 마련’ 등 주장이나 방침은 많지만 오히려 공문서 유통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원의 잡무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 ‘교원잡무백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씩 표집하여 당해 학교 교
사들의 업무실태와 공문서처리 현황 및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와 전국의 현장 교사들에게
각종 잡무 사례 및 경감방안을 제보 받아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한국교
총,1998).
(1) 수업외 각종 업무의 종류 및 건수
수업이외에 교사들이 기록하거나 처리해야하는 장부나 각종 행사, 공문처리, 기타업무 등
을 분류해 보면 초등의 경우 182종, 중등은 205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 등 교
수․학습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업무외에 ‘간행물접수대장’ 등 교수․학습활동과 직접 관련없
이 교사들이 처리해야할 장부등이 초등학교 66종, 중학교 86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개표종사원’ 등 교사와 학생이 각종 행사에 동원, 참가하는 사례는 초․중학교가 각각
40건, 41건, ‘결식아동돕기 성금, 수재민돕기 성금’ 등 학교금전 취급업무가 초등 13건, 중학
교 6건, ‘청소년단체 관련업무’는 초․중 각 25건, 그외 ‘국정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업무가
초등 13건, 중학교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2) 공문서 처리실태
교사 잡무 유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초등학
교는 199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3,433건(월평균 343건), 중학교는 9월까지 총 3,194건(월
평균 35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건수를 토대로 연간공문처리 건수를 계산해보면
초등학교는 4,116건, 중학교는 4,260건에 이르고, 이를 교사 1인당 처리건수로 환산해보면 초
등은 약 88건(교사수 47명 기준), 중학교는 약 60건(7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에 초
등, 중등이 각각 3,413건, 3,343건 이었는데 1998년(10월 20일 현재기준)에는 4,116건과 4,260
건으로 늘었다. 교사 각자가 정해진 수업시수를 담당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하
는 점 등은 교사들에게 상당한 근무부담이 됨은 물론 수업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학
교교육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행정체제가 정립되지 못하고 지시, 통제, 전시위주의 행정
으로 교사들은 수업은 뒷전의 교육부실에 빠지고 사무원으로 전락하여 사기도 저하되는 것
이다.
셋째, 교육환경 여건이 미비한 편이다.
정부는 교육부에 정부예산의 20% 내외를 매년 투자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도 교육
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학습자료의 보급, 교육기자재의 보급, 학급당 학생수
의 감소, 단위학교 예산의 상향,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 여건은 많이 좋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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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선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만의 단순비교인 것이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
가 많은 것이다. 교육부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해방이후 1998년까지 53년간 학생수는 7.5
배(1,450,000명→11,730,000명), 학교수는 6.5배(3,000여교에서→19,876교) 증가한데 비해 교원
은 20배 이상 늘었다(20,915명→447,667명).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중등의 경
우 많이 감소했으나 대학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65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65.4명 이었으나 1998년에는 34.9명으로 크게 완화되었고, 고등학교는 57.1명에서 48.2
명으로 둔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1965년 153억원 이던것이 1998년에
는 18조1,278억원으로 무려 약1,182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교육환
경은 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6년 12월에 한국을 포함하여
30개 회원국의 교육관련 통계를 집계하여 발간한 ‘교육지표’에서 한국은 OECD 정식회원국
으로서 교육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밝혀주었다(조선일보,
1996.12.26 및 교원복지신보, 1996.12.18 요약). 교육재정면의 1993년도 자료에서 한국은 초
등․중등․고등교육을 망라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이 2,732달러로 OECD 평균치 4,762
달러에 비해 무려 2,030달러나 낮았고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 체코, 헝가리, 터키 등만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예산은 국민총생산액(GNP)의 5% 수준으로
높이도록 되어있어 교육비는 어느정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과 중등(1994년 기준)은 각각 33.2명, 24.6명으로 OECD
평균 17.9명, 14.0명보다 훨씬 많으며 자료를 제출한 22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와같이 우리
의 교육환경 여건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매우 많아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교직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보수면에서 199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초․중등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교직생활 활력요인으로
교사들은 경제적 처우개선(44%)을 첫째로 꼽았으며 이어서 교직우대풍토조성(20%), 근무부
담의 적정화(18%), 학교운영의 민주화(8%)순으로 응답했다. 또 교사들은 교육재정 투자순
위로 학교, 학급 규모의 적정화(29%),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25%), 교원의 처우개선(23%),
교육 기자재 확충(11%)순으로 응답하여 교사들은 보수면에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권실추의 원인을 학교 밖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행정의 빈곤과 잦은 변화가 교권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널
리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인 것이
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주로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파행적으로 실시되
고 많은 국민들 또한 관심을 쏟고있는 대학입시제도가 해방이후에 10여번 이상이나 크게 바
뀌었고 2002년에 또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뀔때마다 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쳐지는 영향은 매우 크며 그때마다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최고책
임자인 교육부장관이 백년대개에 걸맞지 않게 수없이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운 정책이나 방
침이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수립후 50년이 넘은 기간에 장관의 제임기간은 최소 16
일에서 최장 3년5개월이며 1년미만의 장관이 10여명이 넘는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
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학교평가제도, 교사의 근무평정제도, 승진제도 등 여러 정책들
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정책빈곤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6-3-3-4제의 학제만이
1951년 이후에 변함이 없을 뿐이다. 요즈음의 교육정책이 학생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
뀌면서 보호장치가 강화된 학생들의 탈선행위는 매스 컴을 장식하는 반면 교사들의 학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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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권한은 축소되어 학습지도나 생활지도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불성실한 학교생활이
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꾸짖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간여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직생활의 갈등과 염증, 교육에 대한 우려를 느
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교육정책 중 교사들의 승진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것이다. 오늘
날 교사들도 직업인으로서 승진의욕은 공통적이며 과거에 비해 학력(學歷)수준은 높은 데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후 교육경력이 30여년이 가까워야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
는 점은 교원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교사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승진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교사가 언제나 학생 곁에서 교단을 지키는 것이 제1의 본분이
며 최고의 보람이겠지만 승진의욕은 생활의 활력소도 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들 수 있겠다.
교직을 성직으로 보고 교사를 ‘스승’으로 인식했던 과거와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오늘날은
물질문명우선의 사회, 금전만능사회, 다양해진 직업사회, 출세주의, 교사의 희소가치 감소,
공교육기능의 약화 등으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교사이건만 과거에 비해 사회
의 인식이 달라지고 이것이 교권실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사회
의 이목을 끌었던 체벌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교권수호 차원에서 학교별로 체벌의 구체적인
기준과 형태를 규정화하여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 교사가 체벌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을
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교편(敎鞭)이 체벌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그만큼 교사의 권위가 실
추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매우 낮아졌다. 서울대 사범대와 일
본 쓰꾸바대가 공동 개최한 한․일 교육연구 세미나에서(1994.5) 윤정일은 ‘양국간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직관에 대한 비교연구’ 발표에서 한국의 초․중등 교사들은 26개 직
업군 중 사회공헌도는 우편집배원, 환경미화원, 의사에 이어 각각 5위와 4위로 평가되었으나
(일본은 6위와 9위), 사회적 지위는 초등은 17위, 중등은 11위(일본은 13위, 7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고, 양국 교사들은 보수문제에 대해 99.6%(한국), 88.1%(일
본)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지위면에서 26개 직업군 중 한국의 초등교사는 20위,
중등교사는 19위(일본의 초등 20위, 중등 17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 교사 1,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사의 교직관 및 사회
인의 교사관에 대한 교사의 지각도’(1987)에서 교사들의 64.1%(859명)가 ‘일반인으로부터 별
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9.1%(122명)가 ‘아주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73.2%가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대체로 존경받음 25.1%, 336명, 상당히 존경받음 0.5%, 7명, 무응
답, 1.2%, 16명)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대학입시 준비교육,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 바람
직한 인성이나 가치관 함양보다 오직 지식습득만을 위한 교육, 대외 과시용 교육에만 관심
과 열의를 쏟고 있으며 더욱더 공교육(公敎育)에 만족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교육비(私敎育
費)를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 교권 실추의 좋은 단면인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가 일체가
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을때(교육의 삼위일체)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 될것이며 미래사회의 주
역은 바람직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볼때 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교육은 발전이나 교권의 위
상정립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3. 어떻게 교권을 옹호할 것인가
역시 교권 옹호도 학교안과 밖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안에서부터의 자기성찰과 노력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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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의 교직관, 사명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자
로서 교육의 선진화와 미래지향적 개혁의 일차적 책임자인 것이다. 교사가 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인간존중 의식아래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임해야 할 것
이다. 교사들이 무사안일과 냉소주의적인 자세로 교직생활을 한다거나 심지어 천직(天職)
아닌 천직(賤職)의식에 젖어 있다면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교사는 인격자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의 거름이 되어주고 꿈을 키워주며 인생의 진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미국의 카터대통령은 자신의 일생에 소중한 정신적 기둥이 되어준 늙은 여선
생을 두고두고 감사하며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까지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에
게 필요한 것은 교사 자격증에 앞서 교육의 열의와 원만한 인격, 풍부한 경륜인 것이다. 비
록 교직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아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아도 사명감으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도 많은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교사의 기준을 조사한 많은 연구물에서 공통적으
로 좋은 교사는 ‘재미있는 교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사’,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간
적인 교사’, ‘편애하지 않는 교사’, ‘나를 인정해 주는 교사’ 등이 상위를 나타내어 ‘지식이나
실력있는 교사’에 앞서 ‘인간미 있고 교육애(제자애)가 풍부한 교사’를 선호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사들이 많을 때 교권은 옹호되는 것이다.
둘째, 우수한 인재의 유인책과 처우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가 주체이므로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고
그에 따른 처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교권옹호의
지름길인 것이다. 정부의 ‘우수교원확보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1972년에
‘제3교육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아래
1974년에 ‘교육 직원인재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을 만들어 교원의 급여를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보다 높도록 조치했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보수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결코 놓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교사의 교직선택 이유가 단지 금전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소명의식이 중
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은 봉급을 포함한 처우수준이나 후생, 복지제도 등이 교사
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교직의 선택과 이직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한유
경은 지난 몇년간 미국의 교육관련 중요 연구보고서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이 교육개혁의 최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했음을 밝히면서 금전적인 요인이 교직선택의 최우선 요인은 아
니더라도 이직결정의 주요 요인이며, 특히 남교사들은 보수수준이 이직의 주요 요인인 반면
여교사들은 가정책임이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한국교육신문, 1992.5.13) 우수교원들이 교단
을 떠날때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직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하면서 효과적인 교사 양성체제도 중요한
것이다.
셋째, 근무여건의 개선과 후생, 복지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교직과 학교는 평생직장인 것이다. 오로지 잡념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
우선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 후생, 복지제도의 보완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우선
교사를 위한 대책이지만 결국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교
사들의 잡무를 대폭 경감하고 사무보조원의 배치, 학습지도자료의 지속적 보급, 학교․학급
의 시설보완, 학습기자제의 보급 외에 교사들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여가활동,
노후대책 등 후생복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승진제도는 조직사회의 안정화의 한 척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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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행정의 민주화, 일관성과 교사존중의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수립에 교사들의 의견과 창의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관료화나
경직화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독창성 없는 교육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정책은
교사가 존중되며 현장중심, 수업제일주의의 지원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
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각급 교육청의 전문직과 일반직의 불균형, 일선학교의 교육예산지원
체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3:13이라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또 교육정책은 백년대개 답게 일관성 있으며 안정적으로 입안, 실천되어야 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교육당국의 갑작스러운 정년문제로 교육계가 뒤숭숭하고 명
예퇴직 교사가 급증하는 현상이 과연 교육의 안정화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지
만 입시제도의 안정화도 중요한 것이다. 일단 결정된 정책이나 제도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교
사들이나 사회인들은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입시위주, 경쟁과 서열위주, 지식
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고 감투보다는 교단 우대의 교육정책을 펼칠 때 교권은 보장될 것
이다.
다섯째,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내 귀여운 자녀를 가르치고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학교 교육은 지식전달수단, 상급학교 진학준비용이요, 교사들은 일시적인 지식전달
자이며 하나의 직업인일 뿐’이라는 자세는 진정한 교육의 효과나 위상에 큰 저해요인이 된
다. 물론 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고 가정과 사회도 공동책임의 인식
아래 협조하고 합일점을 찾았을 때 그 효과는 커지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교직의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고되지만 천직으로 여기고 있고, 또 많은 학
부형들도 교육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이나 미래는 기대할 만 하다.
교육은 지식만의 전달, 출세수단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교사는
지식만의 전달자, 입시기술자가 아니라 인간 재창조의 종합예술가인 것이다.
교사가 ‘스승’으로 불리우고, 학생이 ‘제자’로 불리울 때 교권옹호는 약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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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의 입장에서 본 敎權確立
순창교육청 학무과장 정 환 용

1. 敎權이 무너지고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소리가 이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한국 교총에 접수되었던 교권사건의 총 건수는 34건인데 98년에
는 70건이 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사건 유형도 주로 교원 개인의 身分問題에
서 점차 권리부문을 침해하는 사건들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교총은 이처럼 교권이 흔들리는 현상에 대해 정부의 중심 잃은 需要者 중심교
육정책과 교원을 罪人視하는 교원 경시적 사회적 풍조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98년에 일어난 교권 침해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울 Y여고에서 모 교사가
숙제를 많이 내 준다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며 타일렀다.
한 학생이 “선생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 따지는데 흥분하여 학생의
뺨을 두차례 때리자 급우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여 교사가 경찰에 연행 당한 사
건이 있었고,
부산 K여고 김모교사는 自律學習 시간에 불참한 여고생 10명을 체벌했다가 학부모
와 함께 온 이웃 주민으로부터 뺨을 맞고 학교 기물이 파손 당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창원 N중 이모교사는 2년전 경미한 체벌사건과 관련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지난해 3
월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주어야 했다.
서울 Y중 오모교사는 지난 3월말 종례직후 교무실로 가던 중 뒤에서 학부모가 발로
차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중 1 여학생의 음주문제를 지도하
는 과정에서 사랑의 매를 든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구 S초등교 이모교사는 촌지 188 신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뒤늦게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교육청이 고발한 학부모를 계속 감싸고 돌자 결국 교단을 떠났
다.
수원 Y초등교 장모교사는 수업시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욕설과 함
께 기물이 파손 당하고 뺨을 맞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학부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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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과하고 장교사도 아이의 장래를 고려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락
되었지만 많은 교육가족들은 교권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서글퍼하
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A초등학교 학생들의 담임교체 요구 건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례이다.
이제 교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느낌이다.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생
들로부터도 교육을 위한 가르침이나 사랑의 매마저 폭력으로 간주되고 학부모로부터
욕설과 비난, 그리고 주먹다짐의 대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촌지교사, 체벌교사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교권을 땅
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실로 교권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改革 대상이 된 교원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짓밟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키며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
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수만 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교
원 정년 단축문제를 비롯한 교육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 수립이후 가장 큰 변화의 고비에 서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
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정부 수립 반세기를
돌아봐도 오늘처럼 교육이 흔들린 때가 있었는가?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교원 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 현장을 얼
마나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고 있는가?
또한 교사가 진정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소신껏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원이 어찌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겠는가?
그 동안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2세 교육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푸
대접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스승이라는 긍지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인 이
해타산을 앞세워 構造調定의 대상이 되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명예로운 물러남이 아니라 無能力하고 봉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退
出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요즘 교원의 사기가 말할 수 없이 저하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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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과 행정조직이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교직사회만 예외
일수는 없다고 말한다. 교원들의 항변을 集團利己主義로 몰아 붙이기도 한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해석하여 나이 많은 사람은 ‘봉급이 너무 많고 능력도 부
족하니 그만 나가 주세요’ 라고 내몰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육개혁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또한 교원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기에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주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젊음을 교단에 바쳐온 나이
든 교원들을 퇴출시켜야만 하는가.
교사들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년을 줄이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은 단순 경제논리일 뿐이다. 低費用 高效率의 경제논리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상품
을 다루는 시장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려 2500년전 영원한 인생의 교사로 추앙 받는 공자도 50세가 되어서야 천명을 알
게 된 뒤 인생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후진양성을 천직으로 삼았고 60세가 되어
서야 비로소 귀가 틔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올바른 人性敎育이다.
교육의 첫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평생
교육의 길을 걸어 온 원로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소신과 의지와 넉넉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노령교사는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어 물러가야 한다. 이제까지 대접다
운 대접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눈총을 받으며 물러나는 것이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교단을 떠나가는 수많은 선생님들, 그들이 명예롭고 떳떳하게 떠
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을까? 교원의 자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짓밟는 것이
아닐는지.
스승의 位相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육이 죽는데 그 나라의
미래가 밝아 질 수 있을까?
참다운 교육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또는 경제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은 한 나
라의 정신, 한 민족의 얼을 심고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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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敎育의 本質 추구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교권이 흔들리고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오
늘의 현실은 참으로 교육의 위기인 것이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
기가 저하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도 교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
연 교원이 설자리는 어디인가.
이와 같은 상황은 일차적으로 교육계와 교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아울러 가정과 사회 및 교육행정 당국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교육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비록 내 자
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
다. 교육난세를 극복하고 교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의 專門的 資質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교직사회가 교육의 주체 세력이 되고 구태의연하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일반인의 눈
총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종으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사
만이 학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뼈아프게 되새기며 꾸준한 자
기 연찬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교육은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시하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
서 교육행정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가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이 없다는 말 대신 꾸준한 연수와 自己硏鑽으로 질 높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쌓이고 풍부한 교육경험이 축적되어 유능한 교사로서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는 자세와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 교사가 사랑이 있으면 교육에 대한 정
열이 불타오르고 體罰이니 폭행이니 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사랑의 매라는 美名아래 체벌을 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학부모로부터도 항의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진정 아동을 사랑한다면 체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체벌만이 최선의 지도방법은 아닐 것이며 체벌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둔 예는 거의 드물다. 학생을 쉽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인내
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가꾸고 보살피면 결국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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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사랑과 존경이 오갈 것이다.
셋째, 施策中心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육을 개혁해야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개혁 방안 및 시책
을 제시하며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 교육은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실
천되어야 당연한데 오히려 敎育課程을 도외시하고 교육시책이나 중점사업 등에 좌우
되고 흔들리는 현실을 볼 때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겉치레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 선택과 결정에 의하며,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
를 두지만 교육시책은 他律的 지시와 압력의 성격을 띠고 정치, 경제, 사회의 요구나
필요를 중시하기 쉽다.
또한 교육과정은 多樣性, 自發性, 創意性을 중시하고 전문가의 학문적, 장기적 연구
에 의해 선택되지만 교육시책은 획일성, 능률성, 강제성에 중점을 두며 소수 정책 담
당자의 일방적 , 단기적 성격이 되기 쉽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시책이었
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하루 빨리 시정하여 학교 교육이 제자리
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바로 서야 교권도 서게
된다.
넷째,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을 단순 경제 논리로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재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原動力이 되었다는 선진국의 예가 있
다.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비생산적이고 비긴요
한 것 같지만, 교육재정의 무리한 억제나 중단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가․사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의 무한 경쟁시대를 앞두고 교육재정의 축소로 교육이 후퇴한다면 우리가 어떻
게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여건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33명, 중등 23.9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서 과대학교 또는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절박
함이 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처럼 줄이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
할 수 없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하기에, 우선 교사의 양적 확보가 있어야 하고 교육
투자 증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교권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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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수 있다.
다섯째, 교원의 位相을 높여줘야겠다.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학부모에게 뺨을 맞고 위협 당하며 또한 일부 교사의 촌
지 사태를 가지고 교직사회가 마치 범죄 집단인양 몰아 부치며 스승의 날을 옮기느니
없애느니 하면서 공공연히 교원 죽이기를 일삼는 현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교권도 없으며 아예 처음부터 교권이 남아 있지도
않았다. 더 이상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가 함께 협력해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원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토에서는 훌륭한 교육자가 없을 것이며
교육의 침체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교육에도 득될 것이 없으며 교육적
으로도 비능률, 비생산적이어서 굳이 경제논리로 따져봐도 국가적 손실이다.
따라서 교원의 위상을 높여 우대하여야 하고 교권은 하루 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교
사는 교실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릴 수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내일의
역군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작게는 내 자식의 장래문제가 걸려 있고 크게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
이다.
여섯째, 敎育行政 편의주의도 지양해야 한다.
앞에서의 교권침해 사례중 학부모의 촌지 교사 신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교육청이 학부모를 계속 감싸고 돎으로서 결국 교단을 떠난 사례는 행
정편의주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이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에 하나라도 교사의 위에 군림하는 권위의식이 있어서도 안된다. 진정으로 교
사를 이해하고 교단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해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교권을 바로 세워주는 길이기도
하다.
일곱째, 교육 행정가의 투철한 奉仕精神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도와 주어야겠다. 교원들이 평소에 고민이 많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면 잡다한
일들이 뇌리에 되뇌이게 되어 充實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평소에 교육행정을 맡고있는 사람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
한 마음으로 전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위해 애로가 없이 오로지 어린이들의 교육에
만 전념할 수 있는가에 힘을 기울여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이 바로 서고 나아
가 존경 받고 신뢰로운 교원상이 정립되어 교권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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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활용한 자율적인 영어능력의 신장
1 인터넷을 통한 영어학습

옥구초등학교 교사 이 덕 수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종래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지양하고 의사 소통 능력의 개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적 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학습은
문자정보, 그림정보, 사진, 소리,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4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활동이 효과적이다. 멀티미디
어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터넷은 전세계의 컴퓨터들을 모두 연결하여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
넷이 가지는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필요성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
을 정보화사회에 대비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법을 지도하고 있
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불리울 만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학
습의 도구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영어학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용선 망이 점차 확산되어 수년내에 모든 초등학교에도 보편화 될 전
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동호회를 만들거나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
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지방에서 인터넷에 제공한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편지나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E-mail).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바로 수신인
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인터넷 사용자이면 전 세계의 누구에게라도 컴퓨터를 이
용하여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2) 유용한 정보들을 송수신할 수 있다 (FTP: File Transfer Protocol).사용자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발견한 생생한 오디오 자료나 비디오 자료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 파일
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원거리에 떨어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Telnet).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컴퓨터
와 연결하여, 그 컴퓨터 내에 있는 공개된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컴퓨터 용
량보다 큰 규모의 용량을 가진 프로그램도 수행할 수 있다.
4)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Gopher).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빠르
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5) 관심사가 동일한 사용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수 있다. (Usenet). 국내 PC통

신에서 볼수 있는 동호회와 같은 성격으로, 국내 PC통신이 우리 나라 사용자들을 대상으
로 한다면, 인터넷은 전 세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그래픽 환경과 하이퍼 텍스트에 기반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Web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로, 현재 가장인기가 있는 서비스 기능이다. Web은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두
고 문자, 음성, 화상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며, 위의 다섯가지를 활용
을 포함한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능력의 신장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정보가 필요한 학자들은 인터넷에서 세계각국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다른 학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 인터넷의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의 검색 범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학구열을 자극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학문분야의 정보들을 무시할 정도의 비
용으로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 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도구로써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영어 교수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인터넷은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교수 매체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개선 되
어야 할 부분이나 단점도 있다.
1) 영어 교수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장점
(1) 영어 교수 매체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사용자들을
저렴한 비용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점이다. 시내 전화 요금으로 외국의 사용자와 연결
하여 화상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2)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3) 정보가 갱신(updated)되는 기간이 기종 매체들보다 짧다. 서적의 경우는 개정판이
출판되려면 약 5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는 매일 매일 갱신되는 것이 많다.
(4) 기존의 여러 가지 교수 매체들이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책처럼 문자

나 사진, 그래프를 전달해 주며, 오디오 테이프처럼 소리정보를 제공해 주고, 비디오나 영
화처럼 영상을 전달해 주며, CD-ROM처럼 상호작용을 허용한다. (McManus,1996).
(5) 인터넷은 인터페이스 언어가 영어이므로,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준
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흔히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횟수를 늘리라고 권고
한다. 인터넷은 생각과 대화에 영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을 제공한다.
2) 영어 교수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단점
(1)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시간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뛰어나고, 검색 도구의 성능이 발달함에 비례하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수업은 비용이 많이 든다. 컴퓨터의 구입에 비용이 들며, 인
터넷의 사용에도 비용이 든다.
(3)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드물다.
학습자료는 학습자의 수준과 태도를 고려하고, 학습자들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 그
들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고 수준 높은 교수자료의 제작에는 능력
있는 집필진들이 참여해야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에서 그런 집필진이 제작한 자
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5.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교육
1) 인터넷을 통한 영어 교육의 4가지 지도영역별 활용
(1) 말하기
(가) 인터넷을 통한 말하기 교수 방법에는 인터넷에서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인터넷
의 자료를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에서는 전자 우편(e-mail)이나
ICQ 나 IRC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나) 인터넷을 통해 시내 전화 요금으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웹 전화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한 후, 상대방의 인터넷 주소
와 이름을 알면 가능하다. 서로의 컴퓨터에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얼굴을 마주 보
고면서 통화할 수 있어 영어 말하기 교육에 아주 적합하다.
(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보를 수업 시간 중에 대화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소개한 뒤,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 주어 제시된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
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2) 듣기(Listening)

음성 정보가 포함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에서 듣기 자료를 구하여 수업에 이용 듣기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듣기에 사용 가능한 사이트는 Real Audio(http://www.real.com),
이나 에듀넷의 플러그인 모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Cool Talk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접속된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3) 읽기(Vocabulary,Grammar,Reading,Comprehension)
영어 학습에서 읽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읽기 기능은 일반적으로 어휘, 문법, 그
리고 독해력을 포함한다. 인터넷에서 어휘의 학습은 우선 웹 검색기의 헤드라인에 제시되
는 어휘의 학습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단어 공부를 하려면, 날마다 한 개의 단
어씩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 An Elementary Grammer와 The English grammar Clinic,
http://www.lang.uiuc.edu/r-li5/등이 있다.
(4) 쓰기(Writing)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어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쓰기일 것이다
E-mail을 통해서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상대방과 글을 주고받음으로써 쓰기 능력이 향
상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편지는 수신인에게 도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만, 컴퓨
터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는 수 초 후에 수신인의 컴퓨터에 도착한다.

6. 초등영어 학습에서 인터넷의 적절한 활용방법
1)에듀넷을 이용한 영어학습
(1) 다양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학습의 사이트는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지만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은 인터넷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어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에듀넷의 URL은 http://edunet.nmc.nm.kk/로 이를 북
마크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메뉴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흥
미진진하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의 활용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차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한 예로 물어보세요 난에
들어가면 영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해주는 난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영어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고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3) 다양한 초등학교 영어학습자료의 소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학습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사이트가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료를 소개해주는 코너이다. 여기서는 활용대상, 자료의 성
격, 자료의 구성 등 학습자료를 소개해 주고 필요하면 다운을 받아 컴퓨터에서 이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4)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개별학습코너의 이용
학습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개인차가 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학습에 있어서
도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져 먼저 학습목표를 성취한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다. 영어학습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든
지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게임위주의 학습자료들이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단어학습, 어휘학습, 문장구성 등 무엇이든지 선택만 하면 되
는 것이다. 에듀넷은 이러한 게임의 종류가 100여개가 넘어 수준별 학습 , 개별학습이 가
능하다
(5) 인터넷을 통한 그룹별 학습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리더를 정하고 그룹끼리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과제는 게임을 통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고 이를 찾아보는 것
이다. 게임의 내용이나 절차는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 되어있고 능력별, 그룹별로 이를 선
택할 수 있다
2) 인터넷을 통한 영어학습 방번
(1) 최신 정보의 사용이 요구될 때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경우에 인터넷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2)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전자 우편을 통해, 학습자들의 작문실력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인터넷이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3)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말하기 지도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원어민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이 인터넷의 활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유용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어번역 프로그램을 램에 상주시켜서 필요한 어휘를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언제든지 번역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어휘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준다.

7. 영어 교육 관련 정보 획득 방법
인터넷에서는 교사들이 영어 교육에서 터득한 기법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관심 분야가 비슷한 교사들끼리 자신이 발견한 연구 결과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영어 교사들이나 학자들이 인터넷에서 공
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이트는 TESL-L(Teach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lectronic List)이다. TESL-L에는 1996년 4월 현재 79개국에서 약 7천명의 회원들이 가
입했으며, 회원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회원들은 E-mail을 통해서 특정한 개
인이나 집단,또는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영어
수업지도안, 활동,공부방,대화방, 영어교사를 위한각종자료, 게시판 등에 관한 자료는
http://www.culturekorea.com/weet 영어와 아동교육 정보 제공http://cdi.co.kr/main.htm
영어 공부 자료와 지침 제공 http://eng.darakwon.co.kr 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어 공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모음은 http://210.104.89.253/web6.htm(옥구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자
세히 수록 정리되어 있다

8. 결 론
새로운 교수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교육자들은 그 매체가 기존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를 궁금해 하며, 교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녹음 테이프나 오디오와 비디오 매체의 적용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이 발표되자 많
은 영어 교사들이 수업에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영어 교수매체로
등장하고, 잇따라 멀티미디어를 통해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훌
륭한 교수 매체를 교사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 하
겠다. 인터넷은 새롭고 강력한 교수 매체로써 우리 앞에 다가왔다. 대중 매체에서 인터넷
에 관한 특집물을 자주 보도하며, 학습자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영어의 네
가지 기능들을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쓰기와 말하기를 지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은 세계화되고 정보화되는 현대인의 생활
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활용 언어는 세계어인 영어이므로, 영어 교육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실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손종국. (1996). 생활 교육서 [인터넷]혁명.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조선일보 키드넷 본부.
이태욱,김성식. (1994). [최신 컴퓨터 교육]. 서울:형설 출판사.
지해정(1996). 서강대 인터넷 영어 강좌. [인터넷 영어]. 월간지. 다락원.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2 No. 1 Spring 1997
바른영어 교육 Vol 6 , January, 1997
MIE Joumal Vol 3, July, 1996
McManus, F. T. (1996). Deliuering Instruction on the World Wide Web.
Internet site: http://ccwf. cc. utexas. edus/%7Emcmanus

학습 부진아의 개별화 교육자료 개발과
투입을 통한 가감산 능력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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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본교는 도지정 종일교실 시범운영 학교이며, 본 연구자는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있어 학습 부진
아 지도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종일교실 운영 실천과제를 학습부진아 지도로 설정하고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지도와 연구를 하게 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국어, 수학 학습부진아를 완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장학 시책을 펴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도 지도에 임하고 있으나 다인수 학급 경영, 담당업무의 과중으로 학습부진아들의
특성에 따른 능률적이고 계획적인 개별화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도에 투입할 개별화 교육자
료 역시 거의 전무 상태이다. 그러므로 성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학
은 계열을 중시하는 교과 이므로 선수학습이 결손되면 후속학습을 할 수 없으며, 고학년으로 갈
수록 학습 결손은 더욱 누적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법으로 수학(연산) 학습부진아들의 조기 구제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지하고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B. 연구의 목적

1. 1학년 1학기 부터 2학년 1학기 까지의 가감산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체계화 하여 학습 요
소별 지도 유형을 선정하고, 요소별 유형에 따른 기초적인 이해 자료와 단계적 개별화 학습자료
를 제작하여 성취 수준에 맞게 투입하여 가감산 학습 부진아의 계산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
적을 두었다.
C. 연구의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가감산 학습 부진아의 학습 내용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학습 요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2. 학습 요소별 유형에 따른 개별화 학습자료의 개발은 어떻게 할것인가?
3. 가감산 학습 부진아의 계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개별화 학습자료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D. 용어의 정의

1. 가감산 학습 부진아 :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천적 능력 부족, 성격적,
환경적 요인등에 의하여 학습 성취가 1학년 가감산 학습 목표의 60%에 미달한 아동을 말한다.
2. 개별화 학습자료 :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개발 제작한 가감산 학습자료와 이해를 돕기 위
한 보조 자료를 총칭하는 말로서 개인별 학습능력에 따라 투입되어 지는 주자료와 보조자료를
말한다.

Ⅱ.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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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헌 연구

1.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부진의 원인과 지도, 수학과 학습 부진아의 일반적
특성, 학습 부진아 구제 방안, 학습 부진아 프로그램 개발 방향, 기초적 계산 기능의 학습, 개별
처방 학습 지도 형태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였다.
B. 선행 연구의 분석

1. 부분적인 결손이나 오류의 진단을 통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부진아의 개인별 성취 수준에 따른 단계적 지도가 바람직하다.
3. 개별화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개인별 성취 수준에 맞추어 학습자료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C. 실태 분석

학습 부진의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생활기록부 분석, 가정환경 조사, 학생 의
견 조사, 가감산 학력 부진아 지도 실태, 전교과 학력 실태, 가감산 학력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Ⅲ. 실행목표 설정
Ⅳ. 연구 방법

A. 대 상 : 익산함열초등학교 2학년 가감산 학습 부진아 10명
B. 기간은 : ’97. 2. 1 - 98. 2. 28 (13개월)
C. 운영의 방법 및 절차 (생략)

A. 실행목표 1의 실천

Ⅴ. 연구의 실제.

1.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별 가감산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
2.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산 영역의 지도 내용 중 자연수의 가감산 분야 위계표를 작성하여 자
료 개발에 참고 하였다.
3.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까지 자연수의 가감산 학습요소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고 교과
서 문제의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할 개별화 학습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4. 학습 자료의 제작
a. 제작 내용 : 개별 성취 수준에 투입할 개별화 학습자료를 기초자료 25점(1-1수준), 단계별
학습자료 47점(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가까지)을 제작하였다.
b. 자료의 제작
가감산 학습 부진아들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계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1) 개별학습 자료 Ⅰ- 1,2 의 제작(1학년 1학기 기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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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실물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b) 가장 기초 단계 자료로써 구체적이며 흥미롭게 제작하였다.
c)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접는 선을 두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도록 하였다.
d) 0-9 까지의 수를 반구체물을 이용하여 덧셈과 뺄셈의 등식을 세우고 단계적, 발전적
사고활동을 돕도록 하였다.
2) 개별화 학습자료 Ⅱ
a)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의 기본적인 문제를 47단계로 제작하였다.
b) 그림이나 도해 또는 실제 조작을 통하여 원리를 이해하게 하였다.
c) 한 카드에 10문제를 제시하여 부담감이 없도록 하였다.
d) 안내를 통하여 잘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부족하거나 해결이 안되면 되돌아가
복습을 하도록 하였다.
<개별학습자료 Ⅱ의 구성> 명칭 : 단계별 수학 밑다짐 공부
학년․학기․단원
1-2-6
단계
31
내 용
두자리수± 두자리수(받아올림이,내림이 없는)
이해문제 (그림이나 도해 또는 실제 조작을 통하여 월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실습 문제 10문제
3) 보조자료 제작
학습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돕기 위하여 간이 계산 수판, 종이 학습판, 자석식 가변 학습판을
제작하였다.
B. 실행목표 2의 실천

1. 97. 4.1 - 97.11.30(7월제외)에 걸쳐 매일 방과후 1일 2시간 주 4일 지도하였다.

2. 개인별 학습 성취수준에 따라 개별화 학습자료를 투입하기 위하여 개인별 성취수준을 설정
하여 투입하였다.
3. 개별화 학습지도 모형을 정립 적용하였다.
문제파악 ➡ 탐색 ➡ 해결 ➡ 음미 ➡ 연습 ➡ 정리
⇩
⇩
⇩
⇩
⇩
⇩
∙문제해결 및 ∙개념정리
∙목표 인식 ∙과제의 분석 ∙구체적인 조작 ∙과정검토
수련
∙원리법칙 공식화
∙선수학습 ∙해결방안탐색 ∙과제해결
∙원리법칙확인 ∙기능숙달
∙형성평가
4.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단계별 개별화 학습 자료를 투입하였다.
개 별 성 취 ➡ 학습자료의
학습자료의 ➡ 학 습 문 제 ➡ 안내의 지 ➡ 형성평가 ➡ 과제학습
공부할
문제
➡
수준의 확인 확인
문제 해결 풀이
시대로하기 문제풀이
제시
5. 보조자료 활용 : 계산의 원리와 이해도를 높여 계산 기능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간이계산 수
판, 종이학습판, 자석식 가면 학습판을 제작∙활용하였다.
6. 문제의 오답 경향 분석과 지도 계획
가감산의 지도 과정 중에서 문제의 오답 경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에 의하여 지도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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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감산 오답 경향 분석표 : 가감산 지도시에 오답의 빈도가 높은 영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요 인
문제 및 오답
오답 경향
교정 지도
62-2 = 42
1.자리값울 ①
◦ 1의 자리를 10의 자리로 계산함 ◦ 세로셈 형식으로 바꿔 지도
②
87-8
=
7
몰랐을 때 ③ 54-13 = 23
◦ 자리값울 모르고 자리를 잘 못맞춤 ◦ 구체물에 의한 자리값 지도
2. 0의 개념을 ① 7 + 0 = 0
◦ 어떤수 + 0은 0이라고 생각함
◦ 수에서 0의 자리값 지도
몰랐을 때 ② 400+300 = 70
◦ 0을 더하여 자리 값으로 처리함 ◦ 0의 개념 지도
17+8 = 115
◦ 7+8에서 10의 받아올림 처리를 못함 ◦ 가로셈 형식에서 세로셈 형식으로
3. 받아올림을 ①
26+38 = 54
◦ 6+8=14에서 10의 자리나 1의 자리, 10 ◦ 구체물에 의한 형식화
몰랐을 때 ②
③ 268+174=332, 3142 의 자리에서 받아올림 처리를 못함
자리가 0이면 그 다음 자리 ◦ 구체물에 대한 원리 이해
4. 받아내림을 ① 602-135 = 577 ◦ 받아내린
에서 직접 받아 내린 것으로 생각함 ◦ 가로셈을 세로셈 형식으로 지도
몰랐을 때 ② 26-9 = 23
◦ 받아내림 자리값에 대한 생각이 틀림
b. 오답의 분석에 따른 지도
<예시> 자리값 지도 과정안
지도요소
과정
지도내용
비 고
54 + 13
⑩⑩⑩⑩⑩ ①①①①
54
+⑩
①①①
구체적
+ 1 3 ∙자석식 가변 학습판
조작화
6 7 ∙구체물
⑩⑩⑩⑩⑩ ①①①①
⑩
①①①
(두 자리수)
∙간이 계산 수판
+
십일 십일
십일
∙종이학습판
(두 자리수)
5
4
+
1
3
50
+
4
5
4
∙모형화폐
형식화
+
10 + 3 +
13
67
심 화 5 4 + 1 3 =(=( 5500 ++ 410) +) +(10( 4+ +3)3 )
발 전
=6 0 + 7 = 6 7
7. 가정 학습의 지도
방과후 특별지도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용이나 더 발전적인 문제를 능력에 맞춰 과
제로 제시하여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는 학교에 남아서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8. 나의 자람 카드 활용
개별학습 시간에 개인별 능력별로 해결한 과제 중에서 더 심화시켜야 할 내용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 시키며, 개인별로 해당 급수의 진도를 알게 하고 성취 의욕을 북돋
우기 위하여 ‘나의 자람 카드’를 소지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9. 흥미 유발을 위한 놀이 학습지 개발 활용
아동들이 흥미롭게 게임놀이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계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놀이학습
자를 제작 활용하였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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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별 학습지도 일지 작성 활용
개별화 학습자료에 의하여 개인별, 능력별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인별 학습 과정과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개인별 학습 성취 상황과 문제점 및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Ⅵ.연구 결과 및 해석
A. 연구 결과.

1. 덧셈, 뺄셈 공부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
a. 개별화 학습자료에 의하여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 좋아하고 있으며, 스몰스텝에 의한
단계별 학습지도와 오답 경향을 줄이기 위한 지도 방법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간이 계산 수판,
종이 학습판, 자석식 가변 학습판등의 보조 자료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b. 방과후 가정 학습 지도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방과후에 가정 학습을 집에서 하지 않고 학
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90%) 이것은 부모의 역할을 교사가 대행
한 좋은 결과로 해석 되었다.
c. 놀이를 통한 학습지도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참여도를 높여 가감산 능력 향상은 물론 수학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해석 되었다.
2. 연구자의 관찰 및 체험에서
a. 개별화 학습자료는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수가 아동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효과적이었다.
b. 개별화 학습지도 모형은 짧은 시간에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데 편리하였다.
c. 오답 경향은 교사가 평소에 파악하여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d. 간이 계산 수판, 종이 학습판, 자석식 가변 학습판은 가감산 보조 자료로써 아주 적합하였
으며 아동들의 이해를 높여 주었다.
e. 가정 학습 조력자가 없는 아동들의 가정 학습은 조력자가 있는 곳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
겠으나 학교에서 실시한 방과후 가정학습 지도는 매우 효과적었다.
f. 개별 학습지도 일지 기록은 아동들의 학습 태도에 진지함을 가져왔으며 학습 의욕을 높여
주었고 학습태도 변화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3. 수학과 학력 변화
a. 가감산 오답 경향의 변화 비교에서는 연구 초보다 연구 후에 42.0%의 오답 경향이 줄어
들었다.
b. 가감산 능력검사에서 연구초에 비하여 50.5점이 향상되어 급신장 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c. 개인별 가감산 향상도에서는 7명이 도달 목표급수를 통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도 거의 접
근을 하고 있다.
d. 수학과 학력 신장면에서도 3월 준비도검사 평균 25.5에서 12월 성취도 검사 평균 47.0점으
로 21.5점이 향상 되었다.(10명 모두가 5-35점까지의 향상을 보임)
A. 결 론

Ⅶ. 결론 및 제언

개별화 학습자료의 개발 활용을 통한 가감산 학습 부진아들의 가감산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
하여 2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가감산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별화 학습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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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가감산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개별화 학습자료인 자료(I), 자료(Ⅱ)는 내
용이 조직적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흥미롭게 구성되어 아동들의 학습지도에 매우 효과적이었
다.
2. 개별화 학습지도 모형은 능력별, 개인별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으며, 개인별 능
력에 따른 학습자료에 의하여 개별학습을 가능케 하였다.
3. 가감산 계산 과정에서 오답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도 과정의 적용은 계산의 오류를
줄여 주어 학습의 성취도가 증대되었다.
4. 가감산 계산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간이 계산 수판, 종이학습판, 자석식 가변
학습판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의 원리 이해에 큰 도움을 주어 가감산 해결능력을 높여 주었다.
5. 방과후 학교에서의 학습은 가정학습 조력자가 없는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놀이
를 통한 가감산 학습은 학습에 흥미를 갖게하여 가감산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6. 개별 학습지도 일지 기록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 수 있어 앞으로의 지도방향
설정과 반성의 자료가 되었으며, 아동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B. 제언

1. 학습 부진요인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자료외에도 지도 교사의 꾸준한 인내력과
반복적인 지도는 물론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2. 수학과 전 영역에 걸쳐 개별화된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조작을 통한 지도로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고 원리를 터득하여 부진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야 하겠다.
3.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칭찬과 보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겠다.
4. 학습 부진아가 일반 어린이들에게 소외나 무시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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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회 전국 과학전람회 작품요약서
(화학 부문)

빛의 파장이 식품의 부패와
산패에 미치는 영향

고창군 고창초등학교 교사 김 용태
고창군 가평초등학교 교사 김 순희

Ⅰ.동기 및 목적
각종 광선조사 하에서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속제의 용기들이나 흑색 또는
흑색과 거의 비슷한 광선 차단 효과를 가진 갈색병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리병과 같은 무색투명한 용기(容器)들을 사용하되, 이상의 카로틴류의 산화
를 후술하는 항산화제(antioxidants)의 첨가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유해성이 논의 되고 있다. 본작품은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대표하는 우유, 식용유지, 식육과 어
육 및 가공육을 중심으로 하여 분광학적방법의로 빛을 분리하여 파장에 따른 빛이 같은 조도에서
식품에 따라 부패와 산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동기와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내용
가.빛의 선택실험
1.분광기의 제작과 셀로판지의 흡광실험
(1) 실험장치 제작
분광 광도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 백색광의 스펙트럼과 색을 띠는 물질의
흡수 스펙트럼을 스크린에 투영시켜 빨, 노,파,녹 셀로판지가 어떤색을 흡수하는 지를 알고 가시
영역중 빨강,녹,보라 빛을 선택하였다

(2) 실험내용에
빨강색 셀로판지의 흡광 실험
400

파장(nm)
흡수된 빛

자외부

보라

500
남 파
색 랑

나타낸 보색

녹

600
황 노
녹 랑

700
주황

빨강

적외부

빨 강

파랑색 셀로판지의 흡광 실험
400

파장(nm)
흡수된 빛

자외부

보라

500
남 파
색 랑

녹

나타낸 보색

600
황 노
녹 랑

700
주황

빨강

적외부

파랑

2. 광원에 따른 셀로판지 투과빛의 밝기
(1) 셀로판지의 조도 측정
시중에서 판매되는 셀로판지는 진한 정도가 일정 하지않아 특정파장의 빛을 선택할 때 같은 조
도를 얻기가 어렵다.

빨,녹,파랑의 셀로판지 10여장을 물에 담가 색소를 녹여내면서 1일 1장씩

건조시켜 투광도가 다른 셀러판지를 얻고광원에 따라 투과된 빛의 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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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셀로판지 투과 빛의 조도 변화
광

원

투과전 조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녹색
셀로판지
투과후
조도

빨강색
셀로판지
투과후
조도

자연광

형광등

백열등

1170Lux
830
880
870
900
630
500
820
800
600
610
620
630
640
650
680
690

510Lux
320
340
320
340
200
130
350
360
170
180
120
170
120
160
130
150

510Lux
320
340
320
340
200
130
350
360
250
270
240
260
240
250
240
240

가시분광법을 기초로한 셀로판지의 조도 측정실험에서 자연광을 기준으로 셀로판지를 배합
하여 조도를 맞추었을 때 백열등에서 측정하면 붉은색이 밝아지고 형광등에서 측정하면
푸른색이 밝아지며 어두워졌다.

(2) 빛의 선택
셀로판지를 색깔별로 합하여 다음과 같이 빨,녹,보라빛을 선택하고 자연광을 기준으로 같은
조도로 하였다.
<표 2> 빨,녹,보라빛의 선택
구분

셀 로 판 지 의

빛
빨

강
녹

보

색

빨강색 셀로판지 + 노랑색셀로판지
녹색 셀로판지 + 파랑색셀로판지

라

빨강 색셀로판지 + 파랑색셀로판지

〈표2>와 같이 선택한 빛도 조도가 같지 않을 때는 색소를 녹여내고 녹여낸 색소용액을 이용하여
Conwey검측시에 같은 조도가 되도록하였다.

나.식물의 부패에 빛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
1. TTC (2,3,5-triphenyl trazolium chloride)시험
(1) 실험법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 소세지,어묵,맛살,조기,오징어,고등어,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표
3〉에서 선택한 빛 빨강,녹,보라빛과 빛에 노출 차광을 하여 사례에 식품시료 5g씩을 넣고 자연
광,형광등,백열등에서 파장에 따른 빛이 식품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TTC 시험법으로 하였다.

- 3 -

(2) 특정파장의 빛과 식품에 따른 TTC 결과
〈표3〉특정파장의 빛과 식품에 따른 TTC 결과 (3회평균)
식

품

광

원

빛

부패반응시간

순

비

23시간 00분
24시간 50분

1
3

차광 26시간 50분

자연광

빨
녹
보라

23시간 30분

2

노출 20시간 05분

빨
녹

22시간 10분
20시간 35분

1
2

차광 23시간 20분

최저온도

보라

20시간 35분

2

노출 20시간 00분

14℃

빨

30시간 50분

2

차광 31시간 50분

녹

28시간 30분

1

보라

28시간 30분

1

돼지고기
최고온도
20℃

백열등

형광등

고

노출 27시간 20분

․ 특정파장의 빛이 식품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실험은 세균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TTC부패 간이
검사법에 의하면 자연광과 백열등에서는 붉은색이 빠른 부패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보라색이었
다.
․ 자연광과 백열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품은 녹색포장을 하여야 하며 형광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
품은 붉은색 포장을 하면 보존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2. 식육과 어육의 휘발성 염기질소의 정량(Conway의 미량 확산법)
(1) 실험법
육식품의 휘발성 염기질소의 존재는 부패에 의한 암모니아, TMA(trimethyl amine)등
의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선도에 관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측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림과 같은 장치에 피검액, 알칼리액, 붕산을 넣고 밀폐
하여

검액과 알칼리액을 혼합하여 생성하는 휘발성 연기를 확산 현상을 이용하여 붕산

에 흡수시키고 적정법으로 정량하는 미량 확산법을 말한다.
(b-a)×f
휘발성염기질소(mg/%)=0.14 × ×100×d
W
W : 검체 채취량(g)
f : 0.01N-NaOH의 여가
d : 희석배수
◉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종류별로 50g을 취하여 증류수100ml을 가한후 끓여 그 여액을 시
료로 사용하였다.
◉ 검측기는 새로 제작하여 용량을 크게하여 실험오차를 최소로 하였다.
◉ 자연광에서 파장을 선택하고 조도는 유색용액을 셀로판지와 함께올려 놓아 조절 하였다.
◉ 실험법에 의해 시료를 아침에 넣은후 8시간후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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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파장의 빛과 휘발성 염기질소정량 결과 (3회실험평균)
<표4> 특정파장의 빛과 휘발성염기 질소량
구분
식품

선택빛

NaOH적하량

휘발염기질소

(ml)

(mg%)

순

1.8

0.90

1

녹

1.6

0.78

2
3

어묵

빨

980Lux

보

라

1.7

0.73

20℃

차

광

1.9

0.62

노

출

0.6

1.35

빨

1.2

1.01

1

녹

1.5

0.84

3
2

맛살
1150Lux

보

라

1.4

0.90

22℃

차

광

2.0

0.56

노

출

0.6

1.34

․ Conwey 미량검측법에도 자연광과 백열등에서는 붉은색이 빠른 부패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보라
색이었다.
․셀로판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보랏빛 중에는 장파장의 빛이 통과됨을 알 수 있다.
․ Conwey 검측법에의해서도 자연광과 백열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품은 녹색포장을 하여야 하며
형광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품은 붉은색 포장을 하면 보존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다. 식품의 산패에 빛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
식품의 부패는 세균에 의한 작용이며 산패는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화학작용이
다. 화학적 작용의 영향을 받는 식품은 대표적으로 유지를 들수 있어 비교적 빨리 변화가 나타나
는 돈지를 시료로 하여 30ml씩 비이커 5개에담아 특정파장의 빛을 조사 하여 시간에 따른 POV 변
화를 측정하였다.

1. 특정파장의 빛이 유지의 POV에 미치는 영향
(1) POV측정법
<시약>
빙초산, Chloroform, 요오드화칼륨 포화용액, 증류수 1% 전분용액,
0.1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조작>
시료 1g을 200mL들이 삼각 플라스크에 정확히 평량하고, CHCl3 10mL를 가하여 용해해서 다시 빙
초산 15mL를 가하여 혼합한다.
게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다음으로 요오드화칼륨 포화용액 1mL를 가하여 마개를 막고 심하

마개를 빼어 물 75mL를 가하고, 전분 용액 5-6방울을 넣은 다음 마

개를 막아 다시 1분간 심하게 흔들어 혼합한다.
될 때까지 적정한다.

다음에 0.1N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으로 무색이

본시험과 병행하여 공시험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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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과산화물가(POV.)=

( a - b)×F

S

×100

a: 본시법의 티오 황산나트륨 용액의 적정치(mL)
b: blank test의 티오 황산나트륨 용액의 적정치(mL)
F: 티오 황산나트륨 용액의 역가
S: 시료 채취량(g)

(2) 특정파장의 빛이 돈지의 POV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결과
〈표5〉특정파장의 빛이 돈지의 POV에 미치는 영향실험 (온도 25℃)
빛 선택
노 출

보 라

녹

빨 강

차 광

Na2S2O3

0.70

0.70

0.70

0.70

0.70

POV

7.0

7.0

7.0

7.0

7.0

Na2S2O3

1.20

1.10

1.05

0.90

0.80

POV

12.0

11.0

10.5

9.0

8.0

Na2S2O3

1.70

1.50

1.20

1.10

0.90

POV

17.0

15.0

12.0

11.0

9.0

Na2S2O3

2.40

2.00

1.70

1.40

1.20

POV

24.0

20.0

17.0

14.0

12.0

Na2S2O3

3.50

2.80

2.60

2.30

1.80

POV

35.0

28.0

26.0

23.0

18.0

Na2S2O3

4.70

3.60

3.20

2.90

2.10

POV

47.0

36.0

32.0

29.0

21.0

구분
처

음

2일후

4일후

6일후

8일후

10일후

․

특정파장의 빛이 식품의 산패에 미치는 영향실험중 POV가에 의하면 빛의 작용에 의한 산화반응은
짧은파장의 빛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2. 특정파장의 빛이 돈지의 TBA가에 미치는 영향실험
(1) 실험법
유지의 산패생성물과 Thiobarbituric acid가 작용하면 적색 색소를 생성하므로, 이것을 비색정량
한다. 생성한 적색 색소는 malonic aldehyde와 thiobarbituric acid의 축합물이라 하나 아직 상
세한 점은 미흡하다. 이 반응은 여러 식품의 산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고 알려져서, TBA시험 또는 TBA가라 칭하게 되었다.
<시약 및 기기>
Benzene, 빙초산, TBA 시약

<조

1)

, Shimadz UV-210A,

작>
작은 비이커에 시료 약 3g을 정확히 평취하고, 10mL의 benzene을 사용하여 100mL의 분액 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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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옮긴다. 다음으로, TBA시약 사용량(mL)=시료 채취량(g)×4이 되도록 TBA시약을 뷰렛을 이용
하여 가한 후, 2분간 심하게 흔들어 혼합한 다음 방치한다.두층으로 분리되면 수층을 20×200mm
의 시험관을 취하고, 시험관을 끓는 물증에서 30분간

가열한다. 다음에 실온으로 냉각한 다음

그 내용물을 공 시험값과 대조하여 파장 532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계

산>
TBA가 =흡광도 ×100

--------1)특급 2-thiobarbituric acid 0.67g에 증류수를 가하여 에 가온 용해하여 전량을 100mL로 하고, 이것에 빙
초산 200mL를 넣는다. 이 시약은 사용할 때마다 조제해야 한다.

(2) 실험 및 결과
① 돈지 20g을 샤레에 넣고 <표 4>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셀로판지를 샤레위에 넣고 아래 부분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선택한 빛만 작용하도록 하였다.
② 노출, 차광, 빨강, 녹,보라 빛으로 구분하여 광조사한후 10일후 TBA가을 측정하였다.
<표 8> 특정파장의 빛이 돈지의 TBA가에 미치는 영향
노출 빛

차 광

빨

녹

보 라

노 출

흡광도

0.96

1.40

1.80

1.88

1.97

TBA

96

140

180

189

197

구분

특정파장의 빛이 유지의 TBA가에 미치는 영향실험에서는 노출, 보라, 녹, 빨강,차광순으로 TBA가
작아짐을 알수있었고 빛에 노출된 유지는 완전 차광때보다 TBA가가 2배이상 컸다.

Ⅲ. 결과에 대한 고찰
1. 가시분광법을 기초로한 셀로판지의 조도측정실험에서 자연광을 기준으로 셀로판지를 배합하여
조도를 맞추었을때 백열등에서 측정하면 붉은색이 밝아지고 형광등에서 측정하면 푸른색이 밝
아지며 붉은색이 어두워졌다.
2. 특정파장의 빛이 식품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실험은 세균의 작용에의한 것으로 TTC 부패 간이
검사법과 Conwey 미량검측법에서 자연광과 백열등에서는 붉은색이 빠른 부패를 나타내고 다음
으로 보라색이었다. 셀로판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보랏빛 중에는 장파장의 빛이 통과됨을 알
수 있다.
3. 자연광과 백열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품은 녹색포장을 하여야 하며 형광등에 많이 노출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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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붉은색 포장을 하면 보존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4. 특정파장의 빛이 식품의 산패에 미치는 영향실험중 POV가에 의하면 빛의 작용에의한 화학적
산화반응도 짧은파장의 빛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5. 특정파장의 빛이 유지의 TBA가에 미치는 영향실험에서는 노출 보라, 녹, 빨강 차광순으로
TBA가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고 빛에 노출된 유지는 완전 차광 때보다 TBA가가 2배이상 컷다.

Ⅳ.기대 되는 효과
1. 식품에 따른 효과적인 포장재료와 색을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면 맛살은 붉은색을
띠게 가공하나 붉은색은 자연광과 백열등에서는 부패를 촉진한다.
2. 식품의 종류에 따라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빛의 영향을 알아 효과적인 보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분광학적 방법에 의해 빛의 선택원리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여 식품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빛을 파장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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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줄이기 위한 유아 교수-학습의 계획 및 적용
김 영 옥 ( 전남대 유아교육과 )
Ⅰ. 서론
Ⅱ. 교육목표
Ⅲ. 교육내용
Ⅳ. 교수-학습 계획 및 적용
Ⅴ. 결론
Ⅰ. 서론
편견(bias)이란 옷감의 사선(바이어스)과 같이 비스듬히 엇갈리게 된 것, 보울링
(bowling) 할 때 공의 비뚤어진 진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
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생각으로써 어떤 사물에 대한 편애, 싫어함, 두려움을 통해 나타
나는 견해나 선입관을 갖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불완전한 정보에서 나온 일반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확한 지식이나 이유도 없이 어떤
집단이나 사람에 대하여 갖게되는 부정적 태도이다(Aronson, 1988; Derman-Sparks,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
으며 이는 인류문화가 지속된 이래 편견에 대한 사회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유아기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함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타인을 존
중하는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유아와 함께 생활하며,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도 수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교사로서 유아와 부모,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와같은 편견을 줄이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편견을 최소화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그 목표, 내용, 교수-학습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한
다.
Ⅱ. 교육목표
반-편견(anti-bias) 즉, 편견없는 교육과정은 4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다.

(Derman-Sparks, 1989 ; Hall & Rhomberg, 1995). : 1.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하기 ; 2) 다양성을 가진 사람과 편안하고 감정이입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
진하기 ; 3)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르기 ; 4) 편견에 대하여 행동하기이다.
4가지 목표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발달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인식
․성의 인식, 성의 불변성에 대한 인식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신체적 능력에 대한 인식
․가족, 언어, 풍습, 행동, 종족의 정체감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
․종족의 불변성에 대한 이해
․집단, 또래, 민족, 종족, 계층과의 관련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
․보다 큰 사회집단, 즉 지역사회, 도시, 지방과의 관련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
목표 2 : 다양성에 대하여 편안하고 감정이입된 상호작용하기
․신체적 특징, 능력, 사회적 행동,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 인식
․하나 이상의 속성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능력
․계층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해
․자기 중심성은 점차 감소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는 능력의 증가
목표 3 :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르기
․전체와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해석, 비교, 사고하는 능력
․추상적인 단계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하는 능력
목표 4 : 편견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야기를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행동, 느낌,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계획, 조직하는 능력
Ⅲ. 교육내용
반-편견 교육과정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
가? Neugebauer(1992)는 1) 아동의 행동 ; 2) 아동의 발달 적 요구와 학습형태에 대한 교사
의 인식 ; 3) 사회적 사건들이 바로 교육과정의 근 원 이 될 수 있다고 보 았 다. 또한

Derman-Sparks(1989)는 1) 인종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 무능함(disabilities) ; 3)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 ; 4)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 ; 5) 고정관념과 차 별 행동 없애기 등을 중요한 교
육내용의 근 원 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Hall & Rhomberg(1995)는 편견의 영 역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능력(ability) :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 실 상 어 린 아이들이 가장
널 리 인식하고 있는 능력은 신체적 능력이다.
․나이(age) : 늙 음, 젊 음 또는 그 렇 게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
․ 외 모(appearance) : 크 고 작은 키 , 살찌 고 마른 체형, 상 처 나 화상과 같은 보기 흉 한 상태
와 관련된다.
․ 믿 음(belief) : 사람이 믿 는 것과 믿 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여 러 가지 제도화된 종교, 무
신 론 , 자연과 정신주의의 힘 에 대한 믿 음, 정치적 신념 등을 포함한다.
․계층(class) :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생활방식을 반 영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의
미한다. 계층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은 개인의 직 업 , 주거의 유형, 의
복 , 교통수단과 교육적 배 경 등이다.
․문화(culture) : 동일 집단내의 다른 구성 원 과 공유하는 삶 의 방식이다. 이것은 사고방식,
신념, 언어, 휴 일 및 경 축 일, 관습을 포함하며 타인에 대한 행위의 통 합 적
관점을 반 영 한다. 우리들 각 개인은 가족, 인종, 사회의 각기 다른 문화에
소속되어 있다.
․가족구성(family composition) : 가족의 구조를 나타내며,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 었 고 누
가 가장이며 또 각 구성 원 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인
가? 와 같은 내용이다.
․성(gender) : 남 성, 여성을 나타내며 남 성성 / 여성성 및 이에 부여된 역할, 성에 의한 차
별 대우(sex ism)와 관련된다.
․인종(race) : 각 인종은 여 러 종족집단을 통 합 한 것으로 피 부 색 , 머 리형태, 얼 굴 과 몸 의
형태 등 유전적으로 같은 조상, 신체적 특성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
을 나타 낸 다.
․성적관심(sexulity) : 성적 근 원 과 취 향을 나타 낸 다. 때때로 게이(gay)나 레즈 비언
(lesbian) 부부같은 가족구성이나 동성애(homophobia) 등이 제기
된다.
이 10가지 주제 중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성적관심(sexuality)을 주제로 다 루 기는
아직 용이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나 머 지 9가지는 현재 현장에서 다 루 어지고 있거나 다 룰
수 있는 내용들이다.

Ⅳ. 교수-학습 계획 및 적용
1. 교수-학습 계획
반-편견 활동을 계획하는 데는 세가지 접 근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1) 결 합
(incorporation) ; 2) 인 격 화(personalization) ; 3) 확장(extention)이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 반-편견 요소를 구현하도록 내용을 반 영 해야 하며 다음으로 각 유아 개인에게 자 원
인사를 초청 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 밀 감을 느 끼 게 하고 이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편견 영 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반-편견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해서 물 놀 이나
(다 양 한 형태의 사람 스 폰 지), 인형(다 양 한 민족), 활동장면도입(남녀노 소) 등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 계획에서도 쉽 게 접 근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을 인 격 화하기 위한 작 업
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참 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친근감을 갖도
록 개념을 소개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연스 러운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 운 데 능력에서
문화로, 연 령 으로, 계층으로, 보다 많은 영 역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접 근법을 사용하는 과정에는 발달 상의 연속적인 순 서를 고려하게 된
다. 즉, 1) 노출 (exposure) ; 2) 친근감(familiarity) ; 3) 안락 감(comfort) ; 4) 감정이입
(empathy)으로 호기심이 많은 영 아기부 터 자연스 럽 게 시작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반-편견 영 역을 접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 되어야 하며 다 양 성을 친근감
과 안락 한 수 준 에서 받 아들인 후 질 적인 상호작용이 이 루 어지면 감정이입의 표현이 나타
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은 단계를 앞 의 3가지 접 근방법과 통 합 하여 보면 다음 <
그 림 1>과 같다.

↑↑
결인
합 격
화확
장
↓↓

반-편견 교육활동의 접근
노출:접하여봄
친밀감
안락감
감정이입 활동지향적
(exposure) (familarity) (comfort) (empathy) (pro-activism)
영아
────── ─→
걸음마장이
────── ────── ────── →
유아
학령기 아동

────── ────── ────── ──────

────── ────── ────── ────── ────

Hall & Rhomberg(1995) p. 86
<

→

그 림 1> 반-편견 교육을 위한 접 근

→

2. 교수-학습의 적용
Derman-Sparks(1989)는 교수-학습활동을 지 원 하기 위하여 특히 시각적․심미적 환 경
구성, 놀잇 감과 자 료 의 올 바른 선 택 , 질 적인 상호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며
Neugebauer(1992)는 자 료 와 교재․교구를 포함한 교육자 원 을 재점 검 할 것을 강 조하고 있
다. 남녀노 소가 다 양 하게 일하는 모습, 피 부가 다른 여 러 민족이 어울려진 사진 또는 다 양
한 가족 구성 원 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 니 라 나이많은 노 인들이 다 양 한 상
황 에서 일하는 모습 등도 포함 될 수 있다.
양 성성을 기르기 위한 자 료 들(우체부 아 저씨 -집 배원 ; 소방서 아 저씨 -소방 원 등), 특히
널 리 통용되거나 알 려진 자 료 에서 탈피 하도록 하는 일, 새 로 운 교재를 사기보다는 그 림 모
음, 잡 지, 사진 등을 가지고 작 업 을 함으로써 만 들어진 교재, 오 래된 자 료 를 새 로 운 장면으
로 부각시 키 는 일(예 를 들면 교 실 에서 쓰던 인형을 새 로 운 이 름 이나 상 황 으로 명명하여 손
가 락 인형 놀 이, 이야기 나 누 기 등으로 활용) 등이 고려된다.
교사는 발달 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적 합 한 실 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 양 한 조 망 수용능
력이 요구되며 교사교육이나 전문성 발달 을 위하여 반 드 시 이 러 한 훈 련이 포함되어야 한
다(Hyun & M arshall, 1997). 교사의 역할은 우선 생활문화 속에서 유아들을 서로 다른 새
로 운 사물이나 경 험 을 가지고 편 안 한 수 준 에서 촉 진하는 것이다. 명 절 이나 전통의상, 놀 이
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가치관이나 생활 양 식을 끌 어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부
정적인 관심이나 차이에 대하여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 나타 날 때 그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그리고 동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필요할
때 책 , 초 상화, 그 림 등의 자 료 를 적 절 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편견의 각 영역별로 그 계획에 대하여 유치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자료집의 내용으
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활동이라도 교수-학습 진행시에 그 방향성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① 인종
․자 료 : 「 같은 그 림 을 모으세요 」
세계 여 러 나라 사람의 그 림카드 를 가지고 분류 해 보는 게임을 한다.
< 유치 원 교육활동 지도자 료 집 9 권 pp. 1 70 -1 7 1 >
․활동의 방향 : 다 양 한 인종의 특성을 알 아보고 친 숙 하지 않 았던 국 가나 인종에 대하
여 친 밀 감을 갖는다.
․반-편견 기 술 : 인종적 차이 인식하기, 자신과 타인의 개성 인정하기
② 문화
․자 료 : 「춤 을 추어요 」
세계 여 러 나라의 민속 춤 에 대해 알 아보고 직 접 춤 을 추어 본 다.

유치 원 교육활동 지도자 료 집 9권 pp. 181-182>
․활동의 방향 : 다 양 한 나라의 민속 춤 에 관심을 가지고 희노 애 락 에 대한 느낌이 서
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 됨 을 경 험 한다.
․반-편견 기 술 : 문화적 다 양 성에 접 하기, 다 양 한 문화 존중하기
③ 가족구성
<

․자 료 : 「 가족 사진 액 자 만 들기 Ⅰ」
각 유아의 가족사진을 다 양 한 재 질 의 사진 틀 에 꾸 며 본 다.
< 유치 원 교육활동 지도자 료 집 3권 pp.2 9- 30>
․활동의 방향 : 청 소 년 가장, 장애아 가족, 노 인가족을 비 롯 하여 다 양 한 가족의 구성 원
및 역할을 알 아보고 다른나라의 가족구성 원 으로 확장한다.
․반-편견 기 술 : 유사점과 차이점 알 아보기, 다 양 성 인식하기
④ 외모
․자 료 :「 친구와 같은점, 다른점(Ⅱ )」 <이야기나 누 기 >
자기자신의 특징, 생 김새 , 옷차 림 등을 소개하고 나와 친구들은 어떤 것들이 같
고 다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 로 표현한다.
< 유치 원 교육활동 지도자 료 집 2권 pp. 18 6>
․활동의 방향 : 나와 다른 친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친구의 개성을 존중한
다. 특히 친구의 외 모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반-편견 기 술 : 유사점, 차이점 알 아보기, 다 양 한 가치 인정하기, 친 밀 감 촉 진하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자 료 집 이 외 에도 주변의 다 양 한 동화 책 , 사진 등을 자 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아래의 예 는 동그란 물체를 발 견하고 동물들 끼 리 무엇인지? 어 디 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추 측 해보는 것에 관한 동화로써 반-편견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
해 보면 다음과 같이 활용 될 수 있다.
○ 활동 :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 (만 4-5세 정도)
반-편견 영역 : 연 령 , 성, 신념
활동 목표 : ․물건의 다 양 한 용도를 안 다.
․연 령 과 성 별 에 상관없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아 본 다.
자료 : 「 동 글 이의 진 짜 이 름」 - 한 국 어 린 이 육 영 회 - 유치 원 교육과정 생활동화 33 - 도
구와 기계
활동방법 : ① 「 동 글 이의 진 짜 이 름」 이야기를 들려 준 다.

②
③
④
⑤

⑥

․어떤 이 름 이 어울 릴까 ?
․동 글 이는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일 까 ?
동 글 이는 누 가 사용하는 것인지 예측 해 본 다.
자신의 경 험 에 따른 다 양 한 용도를 생각한다.
타인에게는 쓸 모 없는 것이지 만 나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 할 수
있다.(우리나라→다른나라)
여 러 사람이 함께 재미있게 노 는 놀 이로 확장할 수 있으며 공 놀 이의 경우에
도 남녀노 소(여자 축 구단, 할 머니 , 할아 버 지 등)가 할 수 있음을 이야기 나 눈
다.
다른 신기한 물건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동화 더러운 손 이나 인종, 이상한 가족, 싫은
소재로 확장할 수 있다.

, 인과 백 인의 역할을 다 룬 내용을

냄새 흑

Ⅴ. 결론
이제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와 급 변하는 시대적 흐름 에 직면하고 있다. 우
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 양 한 문화에 접 하게 되 었 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보다 사물에
대한 폭넓 은 이해와 시야를 가 져 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가 매 일 행하는 크 고 작은 의
사결정이나 행동의 과정에는 신념, 태도, 가치와 같은 문제들이 상호 복합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합 의한 규범 내에도 보이지 않게 합 의되지 않은 규범’(이은화․ 김영옥 , 1993;
김영옥 , 1995)의 문제, 이중가치(d ouble stan d ard s)의 문제 등이 그 러 하다. 반-편견 교육은
다 양 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넓 히고 배 려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 러 나 결 코 ‘우 월
감 ’이나 ‘극 단적인 유 별 함 ’을 모두 인정하거나 추구하려는 것이 아 니므 로 편 협 되고 주관적
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주관있는 ’ 철 학과 판단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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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놀이 활동을 통한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교사 김 이 순
(김제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I.
A.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

연구의 동기

이미 구부러진 나무를 똑바르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린 나무에게 알맞은 양분과 수
분, 햇빛 등을 제공해 주면 쓸모 있는 커다란 나무로 가꿀 수는 있다고 한다.
흔히 유아들을 어린 나무로 비유하여 말하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의 강화’ 로
나타내고 있다.
예절이란,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규범이다.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예절의 뒷받침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좋은 버릇이 큰 인물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속에는 유아기 습관형성의 중요성과 어른들이 다음세대에 바른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가르
쳐야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슬기가 함께 담겨 있다.
유아들이 기본예절을 잘 모르고 그 실천 또한 매우 미흡한 것은 예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지도를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옛 조상들은 유아들에게 일찍부터 생활 속에서 특색 있는 다양한 놀이와 노래, 속담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육과 좋은 습관을 길러 주었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대상인 21세기를 이끌
어갈 유아들에게 전래 놀이와 전래 동요, 동화, 속담 등의 가치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영역을 설치 운영하여 기본예절 습관과 생활규범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내면화시키는 한편 인
간의 존엄성과 바른 가치관 교육의 강화로 자신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심성을 길러 주도록 교육하고자 본 연구를 설계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B.

연구의 목적

첫째, 전통놀이 영역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우리의 옛 노래와 놀이를 즐겁게 만나고 경험하면
서 ‘우리 것’에 대한 가치 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둘째, 학부모 계도 및 가정과의 연
계 지도를 통하여 예절습관 및 올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 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A.

연구의 설계

연구의 대상자 및 실태

연구의 대상
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아 17명 중, 만5세아(남:7, 여:5), 계 12명.
2. 실태
a) 유아
유아들의 예절 및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알아보고자 ‘나는 예의 있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장면별 이야기 나누기 및 역할 놀이를 실시해본 결과 유아들이 각 상황에 따
라 어떻게 해야할 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유아↔유아의 활동이나 교사↔유아간에는 알고 있는 예절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알고는 있으나 생활 장면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유아들에게 예절이나 바른 생활이 습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것이다.
b) 학부모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아들이 예절바르고 바른 생활습관이 정착되어 있기를 기대하고는 있
으나, 자신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사가 형
성시켜 주리라 믿고 있었다.
c) 교사
예절 및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
요성을 느낄 때마다 집중지도 하거나 또는 일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

B.

연구기간 및 절차

1. 연구기간
2 연구절차

1997. 3. 1 ～ 1997. 11. 30 (9개월)
생략
III.

연구의 실행

전통놀이를 통하여 우리 것에 대한 가치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킨다.

A.
1.
a)
b)

전통놀이 활동

우리 노래 부르기
국악 동요, 전래동요, 민요 부르기(1주 1곡 선정 지도하여 즐기게 함)
활동
어린이들이 우리의 옛노래를 즐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제작
한 전래동요 테이프를 활용하여 매일 3회 이상 반복하여 들려주고 「통합적인 활용을 위한 작은
책」을 제시 하였으며 놀이로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우리 동화 듣기
전래 동화나 전설을 1주 1편 이상 들려주고 듣고난 동화를 역할놀이로 실연하여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월
주
동
화
월
주
동
화
1 윷놀이 이야기
1 소가 된 게으름뱅이
2 어! 내 곰방대
4
7 2 견우와 직녀
꿀꺽꿀꺽 술장수와
3
덥적덥적술장수
4
도깨비 이야기
....................................후략
2.
a)

전래동화의 예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만들기를 좋아하는 떡할머니가 있었어요. 떡할머니는 감자떡을 만들었어요.
“이 떡을 산너머 우리 손자에게 갖다 줘야지.”
떡할머니는 김이 설설 나는 감자떡을 대바구니에 담아 집을 나섰어요, 떡할머니의 손자
는 깊은 산너머에 있었어요. 한 고개를 넘는데 어디선가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략
떡

3

.

속담
a) 유아에게 이해가 쉽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속담을 선정하여 1주 1편씩 외우도록 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월
주
속
담
1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2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4
3
티끌 모아 태산이다.
4
시작이 반이다
................................후략

b) 속담 지도의 예

동화 : 반말쟁이 정희
정희는 달기를 아주 잘하는 아이랍니다. 유치원에 갈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
기를 하면 제일 앞장서서 달리곤 하지요. 또 그림도 잘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도 잘하는 멋쟁이예요.
㈀ 예화 듣기
그런데 정희에게는 나쁜 버릇이 한가지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할아버지께서 “정희 밥 많이 먹었니?”하시면 “응, 많이 먹었어” 할머니께서
“유치원에 잘 다녀오너라, 차조심하고-” 하시면 “응, 걱정마. 갔다올게.”
또 유치원에 와서도 “선생님 나도 줘.” “나 못해, 싫어.” 어머니께서 “정희야,
........................후략
․동화를 듣고난 후 유아 개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게
하였다. ․나랑 정희를 비교해 보게 하였다. ․정희처럼 어른들을 걱정시키지
㈁ 소감 발표하기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교훈점을 찾아내게 한다.
․자연스럽게 존대말을 쓸수 있도록 습관화시켜야 함을 알게한다.
관련된 속담을 들려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러번 반복하여 외우도
㈂ 속담 들려주기
록 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말을 사용해야 함을 알수 있도록 상황
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했다.
㈄ 추후 활동
․1주, 1편씩 외운 속담을 계속 누가하여 23개의 속담이 일상 생활속에서 습관
이 형성될수 있도록 매일 반복 지도하고 실제 상황에서 유아들이 속담을 적절
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전통놀이 및 게임
전통놀이 영역을 교실내에 설치하여 자유선택 활동시 자유스럽게 활동 하게 하였다.
유아는 모든 놀이에서 그러하듯이 전통놀이를 통해서도 뛰고 달리고 목적물을 맞추고 숨고 알
아맞추고 또는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서 거침없는 정서를 표현하며, 또래들과 어울려 규칙을 만들
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상호의존성과 존중의 가치를 깨닫고
배우며 언어의 발달, 사고의 발달을 촉진화 시킨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통놀이는 ①단순한 손유희 같은 맨손 놀이 보다는 놀이감
이 있는 것이 좋으며 ②경쟁성이 적은 것이어야 하고 ③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부,1993)
(1) 전통놀이 : 놀이 속에서 예절과 질서를 익히고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
성시키기 위해 놀이방법이 쉽고 용구 제작이나 구입이 쉬운 놀이들을 선정하여 월 2 회 소개하
고 속담, 동화, 전래동요 등과 함께 전통놀이 영역에 비치하여 자유선택 활동시나 바깥놀이시
자유스럽게 즐길수 있도록 구안, 활용하였다.
★유아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월
놀 이 명 칭
놀 이 집 단 구 성
놀이 장소
윷 놀 이
2인 이상
교 실
4
투
호
혼 자
마 당
돌차기놀이
혼 자 / 소집단
마 당
5 고 누
2인
교 실
유객주놀이
혼 자
교 실
6
칠교놀이
혼 자 / 2인
교 실
풀각시놀이
혼 자 / 2인
교 실
7 구슬치기(공기놀이)
교실/마당
2인이상 소집단(혼자/2인이상)
(교실/마당)
......................후략
【전통 놀이 지도의 예 】.................생략
(2) 예절게임
유아기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녔으며 그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기초적 바탕이 되고
기본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길들이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출발점이다.
유아들의 좋은 예절습관을 기르기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번 반복하여 구체적인 행도의 방법이나
순서등이 습관화 되도록 매월 1가지씩 게임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놀이 및 게임 방법 예】 ― 인사 예절
(사전활동)
① 유아들과 함께 친구들, 어른께 하는 인사말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 알아보고 충분히
야기 나누었다.
② 교사는 유아들이 인사말을 할 때마다 상황카드를 보여준 후 역할 놀이를 했다.
③ 유아들과 게임 방법이나 자료에 관해 토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제목 : 어른께 인사하면 즐거워요)
① 준비자료 : 기본판, 인사나누고 있는 상황카드 12장,삼각 숫자주사위 (0～3),카드 넣는 통.
.
a)
4

활용방법 : ㉠ 두 사람은 놀이자가 되고 한 사람은 도움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 기본판 주위에 상황카드 12장을 12가지 동물그림이 잘 보이도록 펴놓는다.
㉢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간다.
㉣ 멈춘 자리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물카드를 하나 선택하고, 빨간 동
그라미가 있으면 한번 쉰다.
㉤ 도움자가 선택한 카드를 그림 전면이 나오도록 갖다 준다.
㉥ 카드의 상황그림을 잘 보고 도움자와 알맞은 인사를 나누고 통에 넣는다.
㉦ 게임이 모두 끝나면 가지고 온 카드 수를 세어보고 카드가 많은 사람, 혹
은 먼저 끝난 사람이 이긴다.
※상황카드 12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를 나눌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안녕히 주무세요.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②

B.

‘민속의 날’을 인성교육 실천의 날로 설정하여 운영

. 6월14일, 10월 4일 토요일을 ‘백석민속의 날’로 정하여 유아들이 한복을 입고 등원하여 전통
예절을 배우고 전통놀이와 노래등을 즐기며 전통음식과 차를 만들어 간식 시간에 먹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1일 보조교사제를 함께 운영하였다.
【민속의 날 운영 예】

10월 4일 (토)

활동주제 우리 옷을 입었어요
시간

활동명

:
:
～10:10

등원
자유선택활동
이야기나누기

～

11:00

요리 활동 및
간식

～

11:20

～ 9 00
～ 9 40

가 및 반성

평

활동목표

우리 고유의 한복을 바르게 입고 전통예적을 익힌다.
활 동 내용

유의점 및 준비물

놀이, 투호, 고누, 유객주놀이 등 민속놀이를 한다.
*민속놀이 도구 바르
게 하용하기
․오늘 우리들이 입은 옷은?
*보조교사를 활용
․어떻게 입었나?(누구의 도움으로)
․혼자서 입으려면?
․한복 입는법
옷고름 매기
대님 매기
*호박, 칼, 도마, 밀
․한복입는 순서와 예절
가루, 기름, 버너, 후
․한복을 입었을 때 *옷 여미는 법
*앉는 자세
라이팬, 접시, 그릇,
*걸을 때의 자세
뒤집개등 오리활동시
․전통 절 하는 법 남자, 여자 평절, 큰절
도구를 안전하게 사
1일 보조교사인 학부모와 함께 호박전을 부쳐 전통차와 함 용하도록 유의
께 먹는다.
*전통차, 다기
민속 놀이시
뜨거운 물을 조심해
요리 활동시
서 다루기
* 식사 예절
윷

학부모 계도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통하여 전통 예절 습관 및 올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되게 한다.
C

.

학부모 교육

.

가정과의 연계지도

유아들의 예절 습관 및 올바른 생활태도에 대하여 유치원과 가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지도가 이루어져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1회의 부모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습관화 정도를 점검하고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절활동들을 제시
하여 문제점 및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을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D

실천 점검표 활용.
연간 예절 지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절습관및 바른 생활 습관을 지도하고 부모와 유아들의 지
속적인 관심과 습관 형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나는 예의 있는 어린이”라는 실천 점검표를 제작하
여 매일매일 자기생활을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게 하여 실천을 아주 잘한 날에는 파란색, 노력
한 날에는 노랑색, 실천하지 못한 날에는 빨간색으로 색칠하도록 하였다. 다 칠해진 실천점검표
는 다시 유치원으로 가져와서 게시하여 유아들의 의욕을 높이고 학부모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정 교육에 활용하게 하였다.
【예절지도 프로그램】
월
생활장면
실천내용
월
생활장면
실천내용
1.

4

인사
옷을 단정히
실내에서

유치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내 옷은 내가 정리 할수 있어요
조용히 걸을 수 있어요

............................후략

8

전화예절
시장에서
내것과 남의것

전화를 공손히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소리지르며
뛰어다니지 않아요
내 물건을 친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 표생략

<예절습관 및 바른생활 습관 실천 점검표>

2. 가정

통신문 활용
월 1회 예절지도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작성 전통예절의 근본 뜻을 알고 학부모들이 솔선 수
범하여 실천하게 했으며, 가정에서 온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해야 할 필요성 및 내
용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므로써 유아들에게 전통예절에 대한 바른 인식 및 습관화 시키는데 학
부모들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IV .

실행결과

전통놀이 활동을 통한 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전래동요, 전래동화, 속담,
민속놀이 및 예절게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
「

적으로 제시하여 유아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우리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기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미흡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재미
있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매주 1곡의 「우리노래부르기」시간을 통하여
절대음감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동요보다는 요즘 유행하고있는 대중가요나 만
화주제가가 훨씬 더 익숙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매주「우리노래부르기」시간을 통하여 전래동요
를 듣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락에 친숙해 질 수 있었고 선정한 대부분의 전래동요가 유
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동요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효과적 이었다.
◎매주 1편의 「전래동화」 듣기와 「속담」 외우기를 통하여
유아기를 거치면서 인지와 언어가 점차 발달되어 유아들은 추상적, 상징적 정보까지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유아들은 실생활 속에서 겪는 경험에 기초하여 조상들의 풍자와 해학, 슬기를
이해하고 배우며 역할놀이로 실연하여보기도 하면서 가족애, 우정, 효도, 형제애, 인간존중사상
등 전통적인 가치와 더불어 함께사는 고운 심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전통놀이」 영역활동과 「민속의날 운영」을 통하여
전통놀이는 규칙을 따라하는 집단놀이가 많아 유아의 소근육 발달과 눈․손의 협응기술발달
및 수개념, 규칙개념 등 지적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경쟁하고 양보하면서 유아들의 놀이
형태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전통놀이를 즐기고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 되
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전통놀이로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인간관계기술까지도 배울 수
있음을 알았다.
두 차례의 민속의날에 한복 입기, 절하기, 전통예절 익히기, 전통음식 만들어 먹기 등 직접 체
험을 통하여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우리 것의 소중함 등 「우
리」 의식을 갖게 되었다.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하여 가정통신, 부모교육,나는 예의 있는 어린이를 꾸준
히 실천하고 격려 하므로써
가) 가정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통예절의 생활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고
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가정교육의 기능
이 향상되어 유치원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다) 실천적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흔적
김동수(시인,백제예술대학교수
이제 나는 기다림이 되리
외로운 날 네 무심한
그리움의 뜨락이 되리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나의 노래
너에 이르지 못하고
파편처럼 벽에 박혀 화석이 된다.
안타까워라
아름다운 것은 이처럼
얼마나 외로운 네 문 앞에서의 기다림이던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에게로
가지 못하고
언제 나는 네 속에 집 하나 지어
맑은 영혼의 쉼터 하나 가꿀 것인지
멀리 있는 그대
그대 있어 이젠
아무 것도 부럽지 않지만
때때로 날 흐리고 어두워지는 날
오지 않는 먼 길을
홀로 걷지 않은 자 누가 있으리
바람 불고 눈 내린
이 열망의 경계에
나는 얼마를 더 걸어야
네 오랜 그리움의 흔적이 되리

)

시작노트
시가 밥이 되느냐고 묻는 이도 있다. 하지만 때론 시가 밥보다 나을 때도 있다.
성찬을 차려 놓고 아무리 들라해도 밥 한 톨 입에 대기 싫을 때도 있기에..., 이럴
때 어디엔가 숨어 있던 삶의 진정(眞正)이 명경지수처럼 고여들면서 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조용히 시가 찾아오곤 한다.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또 그리워지는 것이다.’- 푸쉬긴의 ‘삶’처럼 그래-, 산다는
것은 이처럼 무언가가 항시 그립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또 조금씩
그리운 날의 자취를 남기는 것, 이 또한 훗날 우리네 삶의 흔적이 아닐런지?

*

김동수 통장번호:

506 - 12 - 124541(

농협)

열린교육과 학습자 중심수업
백 송 룡(오산초등학교장)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 3가지 중에서 ‘교사중심 대집단학습’의 비중을 줄이고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맨 먼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공개수업에서 교사중심수업이 보여 안타깝다.
지난 11월에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수업공개회에 두 번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학년 수업을 참관하였다. 먼저 타지역의 한 부속초등학교에서 주제가 ‘다중지능이론
을 적용한 수업’이라는데 관심이 끌려 들어가 보았다. 부속학교는 상설연구학교로서 열린
교육을 전부터 전개해 왔기 때문에, ‘가을이 간대요’라는 본시주제로 ‘가을에 편지쓰기’,
‘역할극’ 등등 다양하고 재치넘치는 과제로, 수업의 마지막 리포터 활동까지, 참관자들에게
도 생생하고 활발하게, 활짝 웃음꽃을 피우게 만드는 수업을 보여 주었다.
지정수업후 담임교사는 보고회를 위해 처음으로 오후 수업을 하느라 아동들이 기다리고
지쳐서 평소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겸손의 말씀을 했는데, 아동들의 가능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V모니터에 연결된 캠코더를 활동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넓은 TV화면에서 웃으며 인
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집단별로 이루어지는 과제별 활동도 자연스러웠고, 특히
문제 발상단계에서의 교사의 발문이 ‘어느 분단, 누구를 지명할까?“라는 말로 손드는 학생
을 줄이면서, ”김한솔“이라고 지명받은 아동들마다 모두 “네, 선생님!” 하는 반갑고, 선생
님이 존경스럽다는 ”네, 선생님!”하는 정감 넘치는 즉각적인 반응이 인상에 남았다.
반면 일 주일후에 참관한 같은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공개보고회에서 2학년 지정수업 ‘다
정한 이웃’단원에서는 문제확인 단계에서 “누가 말해볼 사람?” 하면 반전체 아동들이 손
을 드는데, 한 사람을 지명할 때마다 지명당하지 않은 아동들은 고개를 돌리며 짜증과 함
께 투정부리듯 하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이 수업을 보고, 두 가지가 특히 의문스러웠는데, 하나는 지난 3월부터 담임으로 아동들
을 지도해 오며 이제껏 많은 아동들의 발표의욕을 어떻게 해소시켜주었나? 하는 것과, 40
여명의 아동 모두가 담임교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또 집중되어, 그 동안 열린교육의 소집
단 협력학습을 해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한 원칙인 학습자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 환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살펴 보면, 지식구성과 학습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적 요
인(자기규율적 작용)과 사회구성원(학습자들, 교사)과의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개별적 지식 구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그 개인이 존재하고 있
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
습자 개인은 단지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지는 것이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
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은 우리교육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출
발했음을 열린교육 소식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열린교육의 목표는 자주적, 개방적, 창

조적, 민주적 인간의 육성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
도하였다. 이처럼 순수한 입장에서 출발한 열린교육은 5․31 교육개혁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였었다. 그러나
K교대 H교수는 질적인 면에서는 양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교육개혁이『교육철학의 변화→교육이론의 창출→교육방법의 개선』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반대로 교육방법(열린교육)이 교육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
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둘째는, 열린교육을 시도했던 인사들의 상당수가 객관주의 사상(구성주의 철학과 대립
됨)에 깊이 젖어, 이들의 시범수업에서 오는 자기모순적인 수업현상 때문이며, 이를 지켜
본 일부 교사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열린교육의 확산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교육의 중심 개념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한 실천사례의 수업결과를 보면, 과제해
결로 인한 자긍심 함양과 협동학습으로 타인(친구)에 대한 이해심 증가와 다양함의 인정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지식전달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교사중심 대집단학습의
높은 비중을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바꾸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나 수업환경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자, 안내자, 학습
과정의 격려자, 학습자와 대화하는자’ 라는 교사 역할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을 깊이 느껴
야 한다.
아동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과정의 전단계를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들이 제시하는 생각이나 질문은 어떤 것이든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가급적 교사 자신의 가치 판단적인 대답을 지양
해야 한다. 아동들이 교사로부터 감성적 격려와 존중을 받으면, 아동의 자긍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같은 감성적 측면의 발달과 더불어 아동의 인지적 측면의 발달(깊이 있는 생각,
성찰적 태도)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아동들의 생각이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진지한 대화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동들에
게 자긍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생각을 좀더 깊이 있게 하거나 발전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학습자 중심수업이
일반화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열린교육이 정착될 것이라는 바램을 가져본다.

생일 선물
남편은 반 쯤 잠긴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다. 엊저녁에 동료들과 술 한 잔하다가 귀
가 시간이 늦어진 탓에 아직도 잠결인 것이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인숙인데요. 오늘 생신 축하 드려요,”
“음, 그래? 잊지 않고 챙겨 주어서 고맙다.”
“아니예요. 선생님, 그럼 몸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음. 그래.”
덜 깬 잠 탓에 통화는 간단히 끝났고 내가 차려 준 아침상을 시늉으로 몇 술 떠서 물린
뒤 남편은 학교로 향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꽃다발과 함께 도시락이 배달되어 올 것이다.
벌써 십오 년 째 받고 있는 생일 선물이다.
남편이 담임을 맡았던 인숙이는, 이웃 동네에 사는 소문나게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시집
가서 지금은 방울을 둘이나 달고 애기 엄마가 되었고, 열 일곱이던 아이가 삼십을 넘기
며 인생의 중반을 바삐 달리고 있다.
남편이 그 아이를 담임하던 때는, 운동장에 황토 먼지만 자욱히 일어나는 시골의 사립
학교에 부임한 지 오 년이 막 넘는 때였다. 남편의 나이가 서른 둘.
교사로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이력이 붙을 나이에 2학년 4반 50명의 담임을 맡게 되었고
그 아이들 중에 정박아보다는 낫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한참 처지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강인숙. 2학년 4반 1번.
이미 학교 아이들 사이에선 따돌림을 받은 지 오래였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하지 않
는다는 것 등등을 남편은 담임 맡은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거의 파악한 터였다.
그 아이에게는 어느 선생님도 숙제 검사며 복장 검사를 하지 않았고 청소 구역도 없었으
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여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놀고 있느니 학교 나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며 놀러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면에서 그 아이는 열외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두들 무심
결에 그 아이를 사회 조직에서 떼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그 아이에게 일을 시키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회 조직에서 따
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꽤 비장한(?) 각오로 남편은 그 아이에게
시킬 일을 찾았다. 마침 그 반 학생 중에 우리와 한 동네에 사는 다연이란 학생이 아침
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받아 학교로 가져다주고 저녁에는 남편에게서 빈 도시락을 받아
내게 가져다주고 있었다.
남편은 다연이를 불러 ‘내일부터는 내 도시락을 교실에서 인숙이에게 주고 인숙이가 교
무실에 가져다 주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그 이튿날부터 점심 시간이 되면 늘 인숙이가 도시락을 들고 교무실에 왔다.
생긴 대로‘ 역시’였다.

점심을 저부터 먹고 선생님 도시락은 점심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가져 온다거나, 오른
손엔 도시락, 왼 손엔 찬통을 들고 김치 국물을 온 복도에 줄줄 흘리면서 선 머슴애처럼
뛴다거나 아예 2,3교시 째 아이들 하고 어울려 남편의 도시락을 먹어 치워버려서 제대로
점심을 먹는 날이 손꼽을 지경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입에 쓴 침이 돌도록 ‘부모님
과 선생님, 웃어른께는 제일 좋은 것으로 공손히 대접하는 것이고 도시락은 점심시간 되
자마자 예쁘게 들고 오라’고 얘기 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성급한 매미는 소란스레 여름을 알리고 있었고 교무실 밖 플라타너스
는 완전히 성장(盛裝)을 하여 이제 막 땅의 힘을 받기 시작한 풋보리 내음과 함께 모두
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때, 그 날 바로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2층 계단에서 인숙이가 바다 물감 색 파란
보조 가방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날아갈 듯 사뿐 사뿐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었다.
“보세요. 드디어 우리 인숙이가 도시락을 제대로 들고 내려와요.”
진작부터 인숙이를 포기하고 점심이나 편히 먹으라던 선생님들이 이 말에 모두 입구 쪽
으로 고개를 돌렸고 다가오는 인숙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숙이가 두 손에 받쳐
든 도시락 가방을 받으며 남편은 너무 감격에 겨웠다.
“그래, 인숙아! 선생님이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좋은 가방을 선생님 도시락 담아 줄려
고 샀니?”라고 물으니 대답 없이 씩 웃는 인숙이를 교실로 보낸 후 가슴 설레면서
도시락 가방 지퍼를 힘있게 주욱 내린 순간, 남편의 달뜨던 기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착 가라앉아 버렸다.
온통 붉은 황토 흙 속에 묻힌 도시락과 찬통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인숙이는 새로 산 신발 가방 속에서 황토 흙투성이인 자기 신발을 꺼내고 새 가방이랍시
고 남편의 도시락을 넣어 온 것이었다. 그 날 남편은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흙 묻은
도시락을 먹었고 그 뒤로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비둘기 색 긴 바바리 코우트를 입고 학
교에 와서 모두를 한껏 재미있게 해주기도 하고 소풍날 선생님 드시라고 반 아이들이 사
온 맥주를 저 혼자 몰래 몽땅 마시고 비틀비틀 걷기도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에
도 몇 번이나 인숙이는 남편의 점심 시간을 부도냈다.
그러나 누가 그랬더라? 세월이 약이라더니 학년이 바뀌고 인숙이의 얼굴에도 여드름이
자리를 잡아가며 좋아하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차차 철이 들더니 졸업하면서 시작한 생일
선물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철자법 틀린 정겨운 쪽지와 함께 말이다.
‘선생님 아무런 철이 없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선
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선생님 도시락 나르던 때 저희반 학생들이 저를 무척 부러
워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저 혼자 선생님을 좋아했던 생각도 나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드립니다. 양초 값이 케잌 값 보다 비쌀 때까지 사세요.’

세 번째 휘파람 소리
장정자
“여보세요.”
“휘이익,휘이익”
“여보세요.”
“휘이-익”
무심코 전화를 받았던 나는 전화기에서 휘파람 소리만 들려오자, 가슴이 서늘해지며 혹시
요즈음 흔히 말하는 장난전화가 아닌가 싶어 얼른 수화기를 놓으려고 하자
“장 선생님, 저 신 교감입니다. 벌써 잊어 버렸나봐요.”
“아휴, 교감선생님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장 선생님도 잘 계셨지요? 아! 휘파람 부르면 나오기로 약속하신 것을 잊어 벼렸어요?”
나는 98년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한 달전에 근무했던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무척 반가웠다. 35년 5개월동안 오로지 천직으로 알고 교단을 지켜오
다 스스로 떠날 때라고 생각하여 결정한 일이였지만, 막상 송별인사를 할 때엔 눈물이 주체
할 수 없도록 흐르는 것이었다. 그런 나를 보고 교감선생님은 ‘낫에 휘파람 부르면 꼭 나와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으나 정말로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휘파람 내용은 가을 현장학습을 간다고 오라는 것이었다. 말씀은 고마웠으나 가지못하였다.
또 한 달 후 두 번째 휘파람을 불어 시 지정 열린교육 수업공개를 한다고 초청하였을 때에도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다. 그러나 담임했던 아이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하여 선생님
보고 싶다며 연구발표 하니까 꼭 오라고 하였기에 혹시 내가 가면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하
지 않을까 조심스런 마음이 되어 학교에 가는 것을 삼가기로 하였다.
학교에 가서 작은 일이라도 도와 드리고 싶은 생각도 해 보았으나, 막상 퇴직한 학교에
다시 출근하여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았다.
86년도에 특수교사 해외연수를 받게 되어 일본에 다녀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는 명예
퇴직한 교사들이 무보수로 후배 교사들을 도와 학습 보조자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솜털처럼 내려앉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어디론지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다.
전화를 받고 보니 세 번째 휘파람 소리었다. 이 번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 시찰을 가는데 꼭
같이 가자는 내용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그 학교를 떠났는데도 챙겨주시는 훈
훈한 인정에 감동을 받아 같이 동참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얼마전에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
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동료 교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
하였다.
다음 날 반가운 얼굴로 일행을 만나 열린교육 연구학교를 탐방하여 수업 및 연구물들을 참
관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내장산에 들렸다. 이미 단풍은 거의 떨어지고 없었지만, 지

난 밤에 내린 하얀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가을 햇살에 부서지는 빨간 단풍임과 어우러져 있
는 모습이 신비로웠다.
오색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산책로를 거닐며 동료교사와 회고담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난산초등학교는 내가 마지막 근무했던 추억의 장이기도 하지만, 항상 가슴 저미며 사랑을
쏟았던 ‘상준’ 이라는 아이와 인연을 맺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상준이는 내가 작년에 담임을 했던 아이다.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주의가 몹시 산만
하며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여 학습에 지장을 주는 개구쟁이었다.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 못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동네에 와서 남의 집에 맡겨진 불우한 아이였다.
수업을 마치면 언제나 교문 밖에까지 하교 지도를 하지만, 집에 가야 반겨 줄 사람이 없는
상준이는 어느새 살그머니 다시 학교로 들어와 운동장에서 맨발로 혼자 뛰어다니거나 공을
차고 다녔다. 창 밖으로 가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저미는 듯한 아품을 느끼곤 하였
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늘 상준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상준이는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 아이의 몸짓,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밉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
러웠다. 그리고 혈육이 아닌 남인데도 정성을 다하여 맡아 기르시는 할머니가 고맙게 여겨졌
다.
“상준아, 항상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씩씩하고 정직
하게 살아야 해요”
상담 할 때마다 이야기 해주면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였다. 다행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갔고, 조금씩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어 담임이 바뀌어졌어도 변함없이 마음을 주고 받았는데 막상
퇴직을 하려고 하니 그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정말 섭섭하였다. 송별인사를 하고 마지막
떠나 올 때 내가 담임했던 3,4,5학년과 함께 운동장에서 서럽게 울던 상준이의 마지막
모습이 마음에 남았었는데, 축구선수가 되어 선생님 은혜를 꼭 갚겠다는 상준이의 편지를
받고 참 흐믓했다.
며칠 전에는 작년 학부형님께서 학교 신문에 상준이가 장선생님께 편지를 썼는데 너무 잘
써서 장선생님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읽어 드린다고 전화를 하셨다. 학교신문을 보고 자기
자식의 글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지고 떠나간 옛 교사에게 편지를 읽어 준 학부형님도 고마
웠다.
요즈음은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 교권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내가 근무했던 학교는 아직도
따뜻한 동료애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와 학부형님의 끈끈한 정이 살아있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추억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