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 일반 보충학습교재
문제 풀이학습으로 적극적 자율학습을 유도하는 학습자료
-제 28회 전국 교육자료전 컴퓨터분야 동상 수상 작품1. 필요성 및 목표
6년 남짓한 기간동안 고등학교 정보처
리과에서 수업하면서 교과서에 적절한
참고서를 갈망하던 중 96년 교육과정 개
편으로 전자계산일반 교과서가 바뀜에
따라 적절한 참고서의 부재를 예감하고
95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개정된 교
과서 6종을 검토하고 분석․종합․요약
과 문제 제작과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학습이 가능한 CAI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전자계산일반은 기초 교과로서 정보
처리과의 성공적 학습을 기약하고, 워드
프로세서, 정보기기운용, 사무기기운용,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취득에 자신감을
갖게한다.
2. 자료의 내용
1) 컴퓨터 개요 2) 컴퓨터의 구성과 원리 3) 컴퓨터의 활용
4) 프로그래밍 5) 베이식
6) 정보화 사회
3. 자료의 사용법
요약 : 판서의 주요 골간으로 사용하였고, 주관식 평가의 자료로서 학생 스
스로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5지 산택형 문제 : 학생 스스로 응용력을 확인해 보도록 과제로 활용하고,
객관식 평가에 활용한다.
문제 풀이 프로그램으로 옆 사람과 다른 순서로 출력하는 문제를 풀어, 즉시
결과가 나와 스스로 확인하고, 즉시 교사의 확인이 가능하여 칭찬하여 줌으
로서, 수업, 과제, 자율 학습에 활용 학생의 학습 의욕을 기르게 된다.
4. 교육의 효과
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에의 참여로 학생들의 기초 실력이 향상된다.
나. 교사의 학생 과제 검사가 용이하다.
다. 학생들의 자격증취득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이 증가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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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의 대상이요. 또 다른 하나의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보화사회란 무엇이고 이 정보화
사회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새로운
교육의 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매체의 다양성과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의 극복 등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수용과 이용은 보다 넓고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본론
1) 정보화란?
정보화 사회를 말하기 전에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적의미로서의 정
보(情報)란 ‘정황(情況)의 알림’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情報)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情)은 ‘의미
(意味)등의 내용’을, 보(報)는 ‘알리는 형식’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란 ‘의미(意味)’와 ‘형식(型式)’의 두 가지
혼합체인 것입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형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면 모두 정보가 될 수 있습니
다. 영어에서 정보라는 단어인 ‘information’ 역시 라틴어의 ‘infomare’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in+form’
입니다. 여기서 in은 ‘~으로 한다, ~에 준다’는 뜻이고, form은 ‘형체’, ‘형체를 갖춘다, 틀을 짠다’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구별해서 관련을 맺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질서(또는 혼돈, chaos)에 질서를 준다’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 유통을
통해서 정보 제공자가 일정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정보제공업체가 새롭게 창립되거
나 규모를 확장해 가는 것도 정보가 실체적인 상품으로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간지를 일년치 정성스럽게 모아 놓았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신문의 내용 가운데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보다운 정보’가 되려면 언제, 어느 일자, 몇 면에 내가 원하는 기사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참다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
럼 막연히 쌓아 놓은 정보는 꿰지 않은 구슬과 같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인덱스
(index)가 되고, 검색이 가능하며, 가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에 비로소 정보다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
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가장 초보 수준의 ‘정보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란 바로 개별적인 정보들을 정리하여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화에 중점을 두는 ‘정보화 사회’와 이에 따르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교육
(1) 정보화 사회의 변화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의사
소통에 있어서도 거리와 시간 개념을 한계를 극복함으로 시간절약, 속도절약 등 그 편리는 이루 말할 수 없
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공간(Real space)과 다른 새로운 가상공간(Cyber space)의 등장입니다. 사이버스페
이스는 거대한 온라인(online) 망(網)안에 존재합니다. 오늘날 전자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화된 공간 속
에는 단순한 정보의 교류만이 아닌 만남과 대화와 관계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얼굴한번 보지 않고 온라인
대화(Chatting)만으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도 심심찮게 신문 가십난에 실릴 정도입니다.
둘째, 가상공간의 시민, ‘네티즌’(Netizen)의 등장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 수 없는 완벽한 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폭발적으
로 성장하는 인터넷의 열풍은 인터넷 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독립구조에 힘입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
의 호스트를 가질 수 있으며 누구나 다른 호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많은 대
화 공간은 철저하게 평등이 존재합니다. 재산이나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ID
와 비밀번호(password)만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는 긍정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요소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통신중독증’, ‘사이버 자폐증’이란 새로운 병명까지 등장하고 이러한 가
상세계의 시민들에게는 인간성 결여 문제와 사이버광, 사이버섹스 등 의 신조어(新造語)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셋째, 정보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면식적(面識的) 관계에 기초한 인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와 사회적
차별의 구조가 변화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던 문화는 미래사회에서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돈과
신분을 통한 지배구조 역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 생기게 되었는
데 정보에 뒤진 사람과 정보에 앞서가는 사람의 구분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에 대한 차이는 새로운 구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이
러한 차이는 미개국과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보의 공유”라는 구호는 마치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정보화 사회의 상층부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
하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빠른 정보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소식의 근원과 전개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중매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의 하층부에 위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화, 종속화는 날로 심화 되어갈 것입니다.
넷째, 확률(確率)과 통계(統計), 그리고 수(數)가 지배하는 사회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기예보를 들으면 ‘구름이 끼고 간혹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요즘의 일기예보는 ‘비올 확률 40%’라고 발생 예측을 확률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이와 같이
확률적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이 바로 현대사회의 한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화의 그늘, 컴퓨터 범죄의 증가
정보사회가 급진전 될 수록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한 안
전성과 보안성의 확보입니다. 국가나 개인의 정보관리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에 정
보의 보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공업화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공해와 환경파괴가 나타났듯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은 컴퓨터 범죄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금용 범죄, 선거개표 컴퓨터 조작설,
전산망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전산조작에 의한 입시부정, 해커에 의한 국가 정보의 유출, 등 많은 범죄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는 자료유출, 자료 및 프로그램 변조, 자료 부정 입력, 컴퓨터 부정사용, 시스템의
파괴 및 절도, 자료 및 프로그램의 절도, CD 범죄, 기타로서 무단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비윤리적 자
료의 유포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2) 정보화교육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
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은 멀티미디어 - 디지털화 등 신기술 이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 사회, 정보화 사회 이전의 정보는 대부분 구전(oral tradition)이나 문서(written
document), 그림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은
훨씬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진, 녹음, 영화 등 오디오 기술과 비디오 기술이 접목되면서
문자 중심의
정보가 미디어 형태의 멀티미디어(multimedia) 정보로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는 형태에 있어서도 문자뿐만이 아닌 음성(audio)이나 영상(video), 나아가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종합화’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음성은 녹음테이프에, 사
진이나 영화는 필름에문서는 종이에 저장되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정보들이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 등에 저
장이 가능하고, 또 양이 많은 데이터는 CD-ROM, 등의 새로운 매체에 담아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종합화가 가능해 진 것은 무엇보다도 문자는 물론 음성과 영상, 동영상 등 각종 정보를 디지털 신
호화하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다. 특별히 정보의 가공과 저장, 전달이라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디지털(digital) 처리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처리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과 동일한 궤도를 달려왔다.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디지
털 형태의 신호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각종 정보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디지털 형태로 가공,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를 압축, 전송, 해독하는 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과는 달리 컴퓨터, 방송, 통
신 등의 정보들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매체간의 결합, 통신 기술의 발달과 아울러 디지털
신호의 압축과 재생 기술의 발전은 이제 원격지간의 영상회의를 대중화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지털화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기의 통합으로 연결되어 컴퓨터와 통신 기기, 가전제품, 방
송 및 수신기 등은 이제 그 기능들을 모두 수용한 복합기로 대체될 추세입니다. 이미 네트웍 컴퓨터
(network computer)가 시장에 나와 있으며, 인터넷을 텔레비전에 결합시킨 새 제품들도 속속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사회의 정보화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네트워크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혹은 CD-ROM 등의 정보들은 통신이 파일 형태의 정보들은 컴퓨터통신이란 경로를 통해서
손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기존의 정보전달 경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달 경
로인 컴퓨터 네트워크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바로 이런 정보들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신문을 예로 들자면 기존 신문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정보는 기사 혹은 뉴스 같은 정보가 종이 위에 인쇄
한 다음 트럭에 싣고 각 지국을 거쳐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혹은 컴
퓨터로 처리된 정보는 곧바로 호스트 컴퓨터에 올려지고 그 자료는 공중망이나 전용망 같은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독자의 컴퓨터 상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신문의 제작, 인쇄, 운송, 배달의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internet)이란 통신망은 이제 정보를 어떤 국가 내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전달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컴퓨터 마우스 버튼만 누르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
으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 교육은 쌍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 매체들은 단방향입니다. 즉 정보 제공자가 있고 정보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정보
화 사회는 쌍방향 사회입니다. 즉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성은
바로 정보화 교육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쌍방향성은 사회에서 상명하달 식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민주
적인 형태로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보 수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정보를 선택, 가공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
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주문형 뉴스(news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주문형 교육 (Education on demand)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정보화 교육은 바로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등 신기술 이용하여 새로운 매체로 만
들어진 정보들을 컴퓨터 네트워크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야 쌍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인터넷의 활용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은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초대형 네
트워크입니다. 이 초대형 네트워크인 컴퓨터망은 무수한 정보자원이 산재해 있어 정보의 바
다.(Sea of information) 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필요한 화일을 가져오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화 교육의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인터넷의 주요 활용분야
1) 전자우편(Electronic mail : E-mail)
가장 널리 이용되는 활용분야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E-mail을 나눌 수 있고 전화나

편지대신 E-mail로 가십, 소문, 연애편지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
트(Mailing list)를 통해 그룹 토론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의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유학가 있는 친구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대화(On-line conversation)
여러분은 인터넷의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
들과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는
글로 쓰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쉽고 확실합니다.
이를 이용한 인터넷폰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전화를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인터넷에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은 미국
대법원 판례, 도서관 카드 목록, 그림, 게임, 그리고 OS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
어들입니다. 이를 위한 많은 도구(tool)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어디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할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
니다.
4) 게시판(Bulletin boards)
USENET 시스템의 게시판에는 매일 4000여 개의 그룹에서 4억 개가 넘는 메시지가
온라인으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학술 등 온갖 분야에 걸쳐 수
만개의 관심그룹이 있는 뉴스 시스템을 연결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게임과 동영상 서비스 지원
MUD(Multi-User Dungeon)와 간은 게임을 세계의 누구와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
으며 최신의 영화나 음악 정보를 해당 web 서버를 접속해 동화상 및 음악 파일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6) 원격접속 서비스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원격 접속하여 일반 컴퓨터로는 몇 십년이 걸리는 계산작업을
몇 시간만에 하며 인터넷의 FTP 서버에서 최신의 게임 및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인터넷 전자 상거래
인터넷상의 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에 걸쳐 책, S/W, CD, 옷 등을 주문하고 판매
할 수 있습니다.
8) 일상업무 처리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면 호주 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각종 여행정보를 얻고 호텔과 기관 예약 현황
등을 체크하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9) 인터넷을 통한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홍보
인터넷상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올려두면 전세계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 국제 회의

MBone 을 통해 중계되는 각종 국제회의를 그 나라에 실제 가지 않고서도 자신의
PC 에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된 활용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3) 인터넷의 국내 현황
현재 인터넷은 보다 폭넓은 응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은 기존의 PC 통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멀
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알려진 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로는 심마니 링크 기준으로 고등학교가 345개정도 중
학교가 178개 정도 초등학교가 149개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들 중에는 아직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를 하는 수준의 홈페이지가 대부분
이지만 몇몇 학교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4) 인터넷 가상 교육의 실현 방법들
1) 인터넷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를 통한 방법
- 기존의 학교나 학원 방식의 교육의 경우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과목
이나 제목을 가지고 1명 혹은 여러 명의 교사가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제한된 시간에 교
육을 실시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를 이용한
방법들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긴 사업이 학습용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자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를 대여점에 가서 빌리고 갖다주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D (Video on
demend), AOD (Audio on demend), LOD (Lecture on demend) 등이 이러한 개념이다.
즉 교육자 위주가 아닌 피교육자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적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것이 비디오 자료든지 오디오 자료든지 아니면 수업 자료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인터넷 화상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교육
- 화상통신이란 원격지 즉 멀리 떨어진 곳 사이를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거나 서로 대화
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인공위성을 이용하거나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들이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그 비용이 상당하여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점이 있으나 화질이나 음성 전달이 거의 실시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직은 화질면에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방식이 전용선을 이용
하거나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ISDN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용선
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 게시판 기능과 DB를 이용한 교육 자료 제공
- 인터넷과 DB의 연동이 단순화되고 편리해지므로 교육용으로 구성된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 형태의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올리고
보안할 수 있고 정리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므로 교육자료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거나 복사를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자 메일을 이용한 학습 지도
- 요즘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의 인터넷 전자메일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뿐 아니라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메일은 사제간에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학습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 등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상담하거나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공지나 제출 등을 전자 메일을 통하면 매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미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이란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바로 정보화 교육은 바로 정보화 사회
에 맞게 컴퓨터의 신기술 이용하여 유용한 교육 정보들을 컴퓨터 네트워크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서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사회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터넷과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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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구자혁 (具滋赫)
현, 인터넷전문솔루션업체 C&TASK 사 대표
인터넷 교육용비디오 “인터넷정보사냥” 저자
대학 종합신문인 “열린대학”에 “구자혁의 인터넷 탐험” 저자
월간 “과학교육”에 “ 구자혁의 인터넷 세상” 저자
월간 “월간전기”에 “ 구자혁의 인터넷 정보탐험” 저자
월간 “지방행정에 “ 구자혁의 인터넷 정보세계 ” 저자
* 연 락 처 : C & TASK(씨엔타스크)사
TEL : 02) 3469-1212 FAX : 3469-1215
주소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번지 미진빌딩 13층
전자우편 : webmaster@cntg.co.kr
*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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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정보화 교육

────────────────

정보화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학교경영 전략
신

1. 여는글

정

모

이 글에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
고 도덕적이며 자주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새로운 지
식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받은 사람들
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중심 학교경영의 대안적인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안팎에 변화와 도전의 풍랑이 거세어지
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과 정보산업의 발달은 세계화․정
보화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존재 양식은 물론 산업 경영 전략과 교육 패턴에 새
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미래사회
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
고 이미 이에 대한 다면적인 대응전략과 체제의 구
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교육부분에서도 전통적인 학
교교육의 체제와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반성과 회의
를 갖게 하고 학교 정보화의 실현을 통한 미래사회
의 재 구조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 정보화는 정보의 자유로운 탐색
과 소통을 지원할 정교한 하부구조(infra structure),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풍부한 정보기지 구축 및 전
반적인 교육풍토 조성(오진석,1966)을 동반한 정보고
속도로가 학교의 시공간에 들어서서 그 기능과 역할
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학교경영은 정보기술 및 정보 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조직 구성원의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인적, 물적, 교육적, 재정적 자
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 및 교육기회, 조직, 실천,
평가를 통하여 학교가 의도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정보화 그 야누스적 반향

인류가 지금까지 체험해 온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정
보화사회는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 인간의 두뇌를 기
초로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정보를 자원으로 소비하
면서 인류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정보환경과 정보가치를 창출하고 정보기술의 고도화
와 새로운 생산체제와 인력구조 구축 등 삶의 세계
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앨빈 토플러, P.F.드러커, 다니엘 벨, 존․나이스비
트 등이 예견한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요약한 김경동
(1990)은 미래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

∙(현)김제봉남초등학교 교장
∙전주사범학교 졸업
∙전주교육대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
∙새교실 교육자료 교재
연구 집필
∙제4회 새교실상 교육자료
대상 수상 외 연구대회
다수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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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보의 증폭현상, 정보산업의 발달, 정보서비
정보화 사회와 교육
를 비전
제시해주고 정보화교육의 방법과 평가에 대한
━━━━━━━━━━━━━━━━━━━━━━━━━━━━━━━━━━━━━━━━━━━━━━━━
스이용 확대 등으로 정보의 유통과 소비패턴이 변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경영차원에서
하고 가정․사무실․산업현장의 자동화가 실현되며
둘째, 인간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볼 때 정보통신혁
명은 일의 의미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노동
과정이 개개 근로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에 의존하고
셋째, 사회의 조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사
회는 산업사회에서 보여준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획일적 가치기준으로부터 벗어나 분권
적, 평등주의적이며, 다양성과 다원화의 원리가 지배
되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이루어
질 것이며 넷째, 인간의 삶의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물량주의, 소유중심문화로부터 전보중심 삶의
존재양식 자체를 중시하게 되며 가족과 지역공동체
생활의 성격과 유형이 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
가오는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이에 수반
하여 국제사회, 다원화사회, 인간화사회, 지역화사회
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화와 정보화에 수반된 사회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학교교육의 변
화를 가속화시키는 강요된 정보화 압력으로 작용하
여 학교교육의 책무와 기능, 역할과 효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네트워크로 학습자의 정보 욕망극대화 원
격교육, 위성방송교육, 재택교육에 따른 학교교육체
제의 재편성, 교수․학습매체의 첨단자동화에 의한
교수․학습의 개별화, 열린사회가 동반한 정보의 공
개와 윤리, 교육정보의 일반화와 교육참여기회 확대
에 따른 교육전문성의 약화, 학내외 교육행정서비스
의 증가, 교육의 인간화와 비인간화, 획일화와 다양
화, 교육비용 등 정보화격차가 몰고 올 학교교육격차
의 심화 등 학교 경영의 조직과 목표, 경영 방향과
방식에 미치는 정보화의 야누스적 반향을 예견하고
정보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통로에서 그 상황과 영향
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녀 그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
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학교의 존재가치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정보화 교육과 학교경영 전략
1) 정보화교육목표 정립과 교육과정 계획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
동이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한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자아현실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사회가 요구하고 이에 슬기롭
게 대처하는 인간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
고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정보화교육의 방향과 자료

정보화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본질적이고 체
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보화 교육이 현재와 같이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가능이나 교사의 사무기능, 초보적인 교수 매체 활
용 기능 신장으로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다면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서는 다량의 다양한 지
식을 의미 있게 통합하고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며 적
합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러한 기능과 실력을 길러내기 위한 통합적인 인간교
육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에서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사실
과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개발하고 축
적, 관리하는 정보 사용능력,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주고 건전한 정보사회
본토조성을 위한 가치관,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교육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성취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구체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공학 기교재를 교육과정운영 전체에 포
함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정보가
변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정보화에 대한 폭
넓은 교양과 기술의 조화, 평생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참여 확대, 정보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과 처방 등 정보화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열린 학교경영체제 확립
정보화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
을 수 있고 원하는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열린교육이 정착되도록 학교경
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경영은 학교관리체제, 목표관리체제, 학교수업
운영과 학습집단구성조직, 교육과정운영과 평가, 교
사, 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력과 참여 등
에 관한 체제접근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량의 급변하는 정보의 특성과 속성을 효율적으
로 선택, 조직하여 학교경영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
는 정보관리체제와 학교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무수행, 인간관계 등이 정보화 지향적인 학교문화
형성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자기 주도적 교수․
학습사회의 기초기반이 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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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 학교경영 총체적인 과정에서 정보 기술의
정보화활사회와 교육
과 비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환 정보화 교육의 하부구
━━━━━━━━━━━━━━━━━━━━━━━━━━━━━━━━━━━━━━━━━━━━━━━━
용을 통한 학교의 「작은 정보화 사회」구축에 노력
조(infrastructure)가 완비되어야 한다. 일상의 모든
해야 한다.
거래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CALS시대
에 걸맞게 교육과 학습의 자료와 아이디어가 누구에
3) 친정보화 무작위 접속환경 구축
게나 즉각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원하
정보화 환경은 정보화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
는 대로 질 높은 지적자산을 선택하거나 상호 작용
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습자의 정보화에 관한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인프라와 융통성 있는 시스템
바람직한 변화과정에 긍정적으로 압력을 주는 학교
즉 무작위 접속이 가능한 열린 친정보화 교육환경을
내의 제반 요소를 뜻한다.
조성해야 한다.
학교정보화는 정보화 환경의 구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학교정보화 환경은 교육정보의 목표를 달성
4. 情 報 리 터 러 시 (Literacy)의 신장
하는데 작용하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시대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것
심리적 환경은 교육 이념과 목표, 학교구성원의 조
은 정보 리터러시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활용 능
직, 관리구조, 인간관계, 교수기법 등 정보마인드와
력을 뜻한다. 정보화사회에서 폭증하는 정보의 바다
관련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은 학교건물 내외의 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가치 있는
간배치와 교수학습매체, 행정 전산기와 장비 등이
정보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포함된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를 활용하는 대상에 따라 그
학교정보화는 교육과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확
수준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고한 신념과 윤리의 확립이 등반되어야 하지만 물리
에게 요구되는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화사회를 주도
적 환경의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컴퓨터 등 집
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기초능력과 컴맹(盲), 미디
단 교수매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PC통
어맹(盲)에서 벗어나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
신 및 인터넷 접속 환경 구축, LAN시설, 학교의 전
력을 길러야 한다.
교실과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유관기관, 국가초고속
교사는 컴퓨터의 기초 개념 응용기술을 익히고, 컴
전산망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의 정보고속도로
퓨터의 사회적 영향,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른 학교
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친정보화 마인드의 형성을 위
교육과 인간교육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
해서는 에듀넷이나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관리자는 정보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등 상용통신망 중 몇 개를 선정, 전 교사 및 학생
능력, 정보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본자
ID를 개설하여 교실 및 복도 코너에서 교사와 학
세의 구비 등이 필요하다.
생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통신을 활용하
정보 리터러시는 미래의 변화된 상황에 쉽게 적응
도록 한다.
해 갈 수 있는 능력 즉 문제 해결력, 문제 발견력,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학교 교실이 노동집약적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설명과 강의 중심 교육상황에서 벗어나 첨단 정보
정보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영상 리터러
공학을 활용한 자원 중심적이고 역동적인 교실로 전
시등 정보 리터러시는 학교의 정보화 환경을 접속,
환되어야 한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육성되고 확산되도록 배려하여야
그리고 학교 안에서 생산된 교육정보는 데이터 베
한다. 이를 위해서 각종 정보환경에 대한 실습, 연수
이스화하고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성 활용하고 수업, 사무처리,
발 또는 구비하여 행정가, 교사, 학생들의 요구와 필
학교환경에 정보환경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요에 맞는 정보화 자료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
5. 정보화 교육 경영의 방향 전환
게 검색 제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정보고속도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1) 학교경영체제의 변화
통과하는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성적
정보화사회는 인간이 자연자원이나 에너지의 제약
인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수신․
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지식
교환하고 학교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
사회이다.
어 제텍학습, 재택연수와 사무, 원격교육, 위성교육을
이러한 사회는 토플러(1994)가 지적했듯이 지식과
집단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과 교사
정보의 획득, 생성, 분배, 적용능력이 기본이 되고 창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때
의력과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것이다.
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보의 자유로운 탐색
인류사회의 관심이 산업 사회적 특징에서 정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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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특징으로 전환되고 가치관과 지식관이 정보화
근대 사사회와 교육짐에비전
달려있고 특히 지도자의 정보화 리더쉽이 중
━━━━━━━━━━━━━━━━━━━━━━━━━━━━━━━━━━━━━━━━━━━━━━━━
회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삶의 반경에 대한 관념이
요하다.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정보활동학
정보화 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학교경영에도 새로
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활용을 위
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케 하고 있다. 이제 학교교육
한 교육환경의 선진화에 주력한다. 멀티미디어 활용
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인간보다 다양한 지식을
여건 정비계획을 세워 모든 학급시설과 학교시설을
종합해서 응용하고 재창조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구비하고, 멀티미디어 교육 네트워크 운용환경을 구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정보, 지식의 엄청난 팽창속
축하여 교육 네트워크활동 체제 구축, 일반교실의 정
도의 도전을 이겨내고 “변혁의 지체시대”에서 탈출하
보 마당화,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실 운영, 교육
지 않으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정보의 DB화를 위한 교육정보실 운영, 전 교과 전학
상황이다.
년 교육정보교환을 위한 열린 정보실 운영, 학생과
학교 경영체제는 권위주의와 획일화된 경영의 틀
교사, 학부모의 종합정보 활용 교육실 운영을 지원한
을 개고 멀티미디어 중심의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
다. 또한 학습자를 개발 및 교육 DB관리의 효율화와
과 지역성이 존중되는 전체적인 경영의 틀을 다시
교원정보화 연수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짜야한다. 학교의 모든 기구와 조직은 관리와 사무
교육정보 적용 수업모형의 구안적용, 교원, 학생의
위주에서 교육전문성과 교수학습위주로 전환하고 교
교육 네트워크 교실수업활용과 재택학습 정보환경을
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평가 등은 정보화사회의 교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자료는 단위학교의 예
육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개편되고 운영되
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학교발전기금의
어야 한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집단, 전체교육보다 개인, 개성교육이 존중되는 학
6. 未來指向的 교육과정의 운영
교교육, 자기 스스로가 지식을 생산하고 실험하고 자
신의 미래를 개인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플러(Toffer, 1980), 내스비트(Naisbitt,1982), 정
정과 절차를 다원화, 다양화한다. 교과서 대신 멀티
범모(1989)등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
미디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칠판대신 노트북의
래 사회는 고도기술사회, 정보화사회, 다양화사회, 세
모니터가 대체되고 가상교육, 원격교육, 재택교육 등
계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세계 여
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는데 부응할 수
러 나라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문명을 누리고 있으
있도록 학교경영의 목표, 조직, 절차가 변화되어야한
며 우리 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정보화사회에 진입
다. 모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교구성
하여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사회표면에 표출되고 있
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교육, 관리활동을 촉진하
는 현실이다.
도록 열린 학교 경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미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
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교실에
2) 정보화 교육지원체제 확립
서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진보와 사회적 변화에 비해
동할 20년～30년 후에는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삶이
교육제도, 내용, 방법, 시설 등이 이에 따라오지 못하
무대가 될 것이다.
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전개
그런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
할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해도 하드웨어가 따라주지 못하고, 새로운 매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화 시
수업에 활용하는 수업모델이나 방식의 재구성이 서
대 학교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툴고 각종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첨단 매체를 학교경
하겠다.
영과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적극적 사고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도 현장의
문화, 도덕 등 인간의 삶의 내용과 양식에 대한 예측
실정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과 전망, 준비와 창조, 변화와 도전에 관한 구상과
새로운 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단위 학교의 노력을
설계가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경영은 그 제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도, 목표, 체제 등이 현실 뿐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
학교경영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를 비
고 창조해 나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전망적 성
롯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정보화 마인드이다. 정보화
찰과 대응적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의 성패는 정보통신 수단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
정보화시대는 CALS(Commerce At Ligh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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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라고
할만큼 기술, 지식, 정보 즉 다량의정보화
지역사회와 교육로 비전
설치하여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과 예산의
━━━━━━━━━━━━━━━━━━━━━━━━━━━━━━━━━━━━━━━━━━━━━━━━
자본이 가속적인 순환과 변혁(Change inovation)이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잇는 시
교과교육정보화에 대한 교사연수. 교과교육 정보화
․공간적 열린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를 통한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정보화를 이용한 학
하겠다. 그리도 이러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현재
습에 활용될 각종 데이터(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
의 교실에서 배우고 잇는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션, 이미지, 음성 등)는 교과 본질과 단원의 특질에
삶에 유용성과 적합성이 보장되는 미래와 함께 걷는
적합하고 교과간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 교사, 학생, 기술자의 협력체제확립이 중요하다.
7. .교과교육 정보인프라 구축
8. 학교정보화 문화 형성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학교교육의 중요
문화는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종속되어 발전 된다
한 영역은 교과교육이었다.
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규범으로 그 조직, 사회, 민
교과교육은 교수․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
족의 삶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정
수․학습은 교과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 방법, 자료,
보와 지식이 사회적, 경제적 교환수단으로 전환되고
평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교육활동 과정이다. 교과
정보매체의 확대와 정보유통량의 폭증됨에 따라 사
교육의 수준은 교수․학습의 질량에 달려있고 교육
회구조와 문화양식에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과정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교과교육을 통해서 실현
학교는 예견되는 정보와 문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
새로운 학교정보화 문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성
심적 교육활동이기도하다. 따라서 정보화시대를 예비
숙된 정보화 교육에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
하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는 교과활동, 학교생활, 사제관계, 교직원 상호관
는 학교경영의 중심을 교과교육의 정보화 체제확립
계,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체에 학교가 심어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는 가치관이나 태도,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
교과학습의 개별화와 수준별 교과교육과정을 실현
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기 위한 교과교육 정보인프라 구축의 이론적 논
학교수준의 정보화 문화생성 요인으로 예상되는
리는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론에서 시사 받을 수 있
것은 정보의 이용, 제공,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
다. 구성주의는 학습활동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책임
해 정보전달 매체와 교환의 부족, 세대간의 정보화
을 소중하게 여기고 학교학습이 실제 삶에 어떤 의
인식차이, 정보의 수집 분석능력의 격차로 인한 구성
미를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원간의 갈등, 컴퓨터와의 생활로 인한 인간소외현상
다. 따라서 지식 습득과정을 개인의 경험과 필요에
과 개인주의, 타문화의 무절제, 무원칙한 접촉으로
따라 구성되고 설정되며 학습동기, 태도도 개인의 내
우리문화와 전통윤리의 정체성 상실 등이다. 이러한
부에 있는 상황이 결정하게 된다.
불안, 갈등, 역기능 요인들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
모든 교과학습에서 학습동기부여, 학습경험제공,
정보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구성원
학습과정이나 절차 아이디어, 학습활동을 실생활과
전체의 공간적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연결시켜주는 일, 학습경험의 상호작용에 관한 일등
정보화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및 개인의 존엄성 유
수준별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것을 필요한 때 누구나
지와 보호, 개인과 개인, 조직과 개인간의 거리감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 정보인프라가 모
없애고 참여와 대화의 폭을 넓혀 상호 신뢰감을 형
든 학교와 교실에 구축된다면 정보화교육은 효율성
성하는 공동체적 조직문화의 촉진이 필요하다. 정보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 정보인프라를 구
화문화는 제공의 문화라고 하지만 정보화문화는 창
축하는 요소로는 멀티미디어 교육용 컴퓨터, 교수용,
조의 문화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
학습용, 교원용, 자료제작용, 서버, 학교 LAN, 첨단
받아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정보창조자의
교육 정보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확립이 강조되고 정보의 입수속도, 정보분석의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연수와 연구. 지도
정확성, 정보네트워크 활용정도가 한 조직체의 효
기술개발, 교육정보의 공유와 확산, 교과교수학습에
과성을 좌우하는 만큼 이러한 요소간 경쟁과 협력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방 등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의 조화가 요구된다. 가치체계의 비현실성, 무절제
효율적인 교과정보유통의 환경을 만들고 교과교육의
한 외래문화의 유입과 모방으로부터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다 기능적 교과교육 정보팀을 조직
혼란은 예방하기 위한 타문화 수용, 적응력 강화
운영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교와 시․도 교육청 단위
및 윤리가치와 문화의 다양성 인식 한국문화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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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윤리의
정체성 확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전문
정보화 사회와 교육
속에서
비전학교교육의 효능감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
성에 대한 자기 역할의 충실성이 학교사회에서 강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모
조되어야 할 것이다.
습에 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경영 전략이 요
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한 학교 경영의 몇 가지
9. 정보화 교육의 평가
대안적 탐색도 미래의 성숙된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삶의 힘이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학교 경영
정보화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보화 교육지원 환경과 시설, 자료 등 하드웨어와
사회와 학교가 함께 걷는 동시성의 평생 학습 실
소프트웨어의 설비, 활용 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현, 국경 없는 교육정보화 전쟁을 이길 국제경쟁력
조사, 분석하고, 정보화매체를 투입한 교수․학습 성
확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투명한 살아있는 교육
취도를 비교해보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정보화
과정 구성, 열린사회를 살아 갈 정보화 윤리의 확립,
사회와 정보화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증적 분석을 바
다 매체․다 채널 노출중독 예방교육등 정보화사회
탕으로 올바른 정보화사회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가 인간과 사회에 몰고 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러나 정보화 교육의 적합한 교육적 의미를 정립하
학교경영 과정에 투영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는 복잡
는데 있어서는 첨단 교육기자재를 구비하여 교과의
하고 다양하다.
본질과 수업주제의 특성에 관련된 최적 효과성의 분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조직구성원의 정보
석 없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도록 강요
화 마인드이다. 인력은 과업이나 기술을 변화시키는
하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만이 교육정보화의 전부가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정보화사회의 예비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은 오
체험의 시․공간으로 기능 하여 새로운 문명을 창출
히려 학교정보화의 탈 획일화, 다원화 경향에도 적합
하는 미래형 삶의 요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치 않다. 학교정보화를 문화적, 의미론적 시각에서
논의함으로써 학교교육만이 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법 등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정보화에 의한 의사
소통의 양식, 새로운 도덕, 윤리의 패러다임 형성, 인
간화에의 기대, 정보화에 반응하면서 자신에게 적합
한 의미구조를 만들어 가는 구성주의적 패턴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육의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이면서 개별화된 정보화 교육환경구성(교육
매체, 교육장소, 교육목적의 통합) 개방화된 정보화교
육환경(접근기회, 상호작용의 기회, 정보활용 형태의
개방) 정보화교육의 질적 수준 변화(정보화 교육과정
의 질적 향상도, 능동적 참여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
램운영,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 질적 향상) 비용효
과의 민감성(비용구조의 전문화, 학습자의 수행능력
에 비추어 몬 비용효과, 사회적 투자효과의 증대) 새
로운 교육 공학적 발전추구(인간두뇌의 확장, 과학발
달자극, 발전기간의 단축과 교육의 대응) 정보화매체
통신 이용기술향상도(학습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 학생의 전인격적 발달 기여도)
10. 닫는 글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 지도자의지도성과 경영 전
략도 바뀌어야 한다. 더욱이 정보화의 물결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다.
바로 눈앞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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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92년 말부터 혜성처럼 등장한 웹(World Wide Web)은 50일을 주기로 이용자가 두 배씩
늘고 있고, 홈페이지는 4초마다 하나씩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0년에는 약 10억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리라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미 위성통신,
케이블 모뎀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
2월 가정에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 통신망 시설을 갖춘 최초의 미
래형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 대학,‘사이버 하이스
쿨, ‘가상 학습, 원격 가상 학습,원격 교육 ‘원격연수’ 등등 정보화 사회에서
의 이러한 교육 형태가 추구하는 패러다임(Paradigm)은 폐쇄적인 교육에서 ‘열린교육’으
로, 교육 공급자 중심(통합된 교육 서비스)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개별화된 교육 서비스)
으로, 정해진 시간, 공간의 대집단 학교 교육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학교교육과 원격
교육의 공존’으로 교육 정보화의 독점(교사,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육정보의 공유’(학교,
학생, 학부모, 전국민)로 정보 활용의 제한(정보의 소유)에서 ‘세계 정보의 공동 활용’(정
보의 공유)으로 소 품종 다량 생산 교육(획일주의 학습, 목표학습)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교육’(개성 존중 자발적 학습, 즐기는 교육)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 정보
화의 주역인 독자들은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
요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Ⅱ. 인터넷의 이해
1. 인터넷의 유래와 개념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결된 총체적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로써
1960년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4개 대학과 미 국방성 주도 프로젝트(ARPNET: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는 점
차 여러 대학과 몇몇 세계적인 기업의 참여로 발전되었고, 전자우편(e-mail),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 원격 로그 인(TELNET) 등의 기본 특성들을 통합하였다. 1983년에 미
국방성이 독자적인 네트워크인 MILNET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일리노이대학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후원하면서 웹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Monaham과 Dharm(1995)은 인터넷이 미국
과학재단에 의해 개발된 연구 및 아카데믹 네트워크로 시작된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라고 본다. 인터넷은 TCP/IP(Transfer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 불리는 공통
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해 연결된 많은 지역 네트워크들의 느슨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2월에 영상의 제시와 음성 및 영상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자익 그래픽 웹 브라우저(Mosaic graphical Web browser)'가 대중에게 선을 보임으로
의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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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미디어

렸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양'과 '다양성' 측면에서 풍부한 반면, 이런 완전한 개방 시스
템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
적인 규칙이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1997, 허운나)
써 하이

시대가 열

2. 국내의 인터넷 현황과 교육 정보화 측면에서의 전망
국내에 인터넷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대이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인터넷 방송의 등장, 인터넷 홈쇼핑 등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매년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율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국
내의 전체 도메인 수는 781개이며 호스트 수는 약 4만개이다. 그리고 상용기관이 전체의
약 43%, 교육기관이 약 36%를 차지하며 월 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
고 있으며, 2002년쯤 판매되는 표준 PC는 1㎓에서 500㎒ 정도로 동작하는 칩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또한 좀더 강력해질
것이며, 이런 발전에 맞춰, 비디오나 그래픽 집중적인 웹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이 이런
하드웨어 성능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인텔의 사업 개발 이사이자 부사장인
아브람 밀러(Avram Miller)는 덧붙였다. 이제 국내의 인터넷환경도 단순한 텍스트 기반에
서 사운드. 그래픽. 동영상 등이 혼합된 멀티미디어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단 선진화 작업으로 19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최신 PC,
TV, VCR 등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9년까지 1교사 1컴
퓨터 보급을 원칙으로 교사용 컴퓨터 보급에 관한 사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없는 정보화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초․중등학교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0,402개의 학교에 근거
리통신망 (LAN) 을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동시킬 계획이다. 이를 이용해서 교육 행
정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작업도 모색할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는 교육전산망(KREN)의 근간 망 및 해외 망을 고속화하고, 이 전산망에
연동되어 있는 기관에 교육행정기관 등을 포함하여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밖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전 교원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
고 있으며, 연수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원의 자율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연수 학점을 인정하고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승진 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연수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전체 교원의 정보화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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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과 연계한 웹사이트 활용
인터넷은 웹의 발달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구현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의 발달로
텍스트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부터 다양한 활용 분야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강력
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 수업자료 및 결과물 제시
수업시간에 활용한 노트나 유인물, 도표, 그림 등을 제시하고 특별한 경우 애니메이션이
나 에세이, 프로젝트 결과물, 우수한 영상자료, BBS를 통한 토론내용 등을 제시하여 활용
한다. 자료실과 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수업 활동을 강화시키지
만 웹사이트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된 수준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수업
일반 교실 수업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클릭만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나리오나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모의 실험이나 가상병원에서 가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직접
웹 상에서 답변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수업활동을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가상 경험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자원 중심 학습

규명한 후 학습목표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
는 질문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관련된 자료를 탐구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
하도록 유도한다. Rakes가 제시한 인터넷을 이용한 자원 중심 학습 모델에서는 교사가
먼저 적합한 인터넷 사이트를 검토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료
를 수집 및 기록할 때마다 자료의 출처와 검색 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학생들은 수집
한 자료를 중심으로 가능한 해답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채
택한 정보를 평가함으로써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논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자료 탐색,
자료 평가 및 활용 과정은 개인 또는 소집단 프로젝트로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함께
인터넷에서의 자료 탐색 과정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논함으로써 훌륭한 탐구
학습뿐 아니라 정보 문해 능력도 저절로 길러진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2. 원격 교육
가. 가상 고등학교
국내에서는 서울대 사범대와 유니텔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문제은행이
나 수업자료실 형태와 전자우편, BBS 등을 활용한 질의 응답 정도의 수준이다. 미국의
가상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에 대비하는 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모든 수업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자 그대로 가상 학교이다. 시험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학생
이 원하는 시간 또는 실시간(real-time)으로 온라인 상에서 치를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의 교재는 모두 FT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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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할 수 있으며 각종 사전, 인용서, 씨자로스 등의 참고서, CNN, 뉴욕 타
임즈 등의 뉴스 서비스, 각종 공공 자료, 세계 곳곳의 온라인 박물관과의 연계 등 재래식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 가상 대학
미국의 경우 유연한 상호 작용 방식으로 학생들이 등록에서부터 원하는 교과 과정의 선
정, 과목의 수행, 강사와 지도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 등이 모두 인터넷상에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사 학위를 마친 후 계속해서 석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
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원격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국
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대학의 '지식 매체 연구원
(Knowledge Media Institute)'에서는 Prolog나 Lisp와 같은 컴퓨터 언어 및 인공 지능 시
스템 등의 과목을 포함한 100여 개의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수업은 강좌의
성격에 따라 문답형 강의, 세미나형 강의, 자율학습형 강의, 문제중심형 프로젝트 학습방
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가상수업의 질적 수준 유
지를 위해서 가상교육시스템의 평가,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요인 평가, 교정 및 보충학습
기회의 제공정도 평가,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의 실시, 학생평가의 반영 등을 실시한다.
이용하여 다

Ⅳ. 인터넷을 활용한 성공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
1. 효과적인 웹사이트의 구성
가. 웹사이트 제작 전 계획하기
1) 전략
홈페이지를 만들어 무엇을 할 것이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접속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실행할 것인가? 다른 홈페이지와의 차
별화 전략은 갖고 있는가?
2) 분석
첫째, 목표정의-분석 단계 동안 목표와 홈페이지의 명세서를 확정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에서? 홈페이지로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락인가, 교육인가, 정보인가? 아니면 3가지 전부인가? 목표 목록
을 종이에 적어보고 홈페이지의 모든 요소, 예를 들어 그래픽, 배치, 정보 설계 등은 전부
이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관객정의-이 목록에는 교육정도, 나이, 컴퓨터 숙련정도
와 내용 등이 중요하다. 12살 짜리 게임 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평생교육에 참여한 중
년의 컴퓨터 초보자들을 위한 것인가? 국제화(언어와 색깔)할 것인가? 셋째, 전송 플랫폼
과 전송매체 정의-홈페이지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요구 조건을 결정해야 한
다. 운영체제, 모니터 크기와 색상심도, 전송속도, 웹브라우저 등. 넷째, 홈페이지 내용의
개요 작성-기획: 전체 스토리를 큰 주제나 아이디어별로 구분하여 목차 작성.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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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자료조사 및 검색 (TV, 비디오, 뉴스그룹 등). 디자인 컨셉 설정. 홈페이지
디자인. 다섯째, 내용목록-이 목록에는 홈페이지에 포함될 모든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와
멀티미디어 파일 등을 열거하여야 하며 양식(Form)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수
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적어 나가야 한다.
3) 설계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원리-일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어떤 특정한 단추는
언제나 동일한 기능을 갖고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화면마다 사용자는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갈 수 있나? 어느 길로 가면 그곳에
도달하는가? 항해는 간단하고, 일관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둘째, 스토리보드 만들기스토리보드는 홈페이지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으로 순서도, 스크립트, 화면배치, 항해 설계
를 단 하나의 문서에 결합한다. 각 섹션마다 화면의 수를 결정하고 각 화면에 표시할 내
용을 결정한다. 각 화면을 개별 종이에 스케치하고, 내용과 스크립트에 대한 참조를 추가
한 다음 큰 그림을 시각화한다. 화면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요소의 기능을 검토한
다. 스토리보드를 미래의 사용자, 동료, 친구에게 보여준다. 문제를 발견하면 스토리보드
와 항해 설계로 돌아가서 수정한다. 이 설계 문서는 제작을 위한 도로 지도이고, 전체 프
로젝트에 대한 시각적인 개관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토리보드를 갱신하
면, 개발 과정 진행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를 충실히 지키면, 프로젝트를 빗
나가게 할 수 있는 설계지연을 피할 수 있다.
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선택
1)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한 웹 에디터의 선택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월드 와이드 웹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쉽다. HTML은 일반 텍스트 문서이다.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만 하면
검색기들은 다 HTML을 실행하므로 Notepad, 한글, MS워드, 혹은 HTML 전문 작성기
인 나모 웹 에디터, 프론트페이지, 핫도그, 페이지 밀, 드림위버 등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최근 위지윅(WYSIWYG : What You See Is What You Get)방식의 에디터들이 많이 있
으므로 자신에 맞는 에디터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미 웹은 단순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하이퍼미디어 환경으로 옮겨갔고 그것은 웹에서의 완벽한 멀티미디어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하다. 요즘 ‘Flash’, ‘Java', ‘Dynamic HTML'을 이용한 홈페이지들은
그 동안 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터렉티브
(교육용 홈사이트 구축의 필수)를 소화하고 있다.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제
작 하려한다면 주 작업을 드림위버로 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나모 웹 에디터를 함께 사용
주제에

하면 효과적이다.

2) 드림위버의 특징
첫째, 전문가 수준의 자바 스크립트를 쉽게 구현해 준다.
둘째,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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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WYSIWYG 방식의 에디터로써 단지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 등의 간단한 작업만으
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디렉터, 플래쉬와 인터페이스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다.
3) 플래쉬의 특징
플래쉬는 그 자체에 벡터방식의 강력한 그래픽도구를 내장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모든 형
식의 그래픽 파일들을 임포트할 수 있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등을 자유로이 조절 할 수
있으며 디렉터의 타임라인 형식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기능과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앤티
엘리어싱 기능 외에도 액션 기능을 활용한 상호작용기능은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강력하
다. 플래쉬는 높은 압축기술과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하므로 최고의 화질과 최소의 파일
크기를 실현한다. 플래쉬 제너레이터를 활용하면, 플래쉬3에서 템플릿을 만들고 외부의
텍스트나 이미지, 플래쉬 무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정보,
예를 들자면 날씨 정보나 날마다 갱신되는 교육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Ⅴ. 맺는 말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이며

무한한 잠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 문제도 제기 되

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속 모뎀이나 인터넷과 연결

와 연결된 컴퓨터를 갖추어야함은 물론 그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이 있
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사나 학생이 인
터넷을 활용할 능력이 없거나 익숙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적 소외 지역에 동등한 교육 혜택
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열린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 이제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원중
심, 지식기반의 교육체제로 변화하려면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은 물
론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터넷의 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추이로 볼 때 미래의 교육을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확충과 더불어 인터넷 활용 학습 환경 및
방법의 개선과 인터넷 활용 학습 자료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커뮤니케이
션 하는 방법을 지도하여야하며, 교사 스스로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웹 저작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교육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거대한 전자 도서관으로 창출될 것이며 그 중심에 독자들이 있는 것이다.
방 성 필 (bangpol@unitel.co.kr, bangpol@nownuri.net)
된 고속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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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과 발전 방향
김 영 태
１ 서론
.

초등영어 교육의 실시에 대한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쳐야 다양한 찬반 논의의 결과, 국가
적․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규교과로서 초등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조기 교육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
으며, 1982년부터는 교육부의 언어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 학교의 사정과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에 영어를 특별활동 교과로 지정한 후에
1990년대 초반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90% 정도가 영어를 가르쳤다.
1982년부터 10년 이상의 실험 기간을 거친 후 1992년 제6차 교육 과정 개정으로 학교 재량 선
택 교과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1995년에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을 제정하여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당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
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5-6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가
르치고 학교 재량 시간을 통하여 학교별로 영어 교육 시간을 증가할 수 있게 된다(배두본, 1997).
새로운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제정과 새로운 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현행 초등영어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열린 교육 즉,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 교육’(이
용숙, 1998)의 실시로 아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방
법을 개발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실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가 상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평가로 박약우(1998)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을 받
고 있는 아동들의 대다수가 영어 수업이 흥미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들도 과반수 이상이 초등
학교 영어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시범 수업, 연구회 및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인 결과 그 동안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열
심히 언어 활동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워져서 지역 차
가 있지만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아동들의 흥미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는 전체 교육 과정
운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부터는 영어교과서가 국정
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긍
정적인 발전 방향과 아동의 언어 능력별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현재 시행중인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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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현행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
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구성을 보면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5).
‘성격’에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필요성, 영어 학습의 최적 연령으로서
의 초등 학생의 특성, 음성 언어 중심의 기초적인 의사 소통 기능과 언어 기능의 교육, 아동의 특
성에 부합하는 감각과 놀이 중심의 교수방법, 타 교과 및 중등영어 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에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총괄적인 목표와 기초적인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의 개발과 우리말을 바르게 이해하도
록 한다는 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내용’은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를 포함하는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기능은 언어의 기초적인 4기능과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 언어 재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선정, 언어, 그리고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수와 단일 문장의 길이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년별 내용에는 해당 학년에 적합한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에 대한 내
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3학년에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4학년에는 듣기, 읽기, 말하기 기능이, 5
학년에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이, 6학년에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방법’에는 학습 목표와 학습 단계에 부합하는 학습 계획, 소집단 중심의 놀이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 오류 수정 및 교재의 재구성 등을 포함하는 지도상의 유의점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에는 아동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학습 과정의 평가와 교수 결과를 병행하는 평가 방법, 관
찰, 면담, 설문지, 참여도, 아동의 자기 평가 등의 평가 도구, 형성 평가 결과의 다음 수업에의 활
용을 포함한다.
‘부록’에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구현을 위한 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 기본 어휘표가 제
시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행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현
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３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의 실제
.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의 여러 가지 양상을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 ‘목
표’, ‘내용’, ‘방법’,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결집된 공감대가 부족하다
1997년부터 정식 교과로서 영어를 가르쳐오고 있으나, 아직도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찬반 논의
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4학년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이외의 교사들 사이에
서 현행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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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육은 완벽한 준비를 거친 후에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교육기자재를 완비하고 있으며, 교육대학, 연수기관 및 자
율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인 교사의 질 향상을 통해, 보나 나은 영어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초등영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 곳으로 모
아야 한다. 즉,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확고한 결집된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나 수동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 교육 전문가 및 초등영어를 담당하는 교사가 초등영어 교육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영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및 영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영어와 영미
문화의 수용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능동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외국문물의
올바른 수용이라는 소극적 및 수용적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적극적
인 목적을 갖고 영어 교육에 임해야 한다. 영어 교과서에 식생활, 의생활 등 영미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 영미문화와 우리 문화의 균형 있는 접근으로 문화적
식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

.

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목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아동들의 흥미를 지속시켜 중학교에 연결시켜주는 데 있으므로,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학부모, 교사 등이 아동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여 교육 과정을 훨씬 앞서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칫하면 아동이
중학생이 되기 이전에 영어에 대한 싫증을 더 빨리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초등영어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본래 중등학교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끌어내린 이유는 음성 언어에 대한 충분한 노출로 인해 영어에 대한 감(feeling)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듣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다양한 언어 자료를 게임, 노래, 챈
트, 이야기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

.

라 교재 제작자에 대한 권장 사항과 지도상의 유의 사항을 혼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

(1) 학년별 사용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및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사용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및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대해 바
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수가 3,
4학년 100낱말 내외, 5, 6학년 150낱말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단일문장의 길이는 3, 4학년 7낱말
이내, 5, 6학년 9낱말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이 교육 과정에 제
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교재 제작자들이 교재를 제작할 때의 권장 및 의무사항으로 교실
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융통성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and,’ ‘but,’ 및 ‘or’를 사용한 경우는 단일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
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휘, 의사 소통 기능 및 예시문을 융
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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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에 대한 태도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보통 세 가지 양상을 보인다. 첫째, 교과서 의존형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유형이 있다. 둘째, 교과서 독립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교사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는 유형이다. 셋째는 교과서의 내용을 아
동들의 수준에 맞게 개작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르치는 유형이 있는 데, 이들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교과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다수의 교
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그결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현실
과 아동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작된 것인데도, 교과서를 배우는 아동의 언어 능력 및 요구, 흥미에 따라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마 교수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학습자 중심의 초등영어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과업중심의 언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 보조자료가 필요하다. 즉, 여러 가지
꼭두각시 인형(hand puppets, finger puppets, glove puppets), 그림 카드, 어휘 및 문장 카드, TP
자료, 주사위, 말판, 시계, 지도, 벽차트(wall charts), 장난감, 블록 등의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영어 수업이외의 여러 교과를 지도해야 하며, 행정적인 업무
와 아동 생활 지도 업무가 있으므로 이들 교수 보조자료를 손수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보조 자료를 이용한 영어지도를 하기가 어렵다.
.

.

바 교과서의 난이도가 학년에서 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너무나 어려워 졌다
3학년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100낱말 내외이고, 4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100낱말 내외이다. 그래서 4학년에서는 200낱말 내외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3학년에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새로운 교과로써 다소 어렵더라도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영어를 공
부하나, 내용이 어려워지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취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중등학교부터 대학
교까지 10년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미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온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미가 중등학교 영어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영어 교재의 편찬이 필
수적이다.
.

3

4

.

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운영의 발전 방향
.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운영 방향을 교육정책과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 4 -

가 교과서 제작 및 심사에 초등영어 교육 전문가와 초등 교사의 참여폭 확대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아동들에게 흥미 있으며 유의미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담당자는 교과서를 쉽게 만들며, 학년간 난이도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과서의 난이도는 교과서 심사위원이나 영어교육 전문가의 시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를 직접 배우는 아동과 해당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교과서 제작과 심사에
있어서 많은 초등영어 교육 전문가와 초등 교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아동의 수준을 뛰어넘는 교
과서는 초등영어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나 학교 지역 단위 교수 자료실 운영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유스럽게 교수 보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교수 자
료실(resource center)의 설치가 필요하다. 교수 자료실에는 초등영어 교육 관련 서적, 시청각 기자
재 및 교수 보조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이들 자료들을 수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같
이 공유하며,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

다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
초등학교 영어교육 평가는 지필에 의한 결과 평가와는 다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
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는 정의적 목표와 언어적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습의 과정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그에 알맞은 과업을 설정하고 과업의 성공적인 해결과 해결과정에서
의 아동의 관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정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평가 방법으로는 교사의 수업 관찰을 통해 아동의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알아
보며, 수업이 끝난 후에 면담, 질문지 및 아동의 자기 평가를 통해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관심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중간에 행하는 이해정도의 확인은 평가의 차원보다는 교수의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평가는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
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라 수준별 심화․보충 지도의 실시
초등 학교 교실을 심화, 기본, 보충 집단으로 수준별로 나누어 듣기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김영태(1998)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안할 수 있다.
.

(1) 수준에 따른 언어 자료의 부분 수정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듣기 자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사전에 언어 자료를 부분 수정(modification)하여 제공한 후에 교사 및 집단의 다른 구성
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받도록 할 수 있
다. 즉, 보충조를 위해서 반복이나 첨가의 방법을 사용하여 듣기 자료를 이해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그리고 심화조를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다소 확장해서 들려주며 이때도 필요하면 과장된 발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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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난이도 조정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은 이미 알고 있는 주제 및 구체적 과업을, 잘 알지 못하는 주제 및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과업보다는 더 잘 이해한다. 그러므로 듣기 활동은 언어의 형태보다는 전달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어떤 특정 과업이 아동들의 인지 발달 및 학습 유형에 따라 쉬울 수
도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심화조와 보충조에 따라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업의 난이도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3) 시청각, 그림 및 실물 자료의 차별적 사용
아동들은 구체적인 주제 및 과업을 더 잘 이해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심화조 보다는
보충조에게 구체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료가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충조에 속
한 아동들은 구체적인 자료 즉, 실물 자료, 구체적인 그림, 교실 주변의 물건의 이름 등 가시적인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교사는 직접 그림을 그려 가면서 듣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심화조에
속한 아동들은 비디오, 그림, 교실 주변의 물건들의 이름, 벽차트, 참고 그림 및 어휘 사전 등 보
충 자료를 이용하여 주어진 듣기 자료의 이해 및 이해를 위한 상호간의 의견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듣기 전략의 개발
김영태(1997)는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전략을 차등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언어 자료를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화의 상황 및 세상 지식을 이용하여 듣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 자료는 청각 자료와 달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매우 많
다. 그러므로 불분명한 발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언어 형태에 치우치지 말고 대화자의 표정, 몸
짓, 그리고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대화 대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5) 상호작용 활동 유형의 차별화
심화․보충 듣기 집단 사이의 듣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충조에 속한 아동들은 그들의 부족한 듣기 능력 때문에 같은 조원간에 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교사와 일대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
고 상당수의 아동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도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두본(1997)의 소
집단 조직방식 중에서 6인형과 8인형이 적당하다고 본다. 심화조에 속한 아동들은 듣기 활동을 할
때 같은 조에 속한 다른 아동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 및 다른 조의 구성
원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중 대화형(multi-channel)이 선호된다.
(6) 적절한 피드백의 제시
보충조는 내용 피드백 중에서도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중심으로 내용에 관한 피드
백을 주고, 심화조에게는 내용 피드백을 중심으로 형태 피드백을 약간은 줄 수 있다. 아동의 자연
스러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해도 격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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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느껴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이 듣기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가 유발되어야 한다.
(7) 이해 확인 방법의 차별화
보충조와 심화조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업이 서로 다르므로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영어로 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을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보충조를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
에 대한 교사의 질문을 우리말로 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그림을 순서대로
바로 놓도록 한다. 심화조를 위해서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교사의 질문은 가능하면 영어로 한
다. 이야기의 내용을 한 학생씩 순서대로 이어가면서 구성해 본다. 마지막으로 역할 놀이를 해본
다. 이때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소 바꿀 수도 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무시한다.
마 초등영어 교사 연수의 내실화
초등영어 교사연수가 연수에 참가한 교사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
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수실시 이전에 거쳐야 할 다음
과 같은 필수적인 단계를 생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연수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영어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의 언어적 능력 및 관심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가 필
요하다.
셋째, 연수실시 이전에 해당 연수에 대한 연수 참가 교사들의 최소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연수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대학 및 연수 담당 기관에서는 반편성, 교재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바 초등영어를 지도하는 전담교사 양성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아동들에게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 영어 전담교사, 중등학교 영어 자격증 소지자, 영어 원어
민들 중에서 누가 초등학교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
다. 박약우(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는 초등영어교사보다 영어를 더 잘 아는 영어 전공자가
초등영어를 가르치기를 선호하나, 아동들은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기를 더 원하고 있다. 학부
모들이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 및 영어 원어민이 영어를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 실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초등영어를 지도할 교사의 양성이었다.
즉, 초등영어를 담당할 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다. 교사의 질은 교실 수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능력, 아동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여 흥미 있게 가
르칠 수 있는 능력, 시청각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창한 언어 능력만으로는 초등학교 아동을 지도할 수 없으며, 아동들의 특성의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지도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학교 영어과 교사들과 달리 영어 이외에도 많은 다른 학과를 가르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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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팔방미인을 지향하는 초등학
교 교사는 다른 교과의 수업지도 외에 학교의 많은 업무처리로 인해 효율적인 영어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영어 교사 중에서 교육대학원(영어교육 전
공) 및 영어 심화과정 이수자와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소정의 자격 시험을 통해 전
담 교사가 초등영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 전담교사제가 실시되면 초등영어 교육 및 초
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

５ 결론
.

현행 초등영어 교육 과정의 제정으로 인해 초등영어 현장에 혁신이 일어났지만, 교육 과정 실행
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들 문제점은 크게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과 초등영어 교육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 방향으로 교과서 제작 및 심사
에 초등영어 교육 전문가와 초등 교사의 참여폭 확대, 학교 및 지역 단위 교수 자료실 운영,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 수준별 심화․보충 지도의 실시, 초등영어 교사 연수의 내실화, 초등영어를 지
도하는 전담교사 양성을 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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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수-학습 방법과 열린교육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장학사
김 용 주

Ⅰ. 서 언
영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본격적인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중등영어교육 이전 단계로서 흥미와 자신감을 갖
게 하며 그러기 위하여 그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
서 종전의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중심 수업으로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또한, 시험을 염두에 둔 정확성 위주의 수업은 유창성
위주로 바뀌게 되고, 의사 소통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자신감을 중요시하게 된다.
즉, 모든 수업의 일련 과정이 종전의 명시적인 형태에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바뀌
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교사들은 분명한 교수목적을 지니되 수업의 형태는 학생
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재미있는 놀이나 활동 등에 열중하여 은연중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영어교육(EFL상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수-학습방법과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야 하
고,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중심의 열린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
고자 한다.

Ⅱ. 영어교육의 교수법
영어교육 교수법 중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수법의 변천과정
과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원하는 교수법을 살펴봄으로써 초등교육에 적합한 교
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본다.
A. 전통적 교수법
1.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17세기 이전 유럽에서 Latin어와 Greek어를 가르칠 때
활용되던 전통적 교수법으로서, 문법 규칙의 논리적 설명과 번역에 중점을 두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까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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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법인데, 그 이유는 의사 소통 능력이 없는 교사도 쉽게 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단점은 의사 소통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법
자체를 위한 문법 규칙의 기계적인 암기와 번역에 의존하므로, 학습자의 학습 의
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의사 소통 능력의 배양이 어렵다.
2.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
직접식 교수법은 외국어 학습도 모국어 학습과 같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유행하던 교수법이다. 모국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외
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법으로서 학습자를 외국어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언어 학습의 동기 유발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과정 사
이의 차이점을 간과했고, 교사가 원어민이어야 하는 제약, 그리고 모국어를 배제
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 설명에서 비효율적인 수업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ism)
1930년 에 미국에서 발달된 구 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 적 배
을 갖고 있으며,
적 구문 연습( attern ractice)이나 모방과 암기(Mimic
and Memori e)의 방법을 통해 성 언어 의사 소통 능력의 발에 초점을 맞
교수법이다.
학습 초기에는 어 정도 암기한 구문
표 을 말하게 되지만, 시간이 수록
학습 효과가 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의미 있는 용 다 형태(구문)의 기계적
인
에 중하다 니, 실제의 의사 소통 상황과 리된 인위적 수업 상황에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 효율이 우 다고 가되 다.

경

대

반복

z

반복 치

조

음

느

늘

P

론

P

개

춘

및 현

갈

내 보
괴
매 낮 평 었

보

B. 신 교수법(Unconventional Approach)
침묵
C b
타
처음
음
익힌
개념 령

S

Wy

1.
식 교수법( ilent a )
ale Gattegno가 고 한 교수법으로서,
이나 연습을 통하여 말을 많이 시
키는
교수법과는 달리 교사가 수업 시간의 부분을
으로 진지하게 진행
한다.
에는 발 차 (Fidel)에 의해 기본 발 을 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발 은 교사가 한 번 들려
학생들
로의 노력과 서로 간의 도 으로
다. 교사는 색 있는
를 활용하여 명사의 수의
, 형용사의 비교
, 명 문 등으로 발전시키며 언어 습득을 유도한다.
학생의 정신 중과 동 노력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화하도록
유도하고, 수업상황을 적 적으로
지는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교수법으로

안

음 트
깔

집

공
극

반복

대
침묵
음 익
스스
개념

준후
막대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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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극대

급

강조

입 대규모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와 같
크

서, 교사의 역할만이
되는 주 식
은 교육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다.

반응

Py

R p
듣
J
몸
대

2. 전신
교수법(Total h sical es onse)
표
다는 이해가 행되어야 하며, 고 이해한 것을
동작과 함 할 때
언어는 효율적으로 습득된다고 ames . Asher가 주창한 교수법이다.
에는
고 간단한 명 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동작을 유도하고, 어 정도 이해
력이 배양되면 문장의 이와 어 를 확 시키며 실력을 향상시 다. 다양한 상황
을 연출하여 신체를 직이도록 하는 놀이의 성격이 하므로 방적이며 재미있
는 학습 분위기를 자연 럽게 자아 수 있다. 어린 학습자일수록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의사 소통 상황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제고시 수 있는 바 직한 교수법이
다.

현보

짧

령

선

J

길
움
스

휘

낼

S

몸

킨
개

강

킬

느

께
처음

람

p

3. 암시적 교수법 ( uggesto aedia)
다른 교과목을 위해 George Lo ano e가 고 한 교수법으로서, 암시 능력을
화하고자 하는 교수법이다. 수업은
한 실 같은 분위기의 수업 상황을
련한 가 데 진행된다.
에는 그
배 단원의 용을 설명하며, 세 번 어
다.
에는 통 성을 으면서 어
문법을 설명하고, 두 번 는 양
과 감정을 어서 한
은 다 모국어 번역을 감정 없이 게 어 다.
지 으로 학생들은 감미로 바로
을 들으며 을 감은 채 교사의 감
정이 들어간 기를 는다. 과제는 자기 암시의 효율이 가장 은
직전과
기상 직 에 화를 한 번
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실 수업 상황에 적용 가능성은 지만, 인간이 가장 할 때
에서 나 는 알
를 활용하여 암시적 교육 효과를
화하고자 하는 교수법으
로
적이며 장된 교육 분위기에
해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
다.

z v
안
대
안락 거
운
처음
날 울
내
준 처음 보 음 읽
휘및
넣
줄씩 읽 음
마 막
운 크풍 음악
눈
읽 듣
후 대
씩읽
현
낮
오 파파
극대
폐쇄
긴
익숙

극
마

읽
째 억
낮 읽 준

높 취침
편

뇌

C. 초등영어에서 중시하는 교수법
C

v

1. 의사 소통적 교수법( ommunicati e Language Teaching)
의사 소통 교수법( ommunicati e Language Teaching
LT)은 영국에서 시
작되 다.
ilkins 등의 학자들이 소위 의미 기능적 교수 요목
( otional-Functional
lla us)
을 도 하여, 언어 사용은 의미와 의사 소통
기능의
이 LT의 발전에 직접적인
을 하 다. LT는 교수 방법이라기

N

었

W

개념 C

C

Sy b

v

개념

:C

입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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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C

보다는 다음과 같이 언어와 의사 소통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몇 가지 하위 방
법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CLT는 인지주의적 접근처럼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에서
목표는 같으나, 언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점이 있다. CLT는 언어를 규칙 지배적
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보고 이것을 교수에 바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언어가 규칙적이며 창의적인 면도 있지만 습관적(관용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CLT에서 교사는 의사 소통 과정의 촉진자(facilitator)이며, 교수-학습 집단의
개별 참여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요구 분석가, 상담자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학생은 학습 과정, 학습 대상에 대한 협상자의 역할이 기대된다.
교재의 내용이 다양한 활동, 즉 게임, 역할극, 모의 상황, 기타 과업 중심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 절차는 획일적인 순서에 의하지 않고, 모든 언어 기
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학습자 수준과 학습 상황에 맞도록 의사 소통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하여 배양한다.
결 적으로, LT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요한 표 을 습
득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 여 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의사 소통 상황을 재 하여
가장 자연 러 교수법을 절 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론

C

필

건
충

스 운

현
현

Ⅲ. 열린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영어 교수-학습
개념

B

C

N

열린교육의
을 정의함에 있어서 arth ook과 Mack oddings와 Enright
Marshall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열린교육을 아동 중심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실
의 재구성, 부한 학습 자 의 제 과 학생들의
에 따른 자율성
성, 통합 교육 과정, 학생
인과 교사의 밀접한 상
작용 등의 두리 에서 전 하고 있다. 고 한다. 이러한
을 바탕으로 영어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해 본다.

환경
및 개별
테 안
개

A. 전신

보

풍

”

“

료 공
개개
개념

선택권
호

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초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영어로 지시를 하고 학생들
은 지시를 고 지시 용을 이해하면 행동으로 표 한다.

듣

내

온몸
x p :P y

현

1. 학습자들이
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다.
E am le
ut our right hand on our head and turn around three times.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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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backwards to the front of the class and shake the teacher's

hand.
교실 에 있는 직접 만 수 있는
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시를 한다.
am le
ick u our ag and ut it under our chair.
alk to the chalk oard, take a iece o ello chalk, and dra a
icture o the sun.
그 , 지도, 자 등을 지시에 사용한다.
am le Go to the ma and trace the outline o orea.
Go to the icture o the athroom and retend to rush our
teeth.

내
질
물건
x p :P py b
p
y
W
b
p fy w
p
f
3. 림
숫
Ex p :
p
fK
p
f b
p
2.
E

w

b

y

B. Gouin Series
묘
판토마임

섯내

덟개 짧

교사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행동을 사하는 여
지 여
의 은 문장
을 비한다. 비된 문장들을
을 통해 행동으로 여주면서 말해 다.
학생들은
에는 동작만 따라 하다가 점차로 문장들도 따라 한다.
E am le
get u in the morning.
stretch.
alk to the athroom.
rush m teeth.
com m hair.
get dressed.
이 방법을
때 인형이나 시각적
을 이용하는 것이 다. 교사가 직접
행동하는 것 다 인형을 작하며 행동을 여 때 학생들의
도 다. 이 방
법은 말과 행동을 연결시 가르 는 데 적절하며, 학생들은 으로 표 해 고
으로 고 로 고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므로 배 것을 쉽게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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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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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udio-Motor Unit
PR

S

놓

예

이 방법은 T 과 Gouin eries를 합쳐 은 것으로, 교사는 특정 상황( 를 들
면,
)에서 요한 행동에 하여 연결된 지시들을 만들고, 이를 가능하
면 원어민(nati e s eaker)의 성으로
한다. 교사는
된 이 를 들여주
며 학생들 에서
을 통해 행동으로 여 다. 학생들은 여러 번 들은
에 저 행동을 따라 하고, 그것이
해지면 다시 지시문을 재 합하여 연습해

햄버거 집

먼

필

v p
음
앞 판토마임

대

녹음

익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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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준

녹음 테 프
조

후

본다.

N

D. 자연적 접근법( atural A

새

pproach)
속 경
관
PR 듣 훈 포
항
준
질
별 증

이 방법은 학습자가 로 배우는 언어를 의미 있는 상황 에서 험하고 련
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rashen
Terrel, 1983). T 식의 기 련을
함하여,
을 소 할 때 생생한 그 을 제시하 나, 학습자들이 학습할 사 을
그 이나 사 로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 에 맞는 문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학생들이 리해야 할 정
이 단계 로 가되므로 학습
효과가 다.
Le el 1. es-no uestion 학생들은 es no나 이 으로
한다. 이때 학생들
은
만을 이해하게 된다.
E am le
Does un-hi ha e the cheese
s erin um ing to the door
s the cheese on the read
s this a rectangle
Le el 2. Either-or uestion, using nouns, er s, ad ecti es, ad er s 학생들
이 할
이 이미 문 에 들어 있다. 학생들은 요구되는 을 문
에서 아
한다. 이해된
을 주어진 문장 의
를 고
말을 해
수 있는 단계이다.
E am le
Does un-hi ha e the cheese or the read
s erin alking or running to the door
Le el 3. hat, hen, here, ho uestion 학생들은 한 단어나 한 구문으
로
한다. 이해된
을
로 정리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러진다.
E am le
hat does un-hi ha e
here is the cheese
Le el . hole uestion 학생들이 문장이나 행동으로
한다.
E am le
hat is un-hi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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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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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

v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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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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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첫 시간에 교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와 그 안에서 rod를 하나 꺼내어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영어로 ‘a rod'라는 말을 한 다음 책상 위에 놓는다. 이어서
-

6-

꺼내 ’

'

책
묵묵 몸짓

놓

～

렇

그는 다른 rod를
a rod 라는 말을 하고 상 위에 는다. 7 8번 이 게
한 다 학생들에게 rod를 여주며
히
만으로 a rod 라고 말을 하
도록 유도한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교수법은 나
로 이 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어 한
교수법이 다고
수 없으므로 학습목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 ,
자 의 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 적용하는 것이 바 직하다고 본다.

반복

음

료 준

좋

보

름대

볼

‘

'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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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F. 초등영어 열린교육

준

환경 조성

환경 조

몇

항

보

음

초등영어 열린교육
성을 위한
가지 사 들을 지적해 면 다 과 같
다.
, 교원들의 부단한 연수를 통해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
록 한다.
, 영어 수업에 요한 시각적 체
학습
자 (그 자 , 게 자 ,
자 , T
학습자 ) 확 으로 열린교육을 지원한다.
, 학생들에게
력학습( oo erati e air and mall-Grou
ork)
체
적 언어 학습(The hole Language A roach) 기 를 제 하고, 영어 말
하기
, 영어 노 발표 , 영어 역할 등의 자기표 기 를 확 한
다.
, 교실 영어학습 활동자리
도의 영어학습 활동자리 등을 설 영어 학
습
을 성한다.

첫째
둘째

필
트 료 PR
셋째
협
대회

넷째

Ⅳ.

매 및 보조 료 림 료 임 료 챈
료 충
C p v P
S
pW 및총
W
pp
회 공
래 회
극
현 회 대
및복

환경 조

치

결 어

공

왕

마찬
찾

치
겠

왕

영어를 부하는데 도는 없다고 한다.
가지로 영어를 가르 는 데에도
도는 없다. 단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 접근하는 것이라 하 다.
우리 실정에
알맞은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
서 장에서 지도할 때에 그때 그때의 학생들의
에 따라 흥미 있는 게 요
소와 교수 목적 달성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를 고루
시 수 있도록 용할
것을 장한다. 우리 초등 교사들은 9 교과목을 모두 가르 므로 구 다도 우
리 실정에 맞는 영어교수법을 다양하게 발하고 용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 우리 교사들은 21세기 정 화 사 에 능동적으로
하는 인간을 기르
기 위해 열린교육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의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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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충족 킬
치
응

대처

누 보

임
응

스스

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교사
로 부단한 노력으로 수업 목표에 접근하는 적절
한 교수-학습을
하고 적용하는 것만이 바른 교수-학습 방법이라 하 다.

선택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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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신나는

영어 열린 교수-학습 실천
무주초등교사 교사 김 선 경

I. 들어가는

말

올해 초 4학년 담임을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 21세기 세계화의 주역
으로 될 나의 아이들이 2년 차 정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교육
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며,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고 신나게 학습함으로
써 영어 듣기 말하기 기초 능력이 신장될까’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영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 학 생: ∙ 영어 교육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수동적인 영어 학습보다는 놀이 활동을 통한 Game, Role play,
Chant, Song학습에 더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 학부모: ∙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었다.
∙ 학교 교육만으로 영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도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교수-학습 전개를 인간존중, 창의력, 자율성, 개
별화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열린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중심
의 Game, Role play, Chant, Song을 적용하여 지도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학부모의 영어 교수-학습 참관 기회를 자주 갖어야 겠
음을 시사받았다.
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영어 열린 교수-학습 실천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역할극 놀이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 -학습」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
와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2.「역할극 놀이 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 -학습」은 학생들의 영어 듣기 말하기
기초 능력 신장에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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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설 설정 및 실천 계획
A. 가설 설정
역할극 놀이 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 학습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활용을
다음과 같이 하면 영어 듣기 말하기 기초 능력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역할극적용을 위한 영어과의 열린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놀이 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린 수업을 실시한다
B. 실천 계획
가설별
가설별 실행계획
◦ 4학년 영어 교과 단원 관련 TV 교육방송 초등영어 프로그램 분석
◦ 교육방송 초등 영어 역할극 관련 자료 분석
◦ 교육방송 초등 영어의 역할극 관련 자료 녹화 및 재구성
가 설 (1) ◦ 역할극 극본 구안
◦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 모형 정립
◦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적용
◦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 평가 및 시상(각종 연기상)
◦ 놀이 활동 중심 자료 수집 및 개발
◦ 놀이 활동 중심 열린 교수-학습 모형 및 과정안 구안 적용
열린 교육 활동
가 설 (2) ◦ 부수적
열린 교수 -학습 실시를 위한 교실 공간 구성
영어 박사제 운영
모듬 조직 및 운영
III. 재미있고 신나는 영어 열린 교수-학습 실천
A. 가설(1)의 실천
-

.

1.
2.

-

’

-

.

실천가설

‘

.

역할극 적용의
영어과
열린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

1

-

학년 영어 TV교육방송 초등영어 방 교육방송 초 역할극
역할극 중심
교과 단원 프로그램 송 시청 훈 등 영어의 녹 훈련안 구안 열린 교수-학
분석
분석
련안 구안 화 재구성
습 모형 정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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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년 영어 교과 단원 관련 TV 교육방송 프로그램 분석
4학년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TV 초등 영어 교육방송「Billy the
bat, What up Doogie, Hello English」내용을 추출하고 영어 교수-학습의 방송
시청 계획을 세워 시청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2. 교육방송 초등영어 역할극 관련 자료 분석
TV 교육방송 초등영어(Billy the bat, Hello English, What up doogie)프로
그램을 분석, 역할극 관련 내용을 녹화 재구성하고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
습에 활용하였다.
3. 방송 시청 훈련안 구안 활용 및 우수 시청록 시상
학생이 TV 교육방송 초등 영어를 적극적이고 주의 깊게 시청 할 수 있도록
교육방송 시청록을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교육방송 초등영어를 열심히 시청하고 우수하게 기록한 학생을 선정하여 시
상하고 격려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시청활동을 유도하였다.
4. TV 교육방송 녹화 및 재구성 활용 방안
TV 교육방송 초등영어를 녹화 재구성하여 역할극 훈련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a) 전 학생 비디오 녹화 실시
전체 학생들의 비디오 테이프 녹화 순번을 정해 녹화를 실시하였고, 녹화
기술 이전은 녹화 실시 학생이 다음 순번의 학생에게 했다. 모든 학생이
비디오 녹화 기술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방송 내용도 시청하는
기회를 갖었다.
b) 녹화 테이프 자료화
녹화 테이프에 프로그램 제재를 기록 부착하여 녹화 자료를 보관하고, 방
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녹화 테이프 보관함을 개방하였다.
5. 역할극 훈련 방법
a) 준비:∙ 모둠별로 아동 스스로 역할극 제재를 결정하고 녹화자료를 반복
시청하며 극본을 쓴다.
∙ 녹화자료 반복 시청후 기계 제작부, 출연 배역을 결정
∙ 배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학생 개개인의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과
성격에 따라 정하며, 모두 자기 배역에 대해 만족과 성취동기를
충분히 갖고 역할극에 임할 수 있게 한다.
b)훈련 과정:∙역할극 연습 방법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모둠별 당번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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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후에 1～2시간을 내어 모둠별로 훈련 과정에 따라 연습한다.
∙첫째 주는 녹화 자료를 시청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배역을 결정한다.
∙둘째 주는 배역에 따라 극본을 보며 자연스런 동작과 발음을
습득하기 위해 녹화 자료를 반복 시청한다.
∙셋째 주는 역할극 소품(의상, 장식용품), 음악 효과음 녹음테
이프, TP자료(무대 배경)등을 준비하고 역할극을 연습한다.
∙ 넷째 주는 배역에 따라 역할극을 자연스런 동작과 정확한 발
음으로 즐겁고 신나게 한다.
c) 연극하기:∙역할극을 매월 마지막 주 책가방 없는 날에 한다.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을 전개해 학부모의 참관을 유도
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한다.
∙학생들이 영어 역할극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품, 음악
효과음 녹음테이프, TP자료(무대 배경)등을 잘 준비한다.
d)정리하기:∙각 모둠의 역할극 행동에서 본받을 점, 창의적인 행동으로
학급 분위기를 즐겁게 이끌은 친구를 칭찬하고, 자기 반성
결과 잘한점과 고쳐야 할 점, 아쉬웠던 점,어려웠던 점, 보람
있었던 점을 발표한다.
∙ 역할극 우수 연기상(최우수 연기상 조연상, 인기상, 스마일
상, 협동상)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6. 영어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 준비 및 전개시 주의한 점
• 역할극의 목적이 아동의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자연스런 활동 동
작과 함께 신장시키는데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 학생이나 모둠
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하였다.
• 모둠별 역할극 제재는 다르게 하되 전 학생이 다른 모둠의 역할극에
도 관심을 갖고 Song, 율동, 질문의 답변 활동에 즐겁고 신나게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다.
• 영어에 자신이 없고 내성적인 아동은 교사의 특별한 관심으로 친구,교
사와 친밀감을 형성시켜 영어 학습 의욕을 갖게 하고, 소극적 영어 듣
기 말하기에도 많은 칭찬과 보상을 줘 학습 활동에 자신감을 주고, 영
어 말하기 듣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7. 영어 역할극 중심 열린 교수-학습 효과
• 어린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서로 화합하고 도우며 사이좋게 지
내 학급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학습 결손 아동이 줄어 들었다.
•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의 내용이 있으므로 학생들
이 더욱 흥미를 느껴 열심히 해 결과적으로 영어 듣기 말하기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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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신장되었다.
• 역할극에 의해 어린이들이 자신감이 생겨 본 교과 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학습 시간에도 활발히 발표하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 역할극에서 불렀던 다양한 영어 노래와 Chant를 일반 학습의 주의 환기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다시 불렀을 때 학생들이 매우 좋아해 효과적이었다.
• 영어 비디오 테이프 시청을 하며 역할극 극본을 쓰고, 연습을 하고, 소
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가까워져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자
연스럽게 신장됨을 볼 수 있었다.
B. 가설(2)의 실천

실천가설

‘

놀이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

2

-

직접활동

부수적 활동

놀이활동 놀이활동중심 놀이활동중심 열린 교수-학습
종류
열린교수-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실시를 위한 교실
수집 재구성 모형정림
구안 적용
공간 구성

영어
박사제
운영

모듬 조직 및
운영

1. 놀이활동 종류 및 방법
• Bingo Game : Rider의 지시에 따라 Bingo(가로,세로, 대각선)판을 빨리
한 사람이 Bingo하며 승자임을 알리는 게임
• Box Game : What is it in the box? 상자안에 어린이들이 학습한 물체나 물건
을 넣어 두고 상자를 흔들어 소리나 느낌으로 상자안의 물건을 알아 맞추는 게임
• Mime : Rider의 동작만 보고 어떤 단어나 행동을 영어로 알아 맞추는 게임
• Whispering Game : 귓속말 전하기 놀이로 Team을 나누어 어떤 내용을
마지막으로 들은 어린이가 칠판의 영어 단어나 그림을 떼어 오는 게임
으로 먼저, 정확하게 하는 Team이 승리한다.
• Guess Game : ∙그림을 조금씩 그려 나가고 점점 그림이 완성되는 정도
에 따라 학생들이 그림을 알아 맞추는 게임
• Word Game: 단어 알아 맞추기 게임
• Simon Says: Rider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Simon"을 붙여 말할때만
행동을 하고 이 규칙을 어기면 벌칙을 받는 게임
• 목소리와 물건을 알아 내는 게임 • 숨은 그림 찾기, 듣고 신체 반응 하기
2. 놀이 활동 지도시 유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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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활동의 목적은 학습한 영어를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고 유
창하게 말하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지도하였다.
• 놀이 활동중에 가능한 한 영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놀이의 리더로 평소 말이 없거나 소외된 어린이를 지명해 그 아동에게 많은
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 주머니속의 물건 찾기 놀이를 할 때 한 두 개의 선물을 넣어 아동의 흥미
와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었다.
• 모든 학생들은 배운 것을 활동 해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놀이의 성격에 따
라 Individual work, Pair work, Group work, Whole work 놀이 형태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 차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우미친구
를 장면마다 선정해 알려주는 기쁨과 쉽게 배우는 만족을 다함께 느끼게 하였다.
• Whispering Game의 Team을 구성할 때 여 남 학생의 거부감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해 여학생 팀과 남학생 팀으로 구성하여 지도하였다.
• Word Game을 지도할 때 가능한 한 큰 동작과 풍부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흥미와 함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3. 영어 박사제 운영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영어 박사제를 운영
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였다.
IV. 재미있고 신나는 영어 열린 교수-학습 실천 성과
재미있고 신나는 열린 교수-학습을 전개하면서 나타난 실적물과 활동상황에
서 임상적으로 확인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역할극 놀이활동 중심의 열린 교수－학습 적용으로 학생들의 영어 듣기 말
하기 기초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다양한 직 간접 생활 장면을 제공해 체험
활동과 취미활동의 기회가 확대된다.
2.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 표현 능력, 개방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력과 상상
력의 신장을 꾀한다.
3. 학생들에게 원만한 교우관계 조성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며, 학교생활
을 통해 자아 성취를 느껴 즐겁고 자신감 넘치게 하며 남을 돕고 이해
하는 것과 적극적인 생활태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4. 역할극을 하면서 대화의 시작, 진행 및 종결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을 자연스럽게 연습해 어린이 개개인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한다.
5. 학부모의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신뢰감 향상과 교육방송 시청 및 열린 교
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 극본과 시청록을 쓰고 접하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고 정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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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도 11〉 영어 박사증

7. 열린 교수-학습 실시를 위한 교실 공간 구성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료와 활동 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야 하고 학습형태도 다양하므로 교실의 공간 구성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
이 교실 공간 구성을 하였다.

8. 놀이활동 중심 열린 교수-학습의 효과

• 영어 놀이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게보였
다.
• 영어 놀이활동을 통해 나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
거움을
느껴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신장되었다.
• 놀이 활동의 리더 순환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지도력을 키웠다.
• 간단한 규칙의 놀이활동 속에 모든 아동들이 몰입하여 영어 말하기 듣기
학습 효과를 증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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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모둠별로A pencil, please.놀이 활동하는 장면

〈사진 4〉그림자 놀이를 하며 ‘Who are you?' 하는 장면
놀이 활동 중심 열린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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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일시 4월29일수요일 5교시 대상 제무주초등학교
4학년 매화반 교사 김 선 경
교과 영어 단원
4. What Time Is It?
본시 Is Jim there? - This is Jim.
차시 4/4 범 위 P31～38
제재 What time is it? -It's eight o'clock.
학습 시각 표현을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
목표 “Do It Yourself"의 문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다.
학 습 교육방송(Billy the bat, What's Up Doogie?). 모형 시계,
자료 교수매체, 노래자료
학 습 놀이중심모형 학습진행 개별, 모듬별 학습 통합형태 교과특성통합
모형
형태
(영어,미술,음악)
교수 - 학습 과정
학습 시간 학습의
교수- 학습 활동
자료및유의점
과정 흐름
마 음 2‘
￭Let's sing "What time is it?
율동과함께
열기
￭마음열기
▪T: Hi, Everyone?
실물화상기
▪S: Hello, Miss, Kim.
화보(시계)
▪학습동기 유발
“Chant"
학 습 2‘
Is Jim there? - This is Jim.
TP 자료
문제
What time is it? -It's eight o'clock.
접근
￭본시학습 관련 VTR 보고 소개방법 알기
▪비디오 보고 시간울 묻고 말하기 내면화 VTR,녹음기
▪Chant
학습
￭학습 목표 확인
문 제 1‘
시각 표현을 사용하여 놀이를 하고
파악
“Do It yourself" 문제를 해결해 보자
￭시계 놀이 파악하기
▪놀이감 준비물 점검
풀, 가위,
▪모형 시계 조립하기
모형시계판
￭놀이 방법 안내
◊2명씩 짝을 지어 모형 시계 조립함
놀이 10‘
◊질문에 대한 약속을 함(오전은 기지개를
방법
오후는 잠자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안내
◊시각을 질문 받은 학생들은 재빨리 시계를
보여 주며 “What time is it?"한다.
(example) A: What time is it?
B: It's seven o'clock"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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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10‘
play
game
읽기 3‘
자기 5‘
평가
마무 7‘
리
차시
예고 1‘

￭ Let's play game
▪전체 Let's play game .
▪모듬별 Let's play game .
▪짝쿵과 Let's play game .
￭알파벳 읽어보기
단어카드
ⒼIRL ⒼRANDMOTHER ⒼLOVE ⒽAT ⒽAND VTR
ⓖirl ⓖrandmother ⓖlove ⓗat ⓗand
￭ Do It Yourself 해결하기
녹음기
◊녹음 테이프 듣고 해결
VTR
◊Video Tape 보고 해결
￭ 마무리 하기
◊모듬별 게임 경기하기
◊우수 모듬 선정
◊본받을 모듬 친구
◊재미있고 보람있었던 점
스티커
◊학습 내용 정리
◊우수 모듬 보상
◆차시예고
◊상: ‘What color?'놀이활동 생각해 보기
◊중: 색깔 질문과 응답하는 문장 알아보기
◊하: 3가지 이상 색깔 알아보기
〈도 10〉놀이활동 중심 열린 교수-학습 과정안

9. 모듬 조직 운영
a) 모듬 조직의 기준
(1) 모듬원 제반 능력들이 특정 모듬에 기울지 않게 조직한다.
(2) 모듬 구성원은 6～8명으로 조직한다.
(3) 모듬의 고유 이름은 모듬원끼리 상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듬원은 우수 모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5) 우수 모듬은 실적에 따라 매월말 약속한 상을 준다.
b) 모듬원 역할 분담 조직

영어 역할극 놀이활동을 원활히 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둠원 역할 분담을 조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하여 역할
을 재 조정하도록 하였다.
〈표－20〉모듬원 역할 분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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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인원
하 는 일
비 고
기 술 부 각모듬 명 교수매체 기술담당 및 교수매체 관리 OHP,캠코더,VTR
학 습 부 모 듬 장 학습준비 자료배부 환경 게시물 관리
녹 화 부 각모듬 명 녹화 재구성 편집
놀이구성부 전 모듬원 역할극극본 구성및 놀이활동 자료 수집
연 출 부 각모듬 명 역할극 연습 및 진행
1

,

1

10. 영어 박사제 운영

,

,

1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영어 박사제를 운영
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였다.
a) 영어 박사 선정 기준
(1) 영어 학습에 열심히 참여 하는 학생
(2)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자
(3) 역할극 중심 영어 열린 교수-학습에서 열심히 참여한 학생
(4) 놀이 활동 중심 영어 열리 교수-학습에서 열심히 참여한 학생
(5) 교육방송 초등영어 시청 학습장을 열심히 작성한 학생
(6)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을 모두 영어 박사로 매월 선정해, 박사증을 수여하고.
칭찬한다.
b) 영어 박사 임명

영어 박사를 4～7월에 임명하였고 임명 횟수는 35번으로 이중에는 매
월 반복해서 영어 박사증을 받는 학생이 8명이었다. 그중 1명의 영어 박사
증을 소개하면 〈도 11〉과 같다.

영 어 박사 임명장

무주초등학교 학년 매화반
이 름 김 소 연
위 학생은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영어 방송을 듣고 시청록을 성실히 써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친구들의모
범이 되므로 이에 영어 박사로 임명하고 칭찬합니다
4

.

1998. 5 . 30 .

무주초등학교 학년매화반 담임 김 선 경
4

11.

〈도 11〉 영어 박사증

열린 교수-학습 실시를 위한 교실 공간 구성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료와 활동 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야 하고 학습형태도 다양하므로 교실의 공간 구성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
이 교실 공간 구성을 하였다.

열린 교실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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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열린 교실 공간 구성 안내
12

12. 심리적 물리적 열린 환경 구성의 효과

• 영어 박사제 운영을 통해 영어 역할극 놀이활동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성실한 시청록 작성으로 영어의 듣기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
다.
• 모둠원 역할 분담 운영으로 전 모둠원들이 자신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
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다.
• 영어의 열린 교실 공간 구성으로 누구든지 쉽게 영어 자료를 활용하였
다.

초등영어 열린 교수 학습 적용의 역할극 극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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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8.5.30 교과 영어 대상 4- 연습
5.1 지도
시 (토)
매화반 기간 -5.30 교사 김선경
of North
교육 프로
What's
역할 UNIFICATION
and
South
방송 그램명
up,Doogie!
모듬명
(남북통일)
프로
그램 본시 I have no sister. 역할극
돼지로 변한 누나
학습
제재
프로 녹화자
최운태
연출
정은선
그램
녹화 극본
기술
박정은
정안도,김무겸
연출 구성
담당
(정은):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남북통일)Family가 오늘은
“ have no sister.” 라는 영어로 역할극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oogie가 Monster에게 왜 누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지켜 봅시다. “Q"
(정은): 톰은 항상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형이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매우 불만
을 갖고 있었습니다.
Mother(은선): (돈을 누나에게 주며)
Sandy, Please, go buy milk.
제니퍼(영미): (형에게 돈을 주며)
Sam, Please you go.
샘(희주):(톰에게 돈을 주며)
Sam, Please you go.
톰(원용):(화를 내며) What?
샘: (손으로 가리키며) Go! Go! Go!
톰: (일어나며) Ok! Ok! I'm going to buy milk.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으이고.
정은: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던 톰은 할 수 없이 심부름을 갖다 온후 방에서 화를 풀
고 있었습니다.
톰: I don't like my Family.
I don't like my mother.
I don't like my sister.
I don't like my brother.
(요술통에서 돼지 부적을 꺼내 가족 사진에 붙이며)
They are all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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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army is a pig.
Sandy is a pig.
And Sam is a pig.
Mother: Doogie? Doogie?
톰 : Yes, Marmy.
(사진을 보며) Oewing, Oewing.
정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톰이 돼지 사진을 붙이자 엄마, 샘, 제니퍼가 진
짜 돼지가 된 것이였어요.
톰:(거실에 있는 돼지 두 마리를 보며)
Oh my god !
Where are these pigs come from?
Where are my sister and brother ?
(부엌에 들어가며) Marmy?
Oh, another pigs.
What's happen!
Sam, Sandy Where is marmy?
정은: 톰은 돼지 세 마리를 돼지 장수에게 팔아버리고 지금 좋아 하고 있습니다.
톰: (좋아하며) Home is a alone.
(누나 카세트를 보여주며) I have no sister. So this is mine.
(형 자동차를 보여주며) I have no brother. So these are Mine.
(식탁에서 빵을 먹으며) I have no mother.
(빵을 버리며) Now, no cleaning!
정은: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같이 톰이 돌아옵니다.
친구(선경): where is your mother?
톰: 음, I am no.
친구:What? Where is your sister?
Where is your brother? Is you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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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I have no brother. I have no Sister.
톰:(돌아가는 친구를 보고)
Where are you going?
친구: Home!
정은: 톰이 숙제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가족을 부릅니다.
톰: I have no idea. Sandy, Help me!
(대답이 없자)
I have no Sister.
Oh, I watch TV.
(TV 작동이 않되자)
Oh, Sam, plese help me.
Oh, I have no brother.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Oh, I'm hungry
Oh, I'm hungry
정은: 결국 톰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마구 울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톰:(잠에서 깨며 가족 사진에 붙인 돼지를 보고 얼른 떼어내며)
I like my mother.
I like my sister.
I like my brother.
(거실로 나가 누나에게 달려가며) I love you.
샌디: (겸연쩍어 하며) Go away.
톰:(어머니가 들어오자) Marmy, I love you. (부딪혀 과자가 와르르 떨어짐)
Mother: Plese, clean this up
자, 가족들의 참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톰은 기쁜 마음으로 받
아들이겠지요?
“Do you have a sister?" "
".
우리 남북통일 모듬의 "I have no sister."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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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과학교육 자료의 제작과 활용
공주대학교 김준태

Ⅰ. 인터넷을 통한 과학교육의 필요성
Ⅱ. 인터넷을 이용한 학교교육
1. 인터넷을 통한 과학교육 방안
2. 교수-학습 예시 자료 1 --- 초전도 관련 자료
3. 교수-학습 예시 자료 2 --- 파워포인트 자료
4. 교수-학습 예시 자료 3 --- 중학교 교과 학습 자료
Ⅲ. 인터넷을 이용한 교실밖의 과학교육
1. 교실밖의 과학교육 예시 자료 1
--- 제 1회 APEC청소년과학축전 관련 과학교육 자료
2. 교실밖의 과학교육 예시 자료 2
--- 놀이공원을 소재로한 물리교육용 학습자료

Ⅰ. 인터넷을 통한 과학교육의 필요성
과학 교육의 성패는 학습자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태도의 바람직한 형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차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의 고취를 중요한 과학교육 목표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격화되고 교과 내용에만 의존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학 교육의 목표대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대
한 흥미와 태도가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현재의 과학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는 증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 교육 방법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 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습자 스
스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열린 과학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학습자와
운영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 이
렇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학교육에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
습자는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오락적인 내용만을 접하며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첨단 정보 통신을 과학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고 오락적인 정보만을 찾는데 활용하고 있
는 이유는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어
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현장 교육에서 활용한 후 학습 결과를 평가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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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을 이용한 학교교육

1. 인터넷을 통한 과학교육 방안

가. 탐구학습 모형

과학적 탐구란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탐구활동이란
학습자가 의미있는 인지적 활동을 통하여 해결에 대한 직접적 암시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탐구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림 1>과 같은 5단계 활동으로 이루어진
다.
탐구요소

결론도출 및 평가
자료의 해석
탐구의 수행
탐구의 설계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문제의 인식

↓

가설 설정

↓

가설 검증 및 방법의
선택

↓

방법의 적용

↓

새로운 지식의 도출

순수과학
일상적
기술 산업적
사회적
자연환경적

물
리

화
학

생
물

지
구
과
학

과학내용

탐구상황

1993년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탐구 능력 평가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
문항들은 <그림 2>와 같이 과학적 탐구 능력의 평가를 위한 틀로 과학교육의 주요 3차원, 즉 탐
구 요소(process), 과학 내용(content), 탐구 상황(context)을 각각 축으로 하는 3차원적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과학교육에서의 탐구실험도 이와 같은 3차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실험은 단순히 실
험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STS교육이 강조된 6차교육과정에서는 일상적 상황이나 기술
산업적 상황 또는 사회적, 자연 환경적 상황에서의 실험을 권장한다. 또한 탐구과정의 일부를 선
택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나.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학습 모형
(1)

탐구학습의 안내자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 실험은 적절한 자료의 게시와 운영자의 안내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자료
의 제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다를 바 없는 수용학습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탐구실험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호작용
형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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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학습자료의 제공

탐구방법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 형태의 탐
구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바
등으로 작성된 상호작용형 가상실험과
비디오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탐구실험
은 게시판을 활용해 학습자와 운영자
또는 학습자들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탐구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학습
자

탐구학
습
탐구학습자
료

다음과 인터넷자료를 토대로 다음
인터넷
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탐
학습자료
구학습을 할 수 있다.
탐구주제의
학습자
탐구주제의 설정 : 인터넷에 게시
설정
된 탐구학습 자료를 토대로 학습
학습자 수준,
자는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
특성
려해 탐구주제를 설정한다.
탐구방법의 설정 :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학습자의 수준과 탐구학습주제에 적절한 탐구방법을
설정한다. 관찰, 분 , 정, 자료수 및 전 , 자료해석( 리, 자료 환, 예상, 상관관계, 인과
관계), 결론도출 및 평가 중에서 필요한 탐구방법과 탐구단계를 설정한다.
탐구 수행 :
탐구 수행, 과제분 형 탐구 수행, 과제분 형 탐구 수행 후 동학습을 통해
탐구과정의 전 또는 일부를 해결한다.
탐구결과의 해석 : 학습자의
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의견을 교환 으로 탐구결
과를 해석한다.
결론 도출 : 탐구결과의 해석을 바 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학습자의
적인 의견을 인터넷
에 게시하면 학습자들간의 토론과 지도교사의 적절한 안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류측

개별
체

집

개

추

담

변

담

개별

함

탕

개별

인터넷 학습

학습자

주제 설정

협

탐구방법 설정

탐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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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결과 해석

결론도출

써

2. 교수-학습 예시 자료 1 --- 초전도 관련 자료

심

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 을 증진시 고, 과학적 태도
를
하는 것을 중요한 과학교육 목표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공통과학이나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서 초전도 현상의 견, 계 도와 초전도 의 이용, 그리고
항과
자기부상 같은 신비한 현상을 보이는 신소재로 학생들의 흥미가 다. 그러나 초전도 는 신소재
의 한
로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초전도에 관한 흥미
를 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전도에 관한 지식 정보는 교과서의 내용과 과학
관련 간지나 신문의 과학 특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전도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면 내 사이트에 6
, 외 사이트에 13411 가 존재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결과나 지내용을 Text 중 의 e 문
서로 소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자료는 학습에 활용하기 어 다.
연구에서는 초전도 에 관한 T 과 정지화상으로 제작된 기 자료와 A , PE 의 동
영상과
형식으로 제작된 에니 이 자료로 구성된 인터넷용
미디어 로그 을
하
였다. 또 인터넷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사 또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그
를 활용한 후의 흥미도와 학습 과를 분석하였다.

함양

발 임 온

높

종류

발
월

집

개

본

체

GIF

국

체

78개 국
잡
렵

H ML
메 션

매체

체

무저

개
심 wb

본
멀티

VI M G
프 램 개발

효

가. 교과서의 분석
1)

교육과정 관련성

명

교과서

명

대단원

명

량

중단원

체

공통과학

신소재

초전도

고등학교 물리

전자기

전기 항
(전기 항과

저
저

분
2P

온도)

1P

교과서의 분석
고등학교 공통과학 8종과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 7종을 각각 선정하여 초전도 관련 내용을 분석
2)

하였다.

(1)

고등학교 공통과학 교과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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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사내용
초기 견 과정
초전도 현상
계 도( )
달과정
고 초전도
초전도의 이용
초전도의 원리

발

임 온 K
발
온

(2)

A

O
O
100
O
O

B

D
O
O

C

O
O

O

125

O
O
O

O

O
O

F

G

O

O

O
O

O

O

E

133

O

H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분석
종류

조사내용
초기 견 과정
초전도 현상
계 도( )
달과정
고 초전도
초전도의 이용
초전도의 원리

발

임 온 K
발
온

A

O

B

D
O
O

C

O
O

O
100
O
O
O

7종

125

125

O

O
O
O

F

E

G

O
O
O

종

었
발

분석한 결과 공통과학은
, 고등학교 물리는 5 의 교과서에 초전도 내용이 수록되 다. 소
된 내용의 대부분은 초전도 현상의 소 와 이용분야 정도였다. 초전도 현상의 초기 견 과정
이나 계 도, 원리, 달과정, 고 초전도 를 취 한 교과서가 거의 없 다.

개

임 온

발

개

온

나. 초전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

체

급

국

었

78개 국

개

초전도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면 내 사이트에 6
, 외 사이트에 13411 가 존재하
고 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내용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선정하여 검색한 결과가 표1
과 같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료가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결과나 지내용을 Text 중 의 e 문서로
소 하고 있는 정도이어서 고등학생이 초전도를 이해하고 흥미를 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다. 그리고 내 사이트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초전도 관련 사이트가 한 도 없어서 일선 학교
에서는 학습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 이 많다.
라서 인터넷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사 또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초전도 에
관한 T 과 정지화상으로 제작된 기 자료와 A , PE 의 동영상과
형식으로 제작된
에니 이 자료로 구성된 인터넷용
미디어 로그 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잡

개

었

국

따

H ML
메 션

움

본
멀티

VI M G
프 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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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건

심 wb
너무

GIF

체

초전도 내용

제 목

사이트 주소

룹
http://krissol.kriss.re.kr/quantum/supercon/k360.html
국
영남대학교 물리학과의 초전도연구실. http://physics.yeungnam.ac.kr/~supercon
초전도그
(한 표준과학원)

세

입

http://a1bbs.dzone.co.kr/user/coldzoo/

연 대학교 초전도연구실 니다.

KAIST 기계공학과 저온공학연구실
초전도의 소개

연구 토픽
발달 개념
발
견
및
결과 수록
과정
성질

0
0
0

http://me.kaist.ac.kr/~Cryogen/
http://sol.postech.ac.kr/~htsc/Intro_SC/docu2/201.html

포항공대 물리과

개인 홈페이지
http://chojun4.skku.ac.kr/s_intro.htm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사
http://www.kbsi.re.kr/~eskim/sosic/so121.html
업 본격화
신산업 기술 2010년에의 도전 - 초전도
http://lily.keri.re.kr/battery/wwwboard/messages/47.html
전력 저장
조준

초전도

MRI 국산화

국

http://rose.keri.re.kr/news/mri_a1.html

한 전기연구소 초전도

0

응용연구사업팀 http://rose.keri.re.kr/~k1650/index_k.html

세계 최강 자장의 초전도 자석 개발 http://www.kordic.re.kr/~trend/Content188/physhics01.html
고온 초전도체 사용, 인간을 5센치 부
http://www.kordic.re.kr/~trend/Content196/electricity09.html
상 성공

y all g a hy Lab
여러분은 Ⅶ.현대 과학과

http://www.gsnu.ac.kr/~ceramic/html/superconductor.html

Cr st o r p

공부하고 있습니다

http://science.kongju.ac.kr/gs/phys/p412000.htm

KUDP - Fun Physics - Chapter 1

http://physics.korea.ac.kr/general_information/fun_physics/fun1.html

기술 단원을

World Wide Web &
HomeWork

hy i

P s cs-

u
du
Student Home
Pages

http://physics.hallym.ac.kr/course/96/st96-2/hw/ans/ans5/ans5.html

S per Con ctor

http://hamosu.yonsei.ac.kr/~yschoi/super.html
http://www.chosun.co.kr/special/77/

디지틀조선일보

?

http://www.kimm.re.kr/KIMM_NEWS/N166/kimm06.htm

Guide to Super conductivity

http://www.physnet.uni-hamburg.de/home/v...er/HTC/pt2.htm

초전도 현상이란
A

http://physics.hallym.ac.kr/course/96/st96-2/hw/hw5.html

Making High-Tem
cond uctors
u

au

per t re

u

s per

du ivity

고 초전도

온

체 발견 10년

http://muli.kookmin.ac.kr/~shimws/s-conduc.html

우리의 초전도 연구 수준

http://www-ph.postech.ac.kr/~psc/High-Tc/hitcsulmyung.html

체 ?

[http://kitel.co.kr/~cham3791/chojeon.htm

초전도 란

울산네트-과학/문헌
'새로운 산업혁명'을
도체
Introduction

밀 http://www.ulsannet.com/ulsan/tech/scin/elec.html

: 초전도의 비

온

주도할 고 초전

http://mm.ewha.ac.kr/~yang/yukja.html
http://muli.kookmin.ac.kr/~shimws/super/intro.html

- 6 -

고등
이용 제작
그림
실험
학생
분야 방법
자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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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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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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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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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http://www.webcom.com/cfsc/scpart1.html
http://www.sonic.net/~teknoman/superconductivity.html

s percon ct

이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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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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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예시 자료 1 --- 파워포인트 자료

쉽

파워포인트학습자료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 제
작할 수 있다는 파워포인트의 특성 때문에 현장 교사의 활용 도가 은 것으로 보인다. 또 파
워포인트 학습자료가 리
이 에 적 하지만 로그 의 성능 상으로
미디어와 상호
작용이 어 정도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서 로도 공 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현
장에서 게 형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파워포인트학습자료의 제작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 젠테 션

느

합

쉽 변

프

버

급

급

빈

램

높
향

윈칙

멀티

아

파워포인트 학습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공 하는 것을
으로 한다. 인터넷이 직은
기 때문에 파일의 용 을 이면서도
미디어 요소를 가미하였다.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내려 을 수 있고 교사의 간단한 조작으로 형이 가능하다.

량 줄

받

멀티

저속이

변

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과학 내용이 제작되 으며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공통과학, 물리 등
의 자료가
예정이다.

개발될

3. 교수-학습 예시 자료 1 --- 중학교 교과 학습자료

급

컴퓨

중학교 과학과 인터넷 학습자료는 각 학교에 전용선과
터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과정에 적 한 교수-학습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

합

중학교 과학과 인터넷 학습자료는 6차교육과정에 적 하도록 학습자의 인지수준과 STS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하였다.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실험은 가상실험을 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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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하였으며 그림자료와 동화상도 준비하였다.

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과학 내용이 제작되 으며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공통과학, 물리 등
의 자료가
예정이다.

개발될

Ⅱ.

인터넷을 이용한 교실밖의 과학교육

1. 교실밖의 과학교육 예시 자료 1 --- 제 1회 APEC청소년과학축전 관련 자료

국

처 개최

APEC청소년과학축전은 내외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
사의 성격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시 필요가 있다. 또 APEC청소년과학축전
이 과학을 소재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내외 학생들간의 인터넷을 통한 교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사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내외 APEC회원 학생 전 의 규 에 비교해 때 많
지 않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행사내용을 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
해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최

국

본

될

국

국

메 션

체
체

모

류

볼

기 자료는 문자, 정지화상, 에니 이 , 동화상으로 제공하며 학습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
바와 C 를 통해 로그 을 구성하였다.

GI

프

램

다. APEC청소년과학축전 홈페이지의 구성 내용
APEC청소년과학축전 홈페이지는 축전의 안내 기능, 축
전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상 관람 기능, 의견 수
렴 기능, 축전 참여자간의 대화 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학생들이 축전참가 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구성하였으며 외국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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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생과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과학축전의 안내

1) APEC

개략

개

개

APEC청소년과학축전을 안내하기 위해 환영사, 행사내용의
적인 소 , 주요행사의 소 , 행
사일정표, 행사장 찾 보는 방법, 행사운영 조직과 연락 , APEC소 등의
를 구성하였다.

아

처

개

코너

청소년과학축전의 가상관람
주요 행사장별로 행사내용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전시
내용, 학습자 참여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프
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축전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자가 제작한 발
명품, 상상그림, 탐구보고서 등과 축전 중에
전시, 시연되는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을 통
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APEC

청소년과학축전의 참여자의 의견 수렴

3) APEC

APEC청소년 과학축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 의견을 수 해 청소년과학축전의 방 을
설정하고
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
견수 을 통해
이지의 운영방 을 선
하였다.
주요 항목 로 게시판을 운영하였으면 일
로 게시판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에 대한
을 작성하였다.

렴

별
답변

렴
홈페

향

홈페

향 개

별

APEC청소년과학축전에 참여하는 학생들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또는 비실시간으로 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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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할 수 있도록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교실밖의 과학교육 예시 자료 2 --- 놀이공원을 소재로 한 물리교육용 학습자료

발

놀이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대부분의 기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 할 수 있
고 과학적 상황과 내용을 이용해 제작된 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한 놀이로만 활용할 열
린 교육의 학습자료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기구를 소재로 인터넷 학습자료를 제
작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 할 수 있는 과학교육자료가
수 있다.

발

뿐

될

국내외의 놀이공원을 조사하여 기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구별로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안
내와 과학적인 요소 등을 추출하여 인터넷 자료로 제작하였다. 대부분의 기구는 동영상으로 제작
하였으며 일부는 자바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습자가 가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외의 놀이공원을 소개하는 내용과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내용, 놀이
기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학적 내용과 평가, 놀이기구의 가상체험, 놀이공원을 소개하는 인터
넷 사이트 등으로 구성하였다.

- 11 -

과학과 교수 학습지도에서 교수매체의 활용
-

남원고등학교 이 준 선

서언

1.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해본 사람은 교수매체 활용 문제
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을 헤아릴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 과학교
육하면 실험실 첨단장비 시청각기교재 실험실습용 소모품 시약
자료 픽쳐파일 사진 모형
교과서 참고서 신문
잡지 전공서적 등의 교수매체들을 열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
터의 등장으로 실험실습이 어려운 내용은
으로 보여
주기도 하고 과학에 관한 소프트웨어들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과
학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수매체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중등학교 과학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으로 지식전달의 수업방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
한 교수매체의 하나인 교과서나 참고서를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
다 특히 참고서적에는 이론은 물론 실험내용 까지도 잘 정리되어
있으며 문제의 해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 참고서만 가지면 교
사 학생 모두 개년 동안 무난히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는 너무나 간편한 교수매체의 활용을 통한 교수 학습 활동이며 입
시교육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히도 입시제도가 교육개혁
의 차원에서 바뀐다고 하니 두고 볼일이다
과학교육진흥이라는 말을 귀가 따가울수록 들어 왔으며 미흡하
나마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과학교육진흥에 힘써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맨손수업 지양 시청각기교재활용 실험
실확보 등 교수매체활용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좀더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현장교실 수업 중심
으로 과학과 교수 학습지도에서 교수매체 활용방법을 논의해 보
고자 한다
.

,

TP

,

,

,

,

,

,

VTR

TAPE,

,

,

,

,

,

,

.

SIMULATION

.

.

.

6

-

.

-

.

.

.

,

,

.

-

.

2.

(1)

교수 학습지도에서 교수매체 활용
-

유인물에 의한 교수매체의 활용

유인물에 의한 교수매체 이하 인쇄 교수매체라 한다 로는 교과
서 참고서 신문 잡지 백과사전 전공서적 인터넷 전자신문 등을
(

,

,

,

,

.)

,

,

들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
인 방법으로 간편하며 시간이 절약되고 경제적이며 교수매체를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교사 주도적이며 이론
중심의 지식전달수업으로 수많은 자연현상을 설명만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
인쇄매체에 의한 교수 학습지도에서는 단원내용에 따라 교과
서나 참고서 외에 신문 잡지 백과사전 전공서적 인터넷 전자신
문 등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게 하
고 생각을 정리하며 말과 글로 발표해 보도록 하며 학생들이 개
별적으로 혹은 소집단활동을 통하여 연구 조사 활동을 경험하도
록 하는 수업을 전개하므로써 수요자인 학생활동 중심의 자기 주
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인쇄매체에 의한 수업활동으로는 요즈음 대두되고있
는
를 권하고 싶다 는 과학교
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폭 넓게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최
근에는 인터넷 전자신문에 의한 학습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인터넷 전자신문은
에 뒤졌던 속보기능이 강화되
고 있으며
자료의 공유 및 검색 등의 편리성을 들을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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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각 기교재의 활용

교육부에서는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수업 환경을 바꾸
려고 노력하여 학교교실이나 실험실에는 시청각기교재가 어느 정도 갖추
어져 있다 교실에는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
고 실험실에는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 외에도 실험실습기구 및 각종
소모품들이 갖추어져 있다 나 은 교육방송이나 이미 제작된
교육용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수업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교사는 조정하여 교수학습에 임해야 한다 의 사용은 간편하기
는 하지만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필름으로 된
자료
가 있어야 하며 컴퓨터에 의한 수업활동은 수업내용에 맞는 타이틀이
나 적당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시중에는 과학교육용 소프트웨어들
이 많이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양질의 교수 학습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원활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

TV, VTR, OHP, SCREEN,

,

.

TV

VTR

EBS

VTR

. OHP

OHP

TP(Transparency)
CD

.

,

.

-

CAI

한다
시청각기교재에 의해 교수 학습은 경직된 수업활동이 될 우려가 많다
수업전개에서 예상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시청각기교재에 교수 학습활
동을 너무 의존하다보면 교사나 학생 모두 기교재가 수업을 전부 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의존적 수업활동이 되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단원내
용에 알맞은 기교재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학습지도에 임해야 한다
.

-

.

-

.

.

(3) 자연현상의 탐구과정과 교수-매체의 활용

과학의 탐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즉 관찰-문제인
식-가설의 설정-가설의 검증(탐구의 설계, 실험,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일반화된 지식이나 원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진다고 본다. 자
연현상에서 바닷물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잘 얼지 않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바닷물이 쉽게 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실험
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실험에서 필요한 교수-매체의 활용이 실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일도 중요하다.
“바닷물은 왜 쉽게 얼지 않는가?”라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탐구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본다.
* 탐구과정

가. 관찰과 문제 인식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은 0℃에서 언다”는 지식을 알고 있는
학생이 <0℃ 이하에서 얼지 않는 바닷물을 관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탐구과정 중 최초로 수행되는 과정이며
다음 순서는 가설의 설정과정이 된다.
나. 가설의 설정

위에서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
다.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는점은 낮을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절차를 거친다.
다.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수-매체를 준비하고 실험설계

를 해야한다.
첫째 :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비커 4개를 준비하여 농도가 0‰,
15‰, 30‰, 45‰의 소금물을 100mL씩 4개의 비커에 각각
담는다.
둘째 : 4개의 소금물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
는다.
셋째 : 냉장고를 가동시킨 후 2분마다 온도를 측정하고 물이 어
는 온도를 측정한다.
이 실험에서 쓰여진 교수-매체는 염분의 농도가 각각 다른 소금
물과 4개의 비커, 온도계, 냉장고, 시계, 기록할 종이, 필기구 등이
다. 가설에서 물이 어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염분이라고 하였
다. 따라서 염분 이외의 요소(교수-매체)는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실험설계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
에서는 염분의 농도, 비커의 크기와 모양, 냉장고속에 넣는 비커의
위치 등이 될 수 도 있다. 염분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시간경과
에 따라 어는점을 측정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작이 조작변인에
해당되며 이는 독립변인 중에서 가설이 검증될 수 있도록 변화시
켜야할 변인을 말한다. 이외에도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
립변인은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켜야하는데 이것을 변인통제라고
하기도 한다. 독립변인, 조작변인, 변인통제 등은 과학의 탐구 과
정에서 수행해야할 변인들로 과학과 학습지도에서 교수-매체의 활
용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또 가설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
한 실험과정이 수행되었다면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data)를 해석하
는 단계를 거친다.
라. 자료의 해석

다음 표는 염분의 농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단위 : ℃)
시간(분) 0 20 22 24 26 28 30 32
염분(‰)
0
- 0* -1 -1.5 -2 -2.8 -3.5 -4.5
15
- 0 -1* -1.5 -2 -2.8 -3.5 -4.5
30
- 0 -1 -1.5* -2 -2.8 -3.5 -4.5
45
- 0 -1 -1.5 -2* -2.8 -3.5 -4.5
(* : 얼기 시작한 온도)

자료를 분석 검토한 후 결론을 지어 일반화된 원리나 지식을 도
출한다.
마. 일반화된 지식

위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는점은 낮아진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의 탐구과정을 더듬어
보았다. 실험을 통한 탐구활동은 교실에 비치된 컴퓨터, OHP,
VTR, TV, Screen보다 과학교구나 시약, 소모품 등의 교수매체 활
용빈도가 많다. 탐구수행의 일반적 과정에서 교수-매체의 활용이
탐구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검토 되어야 하겠다.
(4) 평가 자료

탐구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원리가 도출되었다면 전과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학급별 학년별 성적을 산출하기 위
해 평가는 과학과인 경우 탐구활동태도 평가와 실험보고서 평가로
나누어 각 실험종류별로 실시하고 등급을 주어 소점(80점, 90점
등)화 하고 최종적으로 평어(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는 실험주제별로 학생 개개인에게 서술적 평가를 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염분의 농도에 따른 어는점을 찾아낼 수 있다.”, “독립변
인의 뜻을 알고 주어진 실험에서 독립변인을 찾아낼 수 있다.”,
“실험에서 독립변인, 조작변인, 변인통제의 뜻을 안다.” 등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되어야한다.
3. 맺는 말

교실수업의 혁신이야말로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실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교수-매체를 활용해가며 이루어지는 교
육의 최전선이라 본다. 최전선이 무너지면 교육개혁도 이룰 수 없
다.
맨손수업 지양, 분필 덜 쓰는 수업, 시청각기교재의 활용, 실험실
습 철저, 컴퓨터를 포함한 첨단기교재 활용 등 교수-학습지도에서

교수-매체 활용과 직결되는 용어들이다. 과학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하고 교수매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실수업은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과 보급 및 교수-학습방법을 꾸준히 연구하
고 교수-매체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교육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엑셀로 보여주는 물리

김삼섭

Ⅰ. 여는말
물리는 자연의 규칙성으로부터 법칙을 찾아내어 자연현상에 대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
명을 가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물리는 정량적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
서 그래프나 모형 등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면모형, 그래프뿐 아니라 3
차원 입체 모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칠판에 직접 그림을 그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며 의미의 전달에서 실패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도 복잡
한 데이터인 경우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겨 정작 물리적 개념이나 원리
의 이해는 뒷전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매
우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고자하는 유용한 방법이란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쉬트 프로그램을 물리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것이다. 엑셀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탁월한 기능을 가진 도
구이다. 이러한 엑셀의 강력한 특장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데 물리과 교수-학습에서도 엑셀의 여러 탁월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물리과 외에도, 화학, 수
학과 등에서의 교수-학습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엑셀로 보여주는 물리
1. 실험값 보여주기
실험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예로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에 물을 담고 구멍에서 물이 모두 흘러 나가는 시
간을 구멍의 크기와 수면의 높이의 함수로 측정하여 표
와 같은 측정치를 얻었을 경우를 생각한다.
1) 엑셀 워크시트의 셀에 그림과 같이 측정값을 입력한다.
2) 셀A1부터 E8까지 범위로 잡고 메뉴의 삽입-차트를 선
택 분산형으로 그린다.

3) 위의 세 그래프 중에서 왼쪽의 것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즐의 지
름과의 관계이다. 일단은 반비례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시간과
(1/노즐 지름)의 그래프로 그려본다. 수평축의 값을 제곱하여 다시 그린 그래프가 오른
쪽 그래프로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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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4) 이 때, 분산형이 아닌 다른 그래프 형태는 줄이나 열의 번호를 변량으로 인식하는 특
성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분산형으로 선택해야한다.
2. 파동의 간섭 보여주기
각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파동 X, Y를 합성하면 맥놀이 파형을 얻는다. 즉
Y = sin(ωt), X =cos(( n )ωt)의 함수꼴에서 n을 진동수의 비로 잡고 진동수의
비가 1에 접근하여 진동수가 비슷할 때 “X + Y"가 맥놀이 파형을 보여준다.
1) A1열에 0, A2에 0.1를 타입한다. (여기서는 시간값으로 사용)
2) 마우스로 A1과 A2를 범위로 선택하고 범위의 우측 하단으로 마우스 커
서를 옮기면 커서의 모양이 로 바뀌게 된다.
3)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A3에서부터 A25셀까지 핸들채우기한
다.
4) B1셀에 다음식을 입력한다.
=SIN(A1*PI())+COS(A1*C1*PI())
5) B1셀의 우측하단의 작은 사각형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로 바뀌
게 된다.
6) B2에서 B100까지 핸들채우기 한다.
7) C1셀에 1.1정도의 값을 넣고 A1에서 B100까지를 범위로 선택하여
8) 삽입 - 차트를 선택한 뒤 분산형 그래프로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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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1셀의 값을 변화시키면 맥놀이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0) 예에서 보인 맥놀이 외에도 파동의 간섭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3. 포물선 운동 보여주기
수평 변위와 연직 변위가 시간 t를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포물
선운동 방정식을 생각하여 수평 변위와 연직 변위와의 관계를
평면좌표로 나타내면 물체의 운동 경로가 될 것이다.
1) B1셀을 선택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초기속도의 값을 넣
는다.(여기서는 10)
2) A2셀에 0을 넣고 A행의 아래쪽으로 1씩 증가하도록 핸들채우
기를 한다.
3) B2셀에 “=$B$1*A2"식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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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2셀의 아래로 핸들채우기한다.
5) C2셀에 초기 높이를 입력한다.(여기서는 250)
6) C3셀에 “=$C$2-1/2*10*A3^2 "의 식을 입력한다.
7) B2:C8의 범위를 선택한다.
8) 삽입 - 차트 - 분산형을 선택하여 그린다
9) B열에 입력된 값은 X = VOt의 식이고, C열에 입력된 값은
Y = H o - 12 gt 2 의 식인데 X와 Y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만약 A열의 값
과 B열의 값을 범위로 선택하여 분산형으로 그리면 시간에 따른 X변위가 되어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가, 또 A열의 값과 C열의 값을 범위로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
에 따른 Y변위 즉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평면운동의 분석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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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기체의 (P-V-T)입체도 보여주기
압력과 부피와 온도사이의 관계는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1) D4셀에 다음식을 입력한다.“=COLUMN(D4)*ROW(D4)”
2) D4:K11의 범위에 윗식을 핸들채우기한다.
3) D4:K11의 범위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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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삽입-차트-표면형을 선택한다.
5) 차트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작은 점이 나타나고 이점을 드래그하여 차트를 회전시켜
가며 볼 수 있다. 즉 P-V도표로, P-T도표, V-T도표 등으로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5. 리사아쥬 도형 보여주기
리사아쥬 도형은 시간 t를 매개변수로 하는 임의의 두 단진동 함수
x= sin ωt와 y = sin(n ωt+ ψ o )에서 y= f ( x) 의 그래프이다. 각진동수의 비 n 과 초기위상
ψ o 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
1) A1셀에 진동수의 비를 입력한다. (여기서는 3/4)
2) A2셀에 초기 위상차 값을 입력한다. (여기서는 π2 )
3) B1셀부터 B10셀 까지 0부터 0.2씩 증가하게 수를 채운다.(여기서는 시간값으로 사용)
4) C1열에 다음식을 입력한다. “=SIN(B1)"(여기서는 X값으로 사용)
5) D1열에 다음식을 입력한다. “=SIN(B1*$A$1+$A$2)"(여기서는 Y값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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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1과 D1을 범위로 잡고 아래쪽으로 46열까지 핸들 채우기
를 실시한다.
7) C1:D46의 범위를 잡아 삽입-차트-분산형의 그래프를 그린다.
8) 그림에 나타난 리사아쥬 도형은 진동수의 비가 3:4인 경우이
다. 셀A1의 값을 적당히 변화시키면 리사쥬도형이 순간적
으로 바뀌어 나타나므로 설명이 용이하다.
6. 전위 보여주기
전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접근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와의 비교를 하게 하는 것
이다. 지형도를 가지고 등고선으로 등전위를 연관시키곤 한다. 이와 같은 비유는 학생들
이 중심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전하의 조금 더 복잡한 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엑셀로 보여주자
1) 모든 cell을 선택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작은 사각형이 될 때까지 너비와 높이를 조정
한다. (이것은 왼쪽 행과 열의 이름이 교차하는 작은 사각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함으로써 전체 셀을 선택할 수 있으며, A와 B열 이름 사이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함으로써 얻어진다.)
2) 왼쪽 상단의 셀(A1)에 다음 공식을 입력한다.
= 전하1/SQRT((COLUMN(A1)-COLUMN(전하1))^2
+(ROW(A1)-ROW(전하1))^2)
(이 공식은 전위의 식 V = 4πξQ or 중 상수부인 4πξ1 o 를 뺀 나머지 Qr 을 엑셀 워크시
트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식의 전하1 은 Q를, 나머지 부분은 전하 Q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Excel의 이름 정의 기능이 이용되고 있다. "전하1“은 전하의 위치의 이름
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셀을 선택해서 그 셀의 이름을 "전하1“이라고 명명해
주기 전까지는 A1셀에 ”#NAME?" 이라는 일종의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
선 다음으로 진행한다.
3) 핸들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30줄과 30칸 정도로 이 공식을 복사한다.
4) 30줄 30칸 범위의 중앙에 있는 점쯤에 있는 한 셀(R15셀)을 선택하고 그 셀의 이름
을 엑셀 메뉴의 삽입 - 이름 - 정의를 선택하여 "전하1“이라 정하고 전하값을 부여한
다.(여기서는 10)
5) 이젠 Excel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를 보게 된다.
6) 이제 A1셀에서 맨 오른쪽 아래까지 드래그하여 그 안의 모든 셀을 선택한다. 메뉴줄
에서 삽입-차트를 선택하고 3-D 표면 그래프를 선택하여 그래프로 그린다.
7) 차트에서 더블 클릭한 뒤에 흐릿하게 둘러진 상자의 가장자리에 클릭하게 되면 핸들
이 나타나고 그 표면상이 회전함으로 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진다. 다음 그림의 왼
쪽은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가운데 그림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각으로 관점을
조정한 것이다.
8) 이러한 과정은 어느 수의 전하이든 모두 확장시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쌍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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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셀A1안의 다음 공식에 따라 모델화되어진다.
= 전하1/SQRT(COLUMN(A1)-COLUMN(전하1))＾2
+전하2/SQRT(COLUMN(A1)-COLUMN(전하2))＾2 )

7. 인터넷자료를 엑셀차트로 보여주기
인터넷상의 도표 자료를 엑셀로 분석하는 예로서 케플러의 제3법칙의 분석 과정을 설명한다.
1) 인터넷에 접속한 뒤 검색 프로그램인 http://www.yahoo.com의 분류화면에서 Science
- Astronomy를 클릭한다.
2) 그 중 Solar System을 클릭하면 태양계 행성에 관한 자료가 들어있는 사이트는 비교
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은 (http://www.hawastsoc.org/solar/homepage.htm)에서 찾은 Views of Solar
System의 화면과 이 페이지에서 검색한 태양계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장반경의 데이터이다.

3) 엑셀로 이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 넷스케이프 메뉴의 파일
- 저장을 선택한다. 이 때 파일 저장 경로와 이름을 정하고
파일 형식은 HTML로 저장한다. (표를 엑셀에서 그대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HTML파일 형식이어야 한다.)
4) 인터넷을 종료하고 엑셀을 실행시킨 다음 엑셀 메뉴의 파일
- 열기를 선택 파일 형식을 HTML로 맞추어서 넷스케이프
에서 저장한 파일을 연 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남긴다.
5) 그래프를 그릴 범위를 잡고 분산형 그래프를 그린다. (그 결
과는 다음 왼편의 그래프)
6) 일단 제곱관계의 그래프로 보이기 때문에 옆의 빈 셀(D2)에
식(=C2^(1/2))을 입력한 뒤 D2부터 D10까지 핸들 채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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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 B2에서 B10까지 선택한 뒤 자판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2부터 D10까지 드
래그하여 범위를 정한다.
8) 엑셀 메뉴의 삽입 - 차트 분산형의 그래프를 그린다.(그 결과는 다음 가운데 그래프)
9) 이번에는 그래프가 너무 X축 가까이 접근하므로 주기의 제곱근은 너무 작은 값이 되
었다. 이제 (1)과 (1/2)의 중간정도의 값인 (2/3)을 취하여 D2셀에 식 (=C2^(2/3))을 입
력하고 D2에서 D10까지 핸들 채우기를 하고 위의 “7”과 “8”의 과정을 반복한다.
10) 이제 비로소 두 물리량 (거리)와 (주기의 제곱의 세제곱근)과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오른쪽 그래프)
11) 다시 말하면 거리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의 제3법칙을 증명
할 수 있게 되었다.
주기

주기와 거리관계

12) 혹시 인터넷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본고의 태양계 행성 자료를 엑셀에 직접 타입하여
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3) 과학사적으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지도하고 다음 단원의 만유인력과 관계지어 설명
하되 인터넷에서 태양계 행성 자료를 찾을 때 거리와 주기 외에도 많은 물리량을 검색
해보게 하고 내친 김에 케플러와 티코 브라헤와 같은 과학자의 생애와 초상에 대한 자
료도 함께 찾을 수 있게 지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습 지도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브라헤는 결투에서 코를 베였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코를 붙이고 살았
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확인하고픈 동기를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거리

Ⅲ.닫는말
이상에서 엑셀을 활용하여 물리량 사이의 관계그래프나 모형등을 아주 쉽게 보여줌으로
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필자가 실제 활
용해 본 교수-학습 방법의 부분적 소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의 적극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 열린 교육, 교수 매체 활용을 통한 사고력 신장에 매우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물리과 외에도, 화학, 지구과학, 수학과
등에서의 교수-학습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진짜 목적은 엑셀이나 인터넷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물리의 개
념이나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산 시간에 인터
넷과 엑셀의 사용법을 배운 본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적용에서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물리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본문 내용 문의 및 발전적 아이디어 제공 시 E - mail : HL4GI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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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에서의 태도학습의 적용 방안
- 사회과를 중심으로 -

김이균
Ⅰ. 태도학습의 중요성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이것은 교육부 고시(제 1997-15호 외)에 의해 초․중․고등학교 사
회과의 일반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사회과는 민주 시민
으로서의 자질 육성’이라 밝혔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의 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묶었다.
․ 사회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원리의 이해
․ 올바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탐구적 방
법의 습득
․ 민주적 생활과 조화로운 인간 관계에 필요한 가치·태도의 내면화
다른 교과와 성격을 비교해 볼 때, 사회과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이라는 정
의적 영역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사회과에서 가치․태도학습이 강조되는 까닭도 이
와 같은 교과의 성격과 ‘가치·태도의 내면화’라는 지도 내용에 연유하는 것이다.
Ⅱ. 태도학습의 문제점
1. 사회과의 가치․태도 학습이 지식 학습의 부산물(副産物)로 간주되고 있다.(金尙鎬 ,
1981)
예를 들면 인간 생활, 자연 생활, 지역 사회 생활의 특색이나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면 사회적 당면 문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길러진다는 생각이다. 인간 생활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면 인류 문화 발달에 공헌하려는 태도가 형성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자연 환경이나
인간 생활의 발달사 그리고 사회․정치․경제적 내용에 대한 이해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
질이나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 형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도의 형성이 이해의 부산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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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자질이나 태도를 형성시키는 정의적 교육 그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김순택, 1982)
시민적 자질, 시민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개념 정의가 모호하며 이들 특
성을 형성시키는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법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된 자질이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평가 문제는 더 어렵게 여겨지고 있
다.
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화과의 평가 실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식의 평가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KEDI, 1991)
평가 방법이 지식 위주의 지필 검사 중심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연대나 인물,
지명 등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KEDI의
연구 보고서(1991)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사고력 및 가치․태도 형성을 위한 정의적 측
면의 교육과 아울러 가치·태도에 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사회과 평가 문제지에서 정의적 영역을 평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鄭世九, 1986)
현행 교육과정이나 시간별 수업 계획은 적지 않은 가치․태도와 관련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더 많은 정의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적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관념 때문에 가치․태도와 관련되는 문
제는 거의 평가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여 1998년 9월 8일에 실시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업성취
도 평가 문제지에서 태도 영역에 관한 문제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Ⅲ. 사회과를 통한 태도학습의 적용 방안
1.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쓰일 일상 용어의 도덕적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한다.
‘양민 학살’, ‘파벌’, ‘인종 주의자’ 등의 정치적 용어는 그 도덕적 의미가 애매하면서 다양
하다. 이러한 용어의 도덕적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용어의 중립적 및 감정적 의미를 발견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이 서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배움으
로써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구체적 사실이나 다각적인 평가를 통하여 가치 판단을 하도록 조장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도덕적 판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점차로 역사적 질문에 역사적 대
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게 된다.
즉, ‘연산군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은 역사적 대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 역사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
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며, 공적(公的)으로는 좋은 왕이지만 사적(私的)
으로는 나쁘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할 때 역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 어떤 증거로 연산군은 나쁘다고 하는가?
․ 학생이 생각하기에 그는 나쁜 행동(짓)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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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에서 나쁘다고 판단했는가?
․ 후세의 역사가는 그를 어떻게 보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나 다각적인 평가를
통하지 않은 형식적인 판단은 역사적 가치 판단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3. 가치·태도의 판단은 토의․토론․논쟁 및 수정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
적 판단에 특정한 가치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의 서술 형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제
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교사
는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의․토론 등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면,
․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마련해 주
어야 한다.
․ 교사의 의견을 주입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선택하고, 존중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4.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많이 접하면서 수업에 임해야 한다.
역사 영역의 수업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역사 자료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학습에서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그 가치
실현의 능력을 부여하고, 가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인 문화재
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사실(史實)의 해석 능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5. 바람직한 모델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태도를 포함한 인간 행동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언하는 이론들 중의 하나가 모델링
(modeling) 이론이다. 모델링 이론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모든 학습 현상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관찰하는 대행(代行)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상의 유명한 인물 뿐만 아니라 현존의 인물도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의 언행을 모방하려고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교과서의 자료를 통해서 독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관순의 정신을 소재로 하는 전
기적(傳記的) 접근과 그 학습 과정에서 얻는 내면화가 바로 모델을 통한 학습 방법의 한 사
례이다. .
6. 태도학습은 결과적인 것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적 태도를 기르는 데는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우리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
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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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민주주의자라는 사실보다는 그가 민주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과정 그 자체
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개별 활동보다는 집단의사결정, 역할극 등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결정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가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그 결정의 방향에 맞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또,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태도와는 다른 방향의 태도라 하더라도 공적(公的)으로 표현한
태도와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한 것이 집단의사결정(집단
토의), 역할극 등이다.
역할극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단원에서 ‘우리는 어떠
한 태도로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지 토의해 보자.’는 학습 문제가 있
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자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어떻
게 달라져야 할지, 학생들이 각각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역할극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고토(외국인) : 정말 그래요. 한국의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이 공공 장소에서 장난을 치
거나 시끄럽게 굴어도 말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관광지에서도 다른 관광객이
있거나 말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떠들썩하지요.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에게 사회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하겠어요.
역할극을 통해서 ‘사회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공공 장소
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것은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을 개조식으로 기술(記述)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공 장소에서 누구나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역할극을 통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Ⅳ. 가치․태도 영역 평가
가치․태도 목표는 지식 목표와는 달리 지필 검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가치․태도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최근에
지필 검사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어, 관찰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찰법은 학생의 수업 활동 혹은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수행의 장면을 관찰함으로
써,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가치․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
업을 할 때, 소집단 활동에서 한 학생이 활발히 토의에 참가하였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
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문항은 대개의 경우 인지적인 영역이 많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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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치․태도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문항을 제시해
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 제공 자료를 보완한 것임)
1. 평가 문제 : 학급 친구들과 함께 모의 의회 놀이하기
(1) 평가 관점
분단원끼리 모의 의회 놀이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놀이를 하는 능력과 태도 등
을 평가한다.
(2) 평가 방법
․ 분단을 조직하고 의회 놀이 계획을 세운다.
․ 역할을 분담하고 의회 놀이를 한다.
․ 한 분단이 놀이를 할 때 다른 분단은 구경을 하고, 한 분단의 놀이가 끝나면 다음
분단이 교대하여 놀이를 한다.
․ 분단별로 놀이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놀이를 하는 모습과 놀이를 방청하는
자세를 관찰하여 평가한다.
(3) 평가 문제
10명이 한 분단이 되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모의 놀이를 하도록 한다.
․ 모의 놀이 계획 세우기
․ 모의 의회 놀이에 등장할 사람을 정하고 그 역할 분담하기
․ 토의 방법 의논하여 결정하기
․ 다른 분단의 모의 의회 놀이 방청하기
(4) 관찰 항목
․ 분단원끼리 협동해서 모의 의회 놀이를 계획하는 모습
․ 모의 의회 놀이에 참가할 사람을 결정하는 능력
․ 역할 분담을 사이좋게 결정하는 능력
․ 토의하는 방법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모습
․ 모의 의회 놀이를 실연하는 능력
․ 다른 분단의 놀이를 방청하는 태도
※ 몇 가지 항목을 잘 하느냐에 따라 채점 기준을 마련함

2. 태도 평가 자료
- 5 -

학년 학기 교 과 자료 번호
태도 평가 자료
4-1 사 회 10
영 역 전영역 단원
전단원
요 소 학습 태도
목 표 평소의 학습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단 생활에 협조하는 태도를 기른다.
준 비 물 (교사) 누가 관찰 기록표
ㅇ평소의 학습활동 상황관찰 평가 상:: ○ 중: △ 하:: ×
관 점
평가 문제
번 호 이 름
1
2

학
습
태
도

발
표
장
면

토
의
작
업
활
동

과
제
물

현
장
학
습
활
동

남
의
의
견
청
취
태
도

=관 찰 법=
평가 방법 1. 관점별로
체크하여 누가 기록하고 학기말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 가
척 도
평 가 관 점
상
중
하
ㅇ 평소의 학습 활동 태도가 학습활동에 적극 참 학습 활동에 적극성 학습 활동에 관심이
바람직한가?
여하고 태도가 바람 은 부족하나 성실히 부족하고 방해를 주
직하다.
참여한다.
는 경우가 많다.
Ⅴ. 글을 마치며
몇해 전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는 교기(校技)가 축구였는데 일본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두 학교 선수들이 한해는 일본에서 그 다음해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차례씩 친선 경기를 하였다.
일본 축구 선수들을 우리 학교로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한 다음, 식사 시간이 되어 학교
가까이 있는 음식점으로 선수들을 데려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학교 선
수들이 방에 들어간 뒤의 신발 정리 상태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왼쪽 문으로 들어간 우리 학교 선수들이 벗어놓은 신발은 방에 들어가기가 바빠 무질서
했는데, 오른쪽 문으로 들어간 일본 학생들이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은 나올 때 신기 쉽도록
돌려놓았으며 가지런히 정리 되어 있었다. 각자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자기 신발을 옆으로
옆으로 줄을 맞추어 놓았다. 인솔하신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질서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 학교 선수들은 자기 신발을 찾느라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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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밟기도 하고, 먼저 신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가 민망했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은 방에서 나와서는 차례차례 한 사람씩 자기 신발을 찾아 신는 것이
었다. 물론 일본 학생들이 식당에서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위의 사례는 태도학습에 있어서 ‘질서는 서로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란 구호(口號)로 끝나
거나 잘 익혀 두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사용할 지식이 아니라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
요하다는 실증(實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이나 지적 기능의 학습과는 달리 태도나 가치관은 실제적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스스
로 자기가 취할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작은 일에서부터 누적적(累積的)으로 실행하지 않으
면 그것은 태도교육이 아니라 지식교육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의 지도를 위해서 교사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
과 관심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 새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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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교육의 원리와 모델링 학습
송명철

1. 서론

최근 교육부는 새 학교문화 창조를 목표로 한 ‘교육비전 2002’를 확정함으로써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그 요지를 보면, 대학의 경우에는 무시험 진학을 골간으로 신입
생을 선발하고, 초․중․고교는 입시위주, 교사위주의 수업관행을 일소하여 자기 주도적 학
습(Self-Directed Learning: SDL)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의 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이 인간의 행동 중에서 지식 영역에 속하는
교육목표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태도목표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 매
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의 교육이 인성교육을 지향한다면, 성숙된 인격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태도에
달려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태도 교육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성 교육이 갖고있
는 이상은 인간의 지적 영역의 행동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특성도 함께 조화롭게 발달시
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중심의 학교학습은 상대적으로 정의적 특성의 교육을
가볍게 다루어왔으며, 교사, 학생 및 학부모는 이미 이와 같은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 다음
세기의 청소년들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과거의
기계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의 투입․산출에서 탈피하여 참된 인간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실제의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에 대한 보람을 느
끼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질, 취미, 흥미에 알맞은 태도교육
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있으며 지적이
나, 정서적, 신체적 기능 어느 하나에만 편중된 교육이 아니라, 조화로운 신체적 발달을 기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재적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개별화 교육을
주축으로 교실수업의 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인간형성을 위한 태도교육의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어떤 태도가 옳고, 어떤 태도가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가에 관
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태도의
학습과 수정이 모든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 속에 마땅히 명시되고 교수-학습과정과 평가에서도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
게 발달시킬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태도교육의 방
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
둘째, 무슨 태도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어느 하나 두드러진 것이 없다.
셋째, 학교와 학교 외에서 학습된 태도를 어떻게 잴 것인가 하는 측정 및 평가의 문제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이 글은 태도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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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태도학습 이론의 대표적 모형인 모델링 학습을 중심으로 모델링의
과정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2. 태도의 개념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이
나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개인의 특정 태도를 형성해 간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도의 대
상으로는 인간, 사물, 그리고 사건이 있다. 이러한 대상의 범주는 아주 넓고 포괄적인 경우
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좁고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정도로 그 폭이 크고 다양하다. 예를 들
면 우리는 부모, 교사, 친구, 돈, 옷, 음식, 행복, 공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간다. 따라서 태도는 어떤 대상
(object)에 대한 정서적인 경향성(emotional tendency)이며 방향(direction)과 강도(strength)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태도가 구체적인 실체로 인정되어 다양한 정의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써스톤
(Thurstone)에 의해서였는데, 그는 태도를 어떤 특정한 심리적 대상에 대한 찬동 또는 불
찬동의 일반화된 반응이라고 정의했다. 알포트(Allport)에 의하면,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조
직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물이나 사태(situation)에 대한 반응에 직접적 또는 역
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태도는 개인이 타인
과의 관계나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의 접촉에서 학습된 마음의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측면, 정의적 구성요소, 그리고 행동적 결과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속성이나 정의적 속성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따라
서 학교에서 태도교육을 위한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려 할 때, 이들 속성은 그 자체
만으로서는 학습된 태도의 준거가 될 구체적인 행동영역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념이
나 감정의 학습 여부는 그와 일관된 실제 행위를 보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어렵
다. 그러나, 행동적 속성은 이들 두 속성에 비해서 실제 행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태도교육을 염두에 두고 행동적 속성에 초점을 둔 태도의 정의로는 가네
의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태도를 ‘특정한 사물․인물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행위의 선택
에 영향을 주는 학습된 내재적 상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태도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
자나 학파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는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반응의 준비상태이다. 같은 형태의 특
수한 반응을 통합한 경험적 누적의 결과이다.
둘째, 태도는 항상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신념이 순수하게 인지적인 입장이라면, 태도는 정서적 속성을 수반한다.
넷째,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내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태도
는 내적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체제로써, 목적이 달성되면 해소되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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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욕구와는 달리 일단 형성되면 지속적이다.
3. 태도학습의 이론
왜 사람들이 계속 학습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복
잡한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개성이 독
특하며 그들의 행위는 개인적 사회적인 요소들로 인해 고도로 개별화되고 복합적인 상호작
용을 거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네(Gagne)는 학교학습을 지적 기능(intellectual skill),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언어적 정보(verbal information), 태도(attitude), 운동기능(motor
skill)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학습은 그 학습을 일으키는 조건이 각각 다
르며 이 사실은 수업 절차나 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태도(attitude)의 학습은 지식을 획득하는 일보다는 훨씬 복잡한 학습형태로써 교사나 학
생 사이에 인간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학습의 이론에는 균형이론, 인
지부조화이론, 기능이론, 행동이론, 모델링이론 등이 있다.
불균형 상태로부터 균형상태로의 회복과정에서 태도의 변화가 발생함을 설명하는 균형이
론(consistency theories)에서는 ‘균형을 위한 욕구’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인간 개개인은 자
신의 생각, 신념, 태도 그리고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즉, 사고의 틀, 혹
은 지식 구조의 평형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인지적 측면이든, 아니
면 감성적 혹은 도덕적 측면이든 간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과 만나면서 자신이 지니
고 있던 처음의 사고의 틀, 지식 구조의 평형 상태가 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인지적 혼란 상태를 겪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식
으로든 주어진 인지적 혼란 상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안정된 평형 상태의 지식 구조, 사
고의 틀을 갖고자 한다. 이 때의 지식 구조나 사고의 틀은 처음의 그것과 비교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질적, 양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태도학습이다.
페스팅거(Festinger)에 의해 개발된 인지부조화 이론은 균형이론의 한 유형이다. 인지부조
화 이론은 인지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이들 요소가 서로 일관되지 않을 때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인지요소란 자기자신, 행동, 사물, 사실, 환경 등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태도변화에 있어서 태도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기능이론은 스미스(Smith), 브루너(Bruner),
그리고 카츠(Katz)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기능 이론의 기본 가정은 태도의
형성과 변화가 인간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 동기가 달라짐에 따라 태도
변화의 조건과 기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동이론은 환경자극과 외현적 반응의 연결에 초점을 둔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태도변화
를 설명한다. 어떤 형태의 태도변화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태도형성을 돕는 학습자의 외재
적 조건들은 다양할 수 있다. 여타의 학습된 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취에 대한 피드백, 보상,
성공은 태도학습의 중요한 조건이다. 대게 즐거웠던 경험과 유사한 일에 직면하여서는 반
응이 적극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기대의 충족은 긍정적 태도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만스럽고 괴로웠던 경험과 관련된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는 싫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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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행동의 반응경향, 즉 태도가 나타난다.
태도 형성을 위하여 가장 신뢰로운 방법 중의 하나가 인간모델링을 포함한 일련의 학습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존경받는 사람에 의해서 개인적 행동의 바람직한
태도를 예시하거나 전달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기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적인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이 있다. 학습자가 동일화하려는 모델은 학습자의 행동을 실제로 지시하는 지도자, 즉 가정
에서는 부모, 인기스타, 혹은 믿을만한 다른 사람들이며, 학교에서는 교사이다. 모델링 학습
에서는 실제의 인물이든 혹은 TV나 문자 같은 매체를 통해 제시된 상상적인 인간이든 간
에 모델에 관하여 사전학습을 통하여 존경심을 갖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태도 변화
를 위하여 모델링 방법을 사용할 때의 외재적 조건은 인간모델에 의한 바람직한 행동의 표
현과 성공적인 결과의 관찰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행동선택에 뒤따르는 성공의 경험은
학습자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모델링의 과정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모델링을 통한 관찰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다. 관찰을 통해서, 사람
들은 새로운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얻게 되고, 나중에 이
들 정보는 그들 자신의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없애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관찰자가 구체적 자극과 반응의 연결보다는 오히려 모델로 제시된 행동의 상징
적 표현을 주로 습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반두라(Bandura)는 모델링 현상
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의집중(attention)과정, 파지(retention)과정, 외현적 재생(motor
reproduction)과정, 그리고 동기유발(motivation)과정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 주의집중 과정
관찰학습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관찰자의 주의집중 과정이다. 사람들에게 모델의 행
동을 단순히 관찰시킨다는 것으로서는 그들의 주의를 끌거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암시
를 정확하게 지각시키기 어렵다. 만일 관찰자가 모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의 지각수준에서 모델 행동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
라서 변별적 관찰은 관찰 학습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된다.
주의집중의 통제와 관련된 변인들로는 모델의 특징, 관찰자의 특징, 그리고 유인조건 등이
있으며, 주의집중의 통제변인들 외에도, 자극투입의 조건이 모델의 행동을 습득하는데 작용
할 수 있다. 자극투입 조건이란 모델링 자극의 수, 비중, 분포, 복잡성 등을 말한다. 가령, 모
델링 자극이 관찰자의 지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복잡하게 제시된다면, 관찰 학습은 제한
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나. 파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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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각수준에서 모델의 행동을 포착하여 관찰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관찰을 통해 영향받은 바가 적을 것이다. 모델링 자극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
황에서 관찰한 내용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어떤 상징적 형태로 관찰내용을 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찰학습은 추상적 및 언어적 표상체제(representational system)에 주로 의존한다. 영상적
(imaginal) 표상이란, 모델링 자극이 관찰자의 머리 속에 영상으로 파지 되는 것을 말한다.
관찰자가 모델링 자극에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그 자극은 결국에 가서 모델로 제시된 행동
의 인출 가능한 영상을 형성한다. 예컨대, 모델의 이름이 모델의 실상과 함께 계속해서 연상
될 때, 나중에는 그 모델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신체적 특징이 영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시각적 영상은 언어 능력이 부족한 발달 초기의 관찰학습이나 또는 언어로 기술하지 못하는
행동학습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적(verbal) 표상이란, 모델링 자극이 머리 속에 언어로 파지 되는 것이다. 관찰한 내용
을 언어로 기호화(coding)할 경우, 관찰학습의 속도 증가와 관찰 내용의 장기적 파지가 가능
하게 된다. 관찰자의 행동을 조정하는 대부분의 인지과정은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언어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적 기호는 관찰학습과 파지를 촉진시킨다. 그 이유는 기호화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다. 외현적 재생과정
모델링의 세 번째 과정에서는 모델링 자극을 영상적 및 언어로 기호화한 상징적 표상을
외현적 행위로 전환한다. 상징적 표상이 행위로 전환하는 첫 과정에서는 모델의 행동에 대
응하는 반응이 인지 수준에서 선택되고 조직된다. 즉 선수학습이 되어 있는 학습자는 모델
이 보여준 새로운 행동을 비교적 쉽게 학습한다.
관찰로 학습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반응의 표현 시점이 있다. 보통, 아이디어
를 행위로 처음 옮기려 할 때에는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모델의 행동에 대응하는 정확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관찰자는 초기 반응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파악해야 한다.
상징적 표상과 외현적 행동간의 차이점이 행동을 바르게 고치는 단서이다.
라. 동기유발 과정
모델링 이론에서는 습득과 실행을 구분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운 것들을 모두 행위
로 옮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모델링 자극을 습득하고 파지하며 또 외현
적 행위로 나타나는 기능을 익힌다. 그러나, 만약 부정적인 강화가 모델의 행위에 수반되는
경우가 목격되면, 관찰학습이 실지 행위로 전환되기 어렵다. 그 반대로 긍정적인 강화가 수
반되면, 관찰학습은 실지 행위로 쉽게 옮겨진다. 이렇게 행위유발을 촉진하는 유인자극은 모
델의 행동을 받아들여 관찰자 자신의 외현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조정한다. 그 뿐 아니라,
이 자극은 관찰자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모델링 단서를 선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관찰학
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인자극은 유용가치가 높은 모델의 반응을 기호화하고 또 반복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선택적인 파지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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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인간의 태도의 대부분은 부모, 친구, 동료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사전에 계획된 교수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학습된 것들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의적 특성
의 개발교육이 학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가
정, 이웃, 사회, 대중문화, 대중매체, 사회풍토, 국가의 권력 의지 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태도가 성공적으로 변화 또는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학습 외에도 정의적 행동적인 학
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양심적인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 태도의
육성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가 인간교육, 전인교육, 사람됨의 교육, 건전한 인격과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명제를 생각하면, 인간특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태도의 교육과
평가를 외면할 수 없다.
태도형성을 위하여 가장 신뢰로운 방법중의 하나가 인간 모델링을 포함한 일련의 학습조
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델링 과정에서 관찰학습은 주의집중, 파지, 외현적 재생, 동기유발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에 상응하는 적절한 반응이 학습되지 않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관찰자가
모델로 제시된 행동을 관찰하지 않거나, 모델의 행동에 대한 표상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학
습된 내용을 파지하지 못하거나, 실지로 행동할 신체적 기능이 부족하거나. 또는 유인자극이
충분치 못한 경우들이 그 원인이다.
사람들은 대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성공한 개인적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긍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려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설득을 위한 언어적 문장은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은 실제로 존재하던 인물이든 아니면 학
습자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든 간에,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이다.
존경받는 모델을 이용하여 설득을 시도할 때, 학습자의 태도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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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학습의 과정과 교수-학습 지도 방안
1. 들어가는 말

홍 성 근

오늘날 태도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그간의 교육이 인지적 영역에만
관심이 고조되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소홀했다는 비판에서이다. 산업사회에서의
가치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였으며, 따라서 오늘의 교육이 정신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단편지식이나 생산적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개혁
을 부르짖을 때마다 인간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더군다나 미래 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고 가치가 다변화하는 시기이다. 전통적 가치가 지
배했던 과거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는 부모 말씀
에 따라 예절을 배웠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집단 규범을 배웠다. 그러나
대중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개인의 선택, 기호, 취미의 자발적 추구가 왕성해지면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이 효력을 잃었다. 물질 만능 주의의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여 자칫 향락
주의로 흐르기 쉬운 오늘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식이나 정보 등의 창조적 가치만을 강
조하는 세기적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치관 혼란 속에 빠져들기 쉽다. 이러
한 시대적 요청으로 태도 교육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도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도 교육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을 것
이다. 도덕교육, 가치교육이라는 용어로도 행해져 왔으며, 요즈음 인성교육의 강조로 더욱
중요시되었다. 교육과정 상에도 각 교과마다 지식과 기능과 더불어 태도 목표를 두고 이
를 지도해왔다.
태도교육의 관심은 교육심리학에서도 연구되었던 바, 행동주의 교육심리학자들은 행동
의 형성을 조건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한 강화이론을 소개
하였으며, 사회적 학습론자들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모델에 의한 모방학습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는 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무엇이고,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한 학습 지도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2. 태도의 개념

효과적인 태도 학습을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일은 태도가 무엇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블룸과 같은 교육학자들은 흔히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의적 영역을 태도, 가치, 정서 등의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
도는 각 교과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로서의 태도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한다든지, 향토애나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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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태도교육의 목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태도는 많은 유사 용어들과 구별하기 힘들다. 교육학대
백화사전에서는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개념, 흥미, 가치 등을 열거하고 개념을 구별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고,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
한 지각’으로, 흥미는 ‘특정 활동에 대한 선호도’로, 가치는 ‘특정 삶의 목표나 생활 방식에 대
한 신념’이라고 하였다. 이때 가치는 자신의 전반적인 성격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이러한 가치는 추구하는 흥미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표현된다. 반면 태도와 흥미는
둘 다 좋고-싫음과 수용-거절에 대한 감정으로, 두 개념을 구분하자면, 흥미는 선택한 대상에
강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태도는 이를 넘어서서 다른 대상에까지 일반
화된다는 점에서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도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나
는 자아개념과 연결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호작용한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태도의 구성 요인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들고 있다. 즉 행
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체에 대한 의 , 지식,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를 신
념이라 한다. 신념은 부의 자 으로부
은 정보나 직 적인 관 , 그리고 다양한 추
론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체에 대해 인지적으로 고 나서는 그 대상에 대해 정서적이고 가적인 판단을 하게 된
다. 이 게 형성되는 것을 체에 대한 정서나 감정이라고 하며 태도의 질이다.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이란 어 대상, 인간, 사건에 대한 가이며 느낌이다. 정적인 감정은 존중이나
존경, 절, 좋아함, 동정을 말하며, 부정적인 감정은 경 ,
, 오감 등이다. 체에 대한
인지적인 요인의 특성이
성이라면, 정서적 요인은 단 성에 있다. 연과 관 하여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게되어 매우 다양하고
한 신념을 갖게 되지만, 결
연에 대한 느낌
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단 하다.
어 대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게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갖게되는 좋고 싫어하는 정서는
결 호의적이든 오적인 행동으로 표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태도의 행동적 요인으로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이 건강에 좋지 다는 것을 고
가
역
연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결
연 운동을 하거나 연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을 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결 태도는 정서, 신념, 행동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으나,
질적으로 체에 대
한 좋고 싫고 간의 가적 정서적 요인을 말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 체에 대한 정보를 통하
여 형성되는 것으로, 결 행동으로 표현 수 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
인, 행동적 요인간에는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는다.
한 태도는 간적 행동의 경향성과는 구별된다. 즉, 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지 야 한다.
, 일관성있는 정서나 행동의 경향성의 속성이 있다. 즉, 어
체에 대하여
유사한 특정 상 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든지 간에 유사한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 ,
태도는 행동을 안 하고 영향을 주는 정적인 변인이며
성향이다. 즉, 태도는 직 관
할 수 없고 행동에서 관 된 일관성으로부 추론할 수 에 없다. 어 사람의 태도를 아는
것은 특정 상 에서의 그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 할 수 있다. 태도의 마지 속성은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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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다. 사회 과학자들은 유기체의 행동을
하고 특한 개별 과거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 유기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도란 특정 사람이나 사물, 사건 등과 같은 관심 있는 체에 대한 일관된 정서를
의미하며, 그 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학습된 것으로서, 행동으로 표현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을 말한다. 태도에 대한 개념과 속성에서 우리는 태도가 학습된다는 것을 게 되었고,
바람직한 태도는 그 체에 대한 정적인 신념 형성을 바 으로 하며, 정적인 정서가 바람
직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근거임을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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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 학습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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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입장에서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를 통해서 형성
된다고 한다. 수학 문제를
어 매를 은 경험 때문에 수학시간과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 을 보이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의 예이다. 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보상하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 즉, 강화물과 같은 보상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작
동적 조건화이다. 보통
기 기는 은 일로 모든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교사가
일관되게
하고 보상하면 은 일을 마다하지 고 한다. 그 게 형성된 태도는
많
은 주변 사람으로부
을 게 되고 그 행동을 계속하여 습관화된다.
그러나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태도가 직 적인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하였다. 자 들은 부모의 태도를 자기 것
으로 면화하며,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래 집단이 지 태도를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대중
의 태도를 모방한다. 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 사 행
위에 대하여 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래 집단이 선호하는 음 을 같이 좋아하기도
한다. 이것이 대리 학습 는 모델에 의한 학습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태도를 학습시 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 날 수 있도
면
화하는 가이다. 요즈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체험학습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던 지식에
서 어나 직 적인 체험이 태도 형성에 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요가 있다. 사
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모델 을 중요시한다. 직 체험으로 모든 것을 배 수 없기 때문
에 모델에 의한 모방학습이 태도 학습에 중요한 위치를 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 에
효과적인 가치교육 방안으로 제시된 가치 명 화 학습과 도덕적 추론 학습을 이용할만하
다. 따라서
에서는 태도학습으로 체험학습, 사회적 모방학습, 그리고 가치 명 화 학
습, 도덕적 추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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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험학습과 태도 학습
태도 학습은 사실상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그간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행동보다는 단순 지식의 암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체험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체험학습이란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ning)으로 현재 학습하고 있는 실제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 단
순히 일의 소중함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노작활동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든지, 방송
이나 신문에서 알게된 환경 오염의 문제는 남의 일처럼 여기기 쉬우나 우리 주변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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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직
방하여 체험함으로 그 문제의 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로
하게 하는 직 체험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체
험학습은 태도 대상에 대한 신념형성에 직 적인 도 을 주며 직 적인 행동이 바로 보상
을 게되어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는 중요한 학습 방 이 된다.
대개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학습자는 특정한 상 에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관 한다.
둘 , 행동과 그것이 유발한 결과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즉, 학습자는 특정한 상 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게 된다. 이 단계는 인지단계
로 학습 대상에 대한 많은 상념과 지식 등을 습 하는 신념의 형성 단계이다.
, 여러 사 들에 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리를 이 어 다. 행동과 그 결과와
의 관계를 가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 대상에 대한 신념을 바 으로 학습 대상에 대한
가적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된다.
, 일반 리를 로운 상 에서 적용
증해 다. 로운 학습 문제 상 이 체험학
습과 유사한 상 일 때 그 문제에 대한 좋든 싫은 감정을 바 으로 자신의 행동을 취하
며, 그 행동의 결과를 다시 가하여 반성한다.
그간의 전통적 학습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식을 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비
해 체험학습은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 가체가 학습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수 있다.
즉, 아동들에게 목적으로 가르치는 우를 범하지 고 아동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
해 주어, 정적인 신념을 형성시 주고, 나아가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해 주는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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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모방학습과 태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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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들은 학습이 직 적인 반 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경험함으로
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현
상은 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 함으로 대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들은 가정
에서는 부모나 형제를 모델로 하여 태도를 학습한다. 특히 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부
모로부
정적인 생활태도를 배우나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부모로부 는 부정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 자 들의 행동이 그들 부모들의
이 되는 이다. 마 가지로 학
교에서는 교사나 구들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모방하여 배운다.
일반적으로 모델에 의한 모방 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여 모델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단계로, 모델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관 하고 주목하도 하는 주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관심의 정도는 모델
의 가치에 있다. 요즈음
분야에서 각 을 고 있는
호나 세리 운동선수가
좋은 모델이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태도나 행동,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하게 된 인물들의 모습을 동일시하여 을 갖게 하는 모델의 가치가 있다.
한 모델의 가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가에 있다. 인사를 하는 학생이나 지를 지
통에
리는 학생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된다.
관 학습의 두
과정은 일정시기에 관 된 모델의 가치를 지하는 과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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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태도의 형성이전에 학습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과 지식을 습 하는 과정으로
신념의 형성 단계이다. 모델과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과 보상과의 관계를 연
시 표상하
력한다. 때로는 시연
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실제로 해
요가 있다. 행동의 모방 단계이다. 예를 들어 래
부르는 가수를 보고
를
거나 그러한 가수가 되기 위해 학습해야 할 일을 찾아 력하기도 한다.
관 모델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면 유사한 상 에서 같은 행동을 하 는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생하 고 할 것이다. 즉, 로운 상 에서 모방된 행동을 적용하는
세
과정이다. 실제로 수행하고 일부 학습된 부분 행동에 점을 두고 모델을 관 하
며, 정보 환을 어 자기 조정을 계속함으로 그 행동을 세 시 나간다.
관 학습의 마지 단계는 모델 행동에 대한 모방
자신의 모방 행동에 대한 가치를
가하는 단계이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결과가 래되는 모델 행동은 사용하지만 보상이
주어지지 거나 을 게 되는 결과를 래한 행동은 수행하 들지 는다. 관 된 결
과도 시범행동에 같은 영향을 다. 관 에 의해 학습된 무수한 반 가운
인에 의
해서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래할 것으로 보이는 행동에 비해서
호감을 게 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적 반 이 한 관 학습된 반 가운 어
것이 수행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용한다. 자기 만 을 주는 행동은 표현하지만 개
인적으로 불만 러운 행동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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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치 명료화 수업과 태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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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학습은 가치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관
적일 수 없고 주관적이며, 한 다양하다. 한 가지 문제 사태에 직면했을지라도 그 문제에
되어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로 각기 상반된 가치간에 등 상 에 하게 되고 따라
서 어 가치든지 선택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 제 이 요하다. 이러한 상 에
은
태도 학습으로 가치 명 화 근 방 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다음은 가치 명 화 학습의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선택하기
1 자유 게 선택하기 강제로 선택된 가치가 한 개인의 가치 구조에 통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이 지지하는 가치가
그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인지를
인해 보아야 한다.
2 대안으로부 선택하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때 된 의미로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이 그와 관 된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 해
보고 선택했는지를 물어 야 한다.
결과를 고 한 에 선택하기 가치화 과정은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 발생하게 되
는 결과를 신중하게 토해 보는 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동적인 선택은 지성적인
가치 체제를 형성할 수 없게 한다. 그러 로 선택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 고했는
지를 인해 야 한다.
지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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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에 대해 자랑하고 소중히 하기 : 자신의 가치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런
마음을 가져야 참된 가치라 할 수 있다.
(5) 확인하기 : 자기가 선택한 가치를 공적으로 주장하고 확인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행동하기>
(6) 선택한 바대로 행동하기 :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는 행동을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우
리의 행동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
고 지지하는 가치와 일관되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7) 생활에서 반복하기 : 우리의 가치에 의한 행동은 일관되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
도록 생활 습관화한다.
7. 도덕적 추론과 태도 학습
태도 중에 도덕적 태도가 중요하다. 도덕성은 규범간의 갈등 사태에서 고민하며 선택한
규범의 타당성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면화되므로써 형성된
다. 따라서 바람직한 태도 역시 도덕적 추론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추
론은 도덕적 갈등 사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게 한 후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도록 요구하
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도덕적 갈등사태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선택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방향의 행
동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갈등, 또는 압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
일반적인 도덕적 추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갈등 사태를 제시하기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정의 가치 갈등 상황을 글이나 말, 또는 시청각 자료로
소개한다. 때로는 현재 사태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언급하면서 갈등 사태의 상황을 학
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2) 갈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인 행동의 방향들을 추천하고, 이들을 정당화하기
학생들이 갈등사태에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임시로 그 입장이 되어
보게 한다.
(3) 소집단에서 그들이 제안한 사항 그 이면에 있는 이류를 논의해 보기
이러한 논의가 끝날 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75 : 25 정도로 그 견해가
갈라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집단은 한 가지 입장을 취하는 학행들끼리 같은 집단을
편성하여, 토의 도중에 학생이 그의 입장이 변하였을 때는 어느 때고 자유롭게 소속집단
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4) 갈등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정당화할 때 그들의 이유와 다른 집단의 이유를 전
체 학생들이 검토하기
검토할 기회를 갖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의 배경 이유를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이 입장을 취한데 대한 이유를 듣게
하고 또 그 이유에 반격도 해보고, 그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이유에 반격도 받아보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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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추론을 성 하기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일은 의를 결 는 일이다. 학생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요
해보고, 가장 설 력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선택한다.

(5)

8.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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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 다, 그것은 태도의 개념이나 태도의
형성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도란 태도 대상에 대한
고 있는 인지적 요인으로서의 신념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정서나 감정이며, 결 행동으
로 표출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태도 교육에서는 정적인 신념 형성이나 감정, 정서
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태도는 흔히 강화물에 의한 조건화와 모델에 대한 모방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일관적인 강화물을 계 적으로 제 할 수 있는 체험 중
심의 태도 학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는 기 을
수 있고
로 체 하여 발
의 열을 갖게 하는 보다 적 적인 학습 방 을 택하는
력을 아 지 말아야 할 것
이다. 한
한 인물을 동일시 대상으로 제 하여
게 하는 학습방 도 적 활용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며 추구하는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 학습 모
델로서의 감이 되는 인물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발 하여 제시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학생들
로의 모습이 모델로서 가치가 있음을 일
주어 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규범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모델도 존중하여 제
시하는 것도 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가치는 선택의 대상이며 주관적이다. 따라서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태도 교
육은 가치를 선택하고 존중하여 행동화하는 가치 명 화 학습 방 을 보다 적 적으로 활
용하고, 규범의 정 성을 리적으로 찾는 도덕적 추론의 방 도 되도 많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방 을 적용하는 력도 중요하 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만
을 강조하는 학습 토보다는 태도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학습 토를 만들기 위한
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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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및 언어 장애자를 위한
전화기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 군산 옥구초등학교

교사:최웅식

I.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시․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하 장애인)은 대부분 그늘이 드리워진 생활
을 한다.
그들은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매우 필요로 하나, 주위 사람들과 의사 소통이 원할하
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롯해 자신을 내 보이지 못하여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 삶의 의욕을 상실한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
애인들도 서로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연구 개발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은 물론, 장애
인과 정상인간에도 통화(대화)가 가능토록 하여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을 확립해 새로운 삶을 살아 가도록 하며 나아가 그들이 결
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

II. 연구의 과정
1. 장애인의 전화 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분석
가. 장애인 서로간에 통신이 가능한 방법을 조사한다.
사용 감각
시 각
장애
시 각
불가
청 각
사용 또는 불가
언 어
사용 또는 불가

촉 각
사용
사용
사용

청 각
언 어
사용 또는 불가 사용 또는 불가
불가
대부분 불가
대부분 불가
불가

2. 통화 방법의 연구
가. 시각, 청각, 언어 등의 장애에 있어 촉각의 감각은 어느 장애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한 감각이므로 촉각 언어인 점자를 활용하여 통화 장치를 개발한다.

III. 연구의 내용
1. 점자 전화기의 기능 요건
가. 일반 가정용 전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화 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PC통신처럼 특별한 매체를 필요치 않도록한다.
라. 장애에따라 사용상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 처리 장치의 제작
가. 중앙 처리 장치의 역할
1)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한다.
2) 점자 지정판의 점자를 감지 또는 기억처리한다.
3) 점자 출력판에 점자를 출력한다.
4) 각종 신호 입출력 등의 주변 장치를 관장한다.
5) 기억 저장된 데이터를 송출한다.
6) 수신된 데이터를 모니터 및 점자판에 출력한다.
3. 점자 지정판의 제작
가.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점자가 눌려진 상태를 감지하여 RAM에 저장 처리한다.
나. 점자 지정판은 6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누를때마다 ON/OFF가
반복된다.
다. 각각 1버튼씩 사용하도록한다.
라. 눌려진 점자가 점자판에 출력되어 눌려진 점자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마. 램프의 점등으로도 점자가 출력된다.
바. 점자 지정판의 구조

4. 점자 출력 장치의 제작
가. 점자 출력 장치는 기존의 점자와 같은 크기로 제작하고 송신할 점자나, 수신
한 점자가 표시되어 진다.
＊램프 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각으로도 점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점자 출력판의 구조
＊지름 1mm에서 1.5mm정도의 가느다란 핀을 제작하고 스프링을 설치하여
점자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를 항상 유지토록 한다.
＊전자석을 제작하고 전자석에 전압을 가하면 가공한 핀을 표면 밖으로 밀어
내어 점자의 모양을 출력토록 하였다.

5. 모니터의 제작
가. 그래픽 LCD모니터의 규격
* 도트 규격 - 128 X 64 도트
* 도트 크기 - 0.49mm x 0.49mm
* 전체 크기 - 가로80mm x 세로50mm * 동작 전압 - +5V의 단일 소스 전원
나. 모니터의 제작
1) 중앙 처리 장치에서 보내어진 데이타에 의하여 표시되도록 프로그램한다.
2) BACK 라이트를 설치하여 흐린날은 물론 야간에도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키보드 입력 장치의 제작
가. 키보드의 규격
1) 한글 문자 위주로 제작한다.
2) 별도의 입력 장치를 제작하여 중앙 처리 장치의 부담을 덜어준다.
7. 점자 전화기의 외형 및 구조
＊ 휴대가 간편하도록 소형으로 제작한다.

V. 연구의 결과
1. 점자 전화기를 활용한 장애별 통신 방법 분석
가. 분석 내용
장
시
청
언
기

애
각
각
어
타

사 용
기 능
점자판의 활용으로 통화 가능
점자나, 모니터로 통화 가능
점자나, 모니터로 통화 가능
점자나, 모니터로 통화 가능

비 고
음성 통화 가능
음성 통화 불가
음성 통화 불가
-

나. 분석 결과
1) 신체적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으나 촉감을 활용한 통신은 장애의 종류에 구
애 받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다.

2)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통화가 가능하다.
2. 통화 성능의 분석
* 전송 속도 - 매초 40문자 전송가능하여 통화 상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수신 속도 - 송신속도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동작이 용이하므로 동일 속도로
처리 하였다.
* 모니터 - 송,수신된 점자를 문자로 출력한다.
3. 기존의 통화 장치와의 비교 분석
기 존 (전화기, FAX)
* FAX나, 전화기를 사용 하나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
*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전송 속도
등의 장해가 뒤따른다.
* FAX가 있는곳에서만 통신이 가능
하다.

개
발
* 점자, 모니터, 키보드를 사용 할 수
있어 장애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는다.
*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 할 수 있다.
* 휴대가 용이하여 이동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4. 기타 활용 결과
* 정상인도 점자학습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점자 학습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VI. 효과 및 전망
1. 효 과
가. 기존의 전화기는 장애가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본 장치를 통하여
장애인 상호간은 물론 정상인과의 통화가 가능하여 삶의 의욕이 극히 저하된 장
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
나. 장애인들도 여러 사람과 대화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상인 못지 않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 새로운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을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다.
다. 장애인들도 정상인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어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2. 전 망
가. 각종 표시장치(진동, 점자, 문자)로 통신이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의 통화가 가능
하며 정상인들만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통화 체제를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복지사회 건설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나. 본 전화기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시 시․청각 및 언어 장애자들이 동시에 수업에 임할
수 있어 장애인 교육에 혁신적 계기가 될 것이다.
다. 시각 장애인들의 점자 학습 장치로 널리 이용되어 점자 습득이 한결 쉬어 질 것
이다.
라.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착한 심성 계발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평가자료
개발 및 활용
백 미 영
Ⅰ. 시작하는말
A. 지도의 동기 및 필요성

낙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들이 희망하지 않던 위도초
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자원하여 ‘97. 3. 1자로 이곳에 부임해 보니 예상했던 이상
으로 원아들의 기본생활 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었다. 섬에 살고 있는 유아들은
순박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거칠고 투박한 인성을 보이는데 뉴 페리호 사건 이
후로 많은 주민들이 위도를 떠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욱 거친말씨, 지나친
배타심, 불신감과 부정적 반응 등이 긍정적인 면보다 더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섬의 지역적 특성상 현장경험 공간이 제한되며 객관적 상대 평가의 기회가
한정 된다. 또한 하원후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어할 상대가 없으므로 생활에 질서
가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원아들을 지도하면 부정적인 인성은 쉽게
치유할 수 있고 착한 심성을 계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
서라도 착한 심성 계발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시켜 주
어야 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유아의 교육 활동에서는 유아들 스스로 자신의 기본생활 습관을 돌이켜보는 계
기를 마련해 주고, 학부모에게는 유치원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이해함과 아울러
가정과 유치원과의 연계속에서 자녀의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유아
의 착한 심성계발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에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한다.
B. 지도목표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평가의 자료를 구안하고 이를 유치원 교육현장
과 가정에서 유아의 지도에 활용함은 물론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지도를 통해서
착한 심성을 기르고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C. 지도의 주안점

1. 기본생활과 관련한 지도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2.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위하여 평가 자료를 어떻게 구안하고 활용할 것인가?
3.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구안하고 시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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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분석
A. 실태 분석 방향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원아․유치원, 학부모․지역사회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아들의 기본 생활 행동 분석을 하였다.
B. 실태 분석 내용

1. 기본 실태 분석(생략)
2. 기본생활 행동분석
1) 원아의 행동 관찰 분석 (교사) (생략)
2) 원아의 행동 관찰 분석 (부모) (생략)
Ⅲ. 실천과제의 설정

평가 자료를 개발․활용하여 원아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바람직하게 형성 하고
자 유아교육과정에 따른 평가자료, 관련 선행 연구의 내용, 본 유치원의 지역 실
태 및 학부모․원아의 실태분석․기본생활 행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천과제를
설정하였다.
실천과제 및 실행내용
구

분

실 천 과 제

습관형성을 위
실천과제1 기본생활
한 지도내용을 선정한다
자료를 개발․활용
실천과제2 평가
한다
가정과 연계교육 실시로
실천과제3 기본생활 습관을 활성화
한다

실 행 내 용
1.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위하여 유아교육과정을 분석
한다
2. 기본생활 행동을 분석한다
3. 연간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1. 자기 평가표를 작성 운영한다
2. 기본생활 습관 형성 평가표를 작성 운영한다
3. 유아교육과정의 5개영역의 기본생활 지도내용에
대한 분기별 평정 척도표를 작성하여 활용 한다
4. ‘나의 유치원 생활’을 반성하는 행동발달 기록부를
활용한다
1.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활용 하도록 한다
2.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제작․활용한다
3. 부모님이 관찰한 유아의 기본생활 하루 점검표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 2 -

Ⅳ. 실행 계획
A. 실행 대상 및 기간

1. 실행 대상 : 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12명
2. 실행 기간 : 1997. 3. 1 ～1998. 2. 28 ( 1년간 )
Ⅴ. 지도의 실제

A. 실천과제 “1”의 실행사례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내용을 선정한다.>
1.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유아 교육과정 분석
2.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덕목별 지도요소 및 활동 목표 추출
3.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연간 지도 계획 수립
1.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 분석
a. 유아 교육과정 분석
b.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내용 선정
2.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덕목별 지도요소 및 활동목표 추출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요소를 추출 지도 했다.
3.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연간 지도 계획 수립
a.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하여 선정된 내용을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주별,
월별 계획을 수립
b. 주간 교육계획안 작성 활용
주간 교육계획안(예시)

주간교육계획안
6월2주

단 원

영역

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류와 특징을 알도록 한다.
동 물 (1) 목 표 1.2. 집짐승의
자연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날짜 6월 9일(월) 6월 10일(화) 6월11일(수) 6월12일(목) 6월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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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6월 9일(월) 6월 10일(화) 6월11일(수) 6월12일(목) 6월13일(금)
영역
나를 도와 주 서로돕고 살 집에서 기르 고마운 동물 동물의 나라
이야기나누기
셔요.
아갑시다. 는 동물
음 개와 고양이 용이 아저씨 바바 아빠의
동화,동극 우리는 친구 브레멘의
악대
의 오리 여행
언 어
우리집,
우리
내 말을 들어
동 시 손가락
고양이
식구
보셔요.
찰흙으로
빚
마음대로
그
미 술 기
색칠하기 가면 만들기 리기
악기놀이 노래
새노래
(탬버린) (바둑이와 고 새노래
음악감상
정 서
음 악 (밀림으로)
음악감상
양이)
(아기새의
눈
(아기 코끼리
손놀이
이 음악감상 물)
의 걸음마)
(이웃집순이) (세빌리아
발사)
(강아지왈츠)
(환경 구성) 우리를 도와 주는 사람 그림 전시, 동물사진 전시
(도서 영역) 내가 좋아하는 것, 집짐승과 들짐승에 관한책 전시
(소꿉 영역) 장난감 인형축제, 동물집, 인형집 마련하기, 동물 돌보기
(조작 영역) 클립끼우기, 전체오 부분 연결하기, 빨래집개 동물
(과학 영역) 물감 섞어보기, 색깔놀이, 동물들의 울음소리, 소리 묘사하기
자유선택활동 (미술 영역) 그림 완성하기, 공동 작품 만들기, 모래 그림, 수수깡 동물, 종이접기
(물놀이영역) 자석 뱃놀이, 동물원 꾸미기
(블럭 영역)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똑같아요.
(음악 영역) 그림음악, 숨바꼭질
(언어 영역) 동화나라, ～보다 큰 ～보다 작은, 구르는 물건 찾기, 점 잇기
(수 영역) 숫자 고무신, 기수 세기, 집합 만들기, 1:1 대응
쓰러 팥주머니 던 고양이와 쥐 돼지 몰이 피라밋 쌓기
게임 목표물
뜨리기
져넣기
신 체
모양 설탕으로 만 알에서 깨어 말뛰기
동작,율동 몸으로
코끼리 걸음
그리기
든 달래 난 병아리
교육방송
인지생활 산속 친구들 알
병아리
오리
준 비 물
동물그림
기본 생활 습관지도 부모님과 어른이 말씀하실 때 잘 듣기
알 림 ○ 매주 화요일은 저축일 입니다

c. 일일 교육 계획안 작성 활용

B. 실천과제 “2”의 실행 사례

〈 평가 자료를 개발․활용 한다 〉
1. 자기 평가표 작성 활용
2. 기본생활 습관 형성 평가표 작성 활용
3. 4개 기본 생활 습관 영역의 분기별 평정 척도표 작성 활용
4. 유아의 ‘나의 유치원 생활’을 반성하는 행동발달 기록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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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평가표 작성 활용
a. 자유 선택 활동 후에 유아 스스로 느낀 자기의 놀이 기분을 “오늘의 놀이
는 어떠 했나요?”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b. 하루생활을 마무리 하는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떠 했나요?” 표에 자기 기
분을 표시한 후 평가 시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2. 기본생활 습관 형성 평가표 작성 활용
교실이 비좁은 관계로 출입구의 빈 공간에 평가표를 비치하여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는지?’ , ‘인사를 했는지?’ , ‘이부자리를 정리 했는지?’ ,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원한 후
유아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한달 후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은 유
아에게 선물을 주고 칭찬하였다.
3. 4개 기본생활 습관 영역의 분기별 형성 척도표 작성 활용
가정에서 유아들의 예절,질서,청결,절제의 영역에 대해서 유아 자신과 부모가
각각 유아의 가정생활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
활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모의 측면에서는 유아의 일차적인 동일시
대상으로서 유아에게 비치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봄으로써 유아에 대한 기
본생활 습관의 정립을 도모하고, 가정에서 유아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유아의 나의 유치원 생활을 반성하는 5개 교육과정 영역별 행동 발달 기
록부 활용
5개 유아 교육과정인 사회, 건강, 언어, 탐구, 표현영역 중에서 기본생활 습
관형성과 관련된 덕목을 추출하여 부모와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여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C. 실천과제 “3”의 실행사례

<가정과 연계교육 실시로 기본생활 습관을 샐활화 한다>
1.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2.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제작하여 가정에서 유아의 지도 자료로 활용
하도록한다.
3. 가정에서 유아의 하루생활 점검표를 활용한다.
1. 기본생활 습관 지도 가정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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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모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매월 중점 지도할 기본생활 실천 덕목에 관하
여 안내하였다.
b. 가정에서의 유아 교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적용하도록 하였다.
c. 주간 교육계획을 가정에 안내하여 학부모의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
여 지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제작․활용
a. 부모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부모들과 함께 유치원에서 자료를 제작하고 가
정에서의 활용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가정에서 유아들이 부모들과
함께 유아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된 습관 등을 고치고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b. 활동시 전라북도교육청 발행 ‘기본생활 습관 지도’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
하였다
3. 유아의 기본생활 하루 점검표 활용
가정에서 “착한 친구” 를 이용하여 유아의 기본생활 하루 점검표를 활용하
도록 하였다.
착 한 친 구

구분
청결
예절

실 천 과
1) 이닦기
2) 손, 발 깨끗이 씻기
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1) 동네 어른 들께 인사하기

제

유아이름:
( 월 일 ～ 월 일)
♧ 잘 지켰을 때
○
♧ 지키지 않았을 때 ×
♧ 기회가 없을 때 △
월 화 수 목 금 토

Ⅵ. 실 천 성 과
A. 실천과제 “1”의 실행 결과

1.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유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내용을 추출 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간,
월간, 주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지도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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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위한 연간, 월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주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 가정에 안내 함으로써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체계를 확
립 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하는데 기여함이
컸다
B. 실천과제 “2”의 실행결과

1. 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아가 많아지고 예절,
질서면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유아들의 행동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전, 후 비교한 결과, 초기에는
정착되지 못했던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기본생활 습관이 점차적으로 바
람직한 방향으로 향상 되었으며 착한 심성이 계발 되었다.
3. 스스로 자기 반성을 통하여 발표력 및 의사소통 능력등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C. 실천과제 “3”의 실행결과

1.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교육으로 실시한 ‘기본생활 습관 하루 점검표’의
활용과 기본생활 지도 내용의 안내로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가
활성화 되었다.
2. 매주 유치원 주간교육 안내와 매월 부모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바람직하게 정착
되어 지도의 효과를 높였다.
Ⅶ. 끝맺는 말

‘97. 3. 1 발령을 받고 망망한 서해 바다에서 섬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으
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낙도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자부심과 각오로 출발
한 것이 어느덧 우리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의 결실을 수확하는 11월이 되어간다.
1년동안 착한 심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바람직 하게 정
착되고 맑고 밝은 마음씨를 갖도록 “착한 심성 계발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평가
자료 개발 및 활용“ 이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유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기본 생
활 습관 지도 내용을 선정한 다음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가정과 연
계하여 실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육과정 내용 분석을 통하여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지도 내용이
효과적으로 파악 되었고,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연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낙도인 우리 유치원 실정과 학습 활동의 주제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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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관련지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다.
2. 다양한 평가 방법의 구안과 이의 적용으로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을 바람
직하게 정착 시킬 수 있었다.
3. 부모교육의 실시로 유아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
녀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로 유치원과 연계된 일관성 있는 교육 활동을 전
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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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교육청, 기본생활 습관 지도 , 닐바다 출판사,1991.
6. 전라북도교육청, 유아의 자유선택활동지도 , 공익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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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도방안
Ⅰ. 운영의 개요

이 연 옥

A.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나라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속의 한
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정
신 문화에 비해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갖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속에 예절바른 새로운 국민상의 형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취업주부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의 초기 도
덕교육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예절교육에 대한 동네 어른들
의 도덕 교육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은 마땅히 익
혀야 할 바른 예절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유치원 교육에서
철저히 지도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전인적인 인격 형성이 유치원 교육의 중신 과제가 된
것이다.
옛부터 ‘세 살 버릇 여든 여든까지 간다.’ 는 우리 나라 속담이 있듯이 인간
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도덕적 규범이나 정의적 특성의 원형을 이루면서
인격 형성의 그 대부분을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바른 예절 습
관을 내면화시키는 인성 교육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정직한 마음과 예절바른 몸가짐, 친절한 태도와 질서
있는 행동,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질서를 생활화하는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이끌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과 전 교
육 활동을 통하여 가정, 유치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충실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유아와 접촉,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인성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유치원이 위치한 학구는 주농 종어촌 지역으로 학부모들이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력 수준도 낮아 가정에서 유아의 생활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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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있어 바른 예절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유치원에서는 바른 예절 생활이 정착되지 못한 유아들에게 어렸
을 때부터 이를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예절 생활 형성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발른 습관 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통합적인 지도 방안을 구안․적용하
고자 하였다.
B. 실태 분석 방법 및 내용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찰, 상담 및 설문지를 통하여 인성 교육 실천에
필요한 덕목을 조사한 결과
1. 유아들은 바른 예절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질서 의식이 부족하며,
2. 부모들은 바쁜 농사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바른 예절 습관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운영의 설계
A. 대상 : 본교 병설 유치원 원아 11명
B. 기간 : 1997. 3. 1 ～ 1998. 2. 28(12개월)
Ⅲ. 운영의 실제
A. 실행 1의 실천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단계적인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한다.
1. 생활 예절 지도 요소 선정
실천 영역별 생활 예절 지도 요소를 기본 생활 예절, 가정에서의 예절,
대인 관계의 예절, 식사 예절, 사회 생활 예절, 국가에 대한 예절순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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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영역별 예절 지도 내용
생활 예절 지도 요소에 따라 지도 내용을 <표1>과 같이 설정하여 지도
하였다.
<표1> 실천 영역별 생활 예절 지도 내용
순 지도요소 덕목
지 도 내 용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예절 약속 잘 지키기
절제 아껴쓰고 저축하기
만나고 헤어질 때 바르게 인사하기
1 기본 생활 예절 예절
질서 장난감 바르게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기
절제 군것질 않기
질서 줄 서서 차례 지키기
청결 옷을 바르고 단정하게 입기
3.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선정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을 <표2>와 같이
월별로 선정하였다.
<표2>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지도 요소
월
지도요소
월
지도요소
3월 ․인사예절
9월 ․웃어른과의 예절
4월 ․화장실 예절
10월 ․전화예절
5월 ․친구와의 예절
11월 ․승․하차 예절
6월 ․가정예절
12월 ․나라에 대한 예절
7월 ․식사예절
2월 ․언어 예절
4.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월별 지도 내용 및 방법
선정된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지도 요소에 따라 지도내용과 방법을 수
립하여 지도하였다.
5.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월별 지도 자료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 지도 자료를 제작
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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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2의 실천
바른 예절 습관 지도 형성을 위한 흥미 영역별 지도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사진 자료와 환경구성을 통하여 중점 지도한다.
1. 흥미 영역별 지도 자료 제작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의 반복 지도를 위하여,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에 따라 흥미 영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지
도하였다.
2. 사진 자료 활용
생활 예절 지도 요소에 다른 실천 영역별 행동 규범에 따른 유아의 바른
생활 행동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시하고 활용하였다.
3. 예절 관련 환경 구성
교실 벽면과 코너장 등을 이용하여 예절과 관련된 그림이나 여러 자료를
전시하여 바른 예절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C. 실행 3의 실천
유아들의 바른 품성이 습관화 되도록 유치원, 가정,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1. 언어 전달 카드 사용
언어 전달 카드를 사용하여 유아의 예절 생활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상
호 통신으로 유치원과 가정과의 유기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
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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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교육 통신문 활용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 형성 지도는 가정과의 협력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
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바른 예절 습관 지도 방법에 관한 부모교육 통신문을
실천영역별 예절 규범에 따라 배부․활용하여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3> 월별 부모교육 통신문 내용
월
내 용
월
내 용
인사는 바른 예절 생활의 9월 웃어른께 공손히 대해요.
3월 바탕입니다
전화를 바르게 걸고 받을 수 있
4월 화장실에서도 예절이 있어요 10월 어요.
5월 친구의 소중함을 알아요 11월 교통 규칙을 잘 지켜요.
6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12월 국기와 대한 예절을 지켜요.
가정에서의 식사 예절을 알 2월 자녀와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
7월 려주세요.
3. 주간 학습 계획안 활용
가정으로 매주 발송하는 주간 학습 계획안에 바른 예절 습관 지도란을
마련하여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가정과 연계지도하여 효과를 높였다.
4. 생활 약속 카드 제작
가정에서 유아 스스로 바른 예절을 익혀 습관화 되도록 하고, 부모님들은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 약
속 카드를 <표4>와 같이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표 4> 생활 약속 카드
(3월) 이름( )
(잘함:○ 보통:△ 못함:×)
일 1 2 3 4 … 31
덕목 순
바르게 지켜야 할 생활
요일 토 일 월 화 … 화
오고 갈 때 인사하기
○ × △ ○ ○
인사 12 집에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 × △ × △
예절 3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드리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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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머니와 함께 쓰는 ‘바른 예절 습관’ 수첩 활용
생활 약속 카드 내용을 잘 지켰을 때 ‘바른 예절 습관’ 수첩에 스티카를
붙임으로써 생활 약속 카드의 활용 효과를 높였다.
어머니와 함께 쓰는 ‘바른 예절 습관’ 수첩
- 선생님, 집에서도 참 잘해요 ( 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름 ( )
바르게 인사해요 (3월 3주)
인사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예절이며,
자기나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자녀가 어디서든 바르게 인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인사를 잘한 어린이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6. 이 주의 약속 선정
실천 영역별 예절 규범에 따라 이 주의 약속을 <표4>와 같이 주마다 선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유아에게 ‘착한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주어 칭찬하였다.
<표4> 이 주의 약속
월 지도요소 주
이주의약속
1주 집에 오고 갈 때 인사하기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3월 인사예절 2주
3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 드리기
4주 친구들과 정답게 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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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과 및 제언
A. 결과
1.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 지도 요소를 선정하여 월별로
지도한 결과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바른 예절 습관 지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2. 실천 영역별 예절 지도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여 지도함
으로써, 전 조작기의 인지발달 단계의 유아들에게는 교사의 지시보다는
구체물과 그림자료의 제공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부모교육 통신문’, ‘언어 전달 카드’, ‘주간 학습 계획안’, ‘생활 약속 카드’
어머니와 함께 쓰는 ‘바른 예절 습관’ 수첩 등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통해
가정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유치원에서의 교육 활동과 합치되어 상호작용
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 형성에 성과적이었다.
B. 제 언
1.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 형성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자료개발 및 확충,
놀이 활동 개발 등이 의도적으로 중단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유아의 바른 예절 습관화는 유치원에서만 지도된다는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나 유치원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공동 지도로 이루어질 때 그 가능
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호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
겠다.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예절 습관이 형성되므로 유치원과 초
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지도과정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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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으며 크는 아이들
주

용 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일 났어요! 선생님, 빨
큰일 났다니까
요.” “아니, 왜들그러냐? 좀 차분차
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앞 소나무 숲속에
서 병식(가명)이 형이 윤호(가명)
를 소나무에 묶어 놓은 채 막때
려서 윤호가 다 죽어가요. 선생님,
빨리요, 빨리가셔서 제발 윤호 좀
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어째 조용하다 싶
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교문을
막 나서려는데 아이들 몇녀석이
학생부에서 제일 호랑이 선생님으
로 소문난 나를 찾아왔다.
늘 꿈꿔왔던 교직생활을 위해
회사생활을 뒤로 한 채 조그만
시골읍내의 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서너달 째 되었을 때였다.
학기초에 무려 담임이 두 번씩
이나 바뀌었던 1학년 문제반을
늦깎이 초임교사인 내가 세 번째
로 맡게 되었다. 부임 첫날 학급
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내 소개를
“큰 리빨리요.

간단히 하고는 아이들의 얼굴을
익힐 겸 하나하나 출석을 불러나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출석을
부르기 전에 한가지 부탁을 했다.
“1학년 5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
금부터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
면 차례차례 일어나서 선생님 눈
을 또렷이 보고 자기이름과 간단
한 자기소개를 해 주었으면 해요.”
“자, 그럼 1번 남상준(가명)” “
네～” “끝으로 50번 김병식 “......”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50번 김병
식?” “......” 계속 몇번을 불러도 아
무 대답이 없었다. 출석부의 사진
을 보고 병식이를 찾아보았다. 아
이들은 웅성거리며 맨 뒷자리 창
가에 고개를 파묻은 채 엎드려 있
는 아이를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쳐다보았다. “맨 뒤 창가쪽에
엎드려 있는 학생. 우리 서로 얼굴
좀 볼까요?” 아이는 계속 아무 대
꾸도 없었다. 잠시 적막이 흘렀고
내가 그 아이쪽으로 거의 다가갔
을 무렵 다른 아이들은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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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지켰다. “병식이 형, 선생님
이 부르세요. 형, 얼른 일어나.” 내
발소리가 자기 앞에서 멈춰선 것
을 의식했는지 상체를 무겁게 반
쯤 세우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왜
요?” 하고는 이내 다시 책상에 엎
드려 버렸다. 조그만 교실은 순간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내 얼굴과 엎드려 있는
병식이 모습을 번갈아 보며 시선
을 땔 줄 몰랐다. 이것이 병식이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1학년 초에
왜 담임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는
지를 이젠 알 것 같았다.
병식이는 시골읍내의 어느 인문
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가출하여
제적당한 후 이 학교에 입학하였
으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음해
에 다시 입학한,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두세살 위인 아이였다. 또
한 기운이 황소처럼 세었고 주먹
도 읍내에선 제법 알아주던 아이
였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차분
히 한걸음 한걸음 병식이 마음을
움직일 궁리를 해나갔다. 모든 일
에 매듭을 푸는 지름길은 남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마음 속으로 초대 해 줄 수 있도
록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
서 터득해 왔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이구동성
으로 문제아 취급을 받던 병식이
가 서서히 마음 속에 나를 담아주
기 시작했다.
병식이의 마음을 움직인 비법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
름이 아닌,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심어준 것이었다. 기회가 닿는대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상담장
소로 정하여 병식이가 방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에 접근해 나갔다. 외아들인
그에게 가족들의 지나친 기대와
아버지의 너무 엄한 가정교육환경
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우선 병식이와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첫째, 결석만은 하지 않기
둘째, 누가 뭐래도 선생님은 너를
믿겠다는 약속을 했다. 서로의 노
력덕분에 병식이는 재입학 후 3월
한달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4월이 시작되기가 무섭
게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대기 시
작하여 하루가 멀게 학생부를 드
나들었다. 나는 조용히 아무도 없
는 곳에서 병식이와 모처럼 진지
한 대화를 나눴다. “병식아, 너 혹
시 무슨 무술이건 체계적으로 배
워 봤니?” “아니요.” “그럼, 누구에
게 맞어 본 적 있니?” “아니요.”
“병식이 네가 남에게 맞았을 때 어
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봤니?”
“......” 병식이는 계속 고개를 떨구
고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고
개를 떨구고 있는 병식이의 두 손
을 한참 동안 말없이 잡고는 늘
하던 말로 “병식아, 누가 뭐래도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알지? 그리
고, 네가 때린 아이에게는 정중하
게 꼭 사과를 해야한다.”라는 말
로 마무리를 짓고 자리에서 일어
났다. 이렇게 하여 4월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5월 들어 이게 무슨 날
벼락같은 소리인가? 그렇게 타일
렀건만 이젠 소나무 숲에 아이를
묶어 놓고 때리고 있다니...... 그 동

안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이 겹쳐
한달음에 아이가 묶여있다는 소나
무 숲으로 향했다. 막상 도착해 보
니 다른 반 아이가 축느러진채 나
무에 묶여 있고 병식이는 아이를
때리던 밸트를 아직도 손에 들고
있었다. 두녀석 모두 얼굴엔 피멍
자국이 여기저기 나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싸움이 심했
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식아, 이녀석아, 언제나 사
람이 될래?” “선생님과 약속은 이
제 다 잊어버렸니?”
너무 실망스러워 어디서부터 어
떻게 얘기를 해나가야 할 지 생각
이 나질 않았다. 한참을 침묵 속에
서 보내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양
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판
단을 하고 병식이를 조용히 샤워
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가 먼저 웃옷을 벗고
“병식아, 우리 사나이답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 밤새도록 정
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보자. 네녀석
주먹이 얼마나 매서운지 선생님도
한 번 맛좀 봐야겠다. 너도 이제
마지막으로 주먹질을 한다는 각오
로 선생님과 겨뤄봐야 한다. 만일,
겨루기가 선생님 맘에 들지 않으
면 네 녀석은 오늘 이 순간 이후
로 내 눈으로 절대 보지 않겠다.
자, 어디 한 번 붙어 보자.” 순간
녀석은 덜썩 무릎을 끓고는 “선생
님, 다시는 안그럴께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녀석은 건물
이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울면서 내
게 매달렸다. “사내녀석이 울어?
어서 눈물을 닦지 못해?” 녀석의
눈에선 샤워꼭지를 틀어 눈물을
씻어내리기가 바쁘게 이내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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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주변이 온통 어두워진
샤워장에서 나도 병식이 앞에 무
릎을 끓었다. “병식아, 지금 선생님
이 네 앞에서 끓는 무릎은 네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워하게 될 사람들에
게 주먹과 같은 폭력대신 선생님
이 병식이 네게 했던 것처럼 너그
럽게 용서하고 감싸달라는 선생님
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단다. 주
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참고 용서
하는 것이란다. 병식아, 우리 약속
지킬 수 있겠지?” “......” 병식이는
또다시 엉엉 울음으로 대답을 대
신하였다. 해는 지고 샤워장은 이
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스
승과 제자는 서로 무릎을 끓고 또
한 번의 적막한 시간을 말없이 보
내야했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지
금 이 순간처럼 조용히, 아무 탈없
이 저의 제자 녀석 병식이를 인도
하소서.” 나는 그 누군가에게 무의
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식이의 태도는 하
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수업시간에
도 밝고 명랑한 적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으며, 그 동안 병식이를 무
조건 문제아 취급을 하던 대부분
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병식이의
행동변화는 서서히 칭찬으로 화두
거리를 바꿔가기에 충분했다.
모범생으로 졸업한 병식이는 원
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휴
학계를 내고 군입대하기 전 녀석
은 나와 같이 하루밤을 지새웠다.
“선생님처럼 강하신 분께서 제
게 끓었던 무릎을 평생 가슴 속에
묻어 두고 살아 가겠습니다. 선생
님, 이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
름답고 소중해 보입니다. 고맙습니
다. 선생님!”

퇴직금 유감
퇴직금 이야기는 얼마 전 까지도 남의 이야기로 들렸으나 이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 이야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I.M.F 시대라 주변에서 퇴직자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속출하는 요즈음 직장의 퇴직은 새로
운 생활의 시작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경제력은 가져야 하기에 퇴직금 관
리를 잘한다는 것은 여생을 그만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직장 퇴직자를 보면 퇴직금 관리를 처음 의도와 달리 이상하게 꼬여 고민 끝
에 여생을 비참하게 되는 경우의 소식을 종종듣게 된다.
지금부터 10여년 전 퇴직한 A 선생은 평생 바친 직장생활에서 퇴직금 1억여원을 받아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은행에 예금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자꾸 권유하기를 당신은 재물복이 있으니 잘 될 거라고 부동산
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받기도 하였고 또 자식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
도록 가족의 간곡한 부탁을 받기도 하고 시집간 딸아이의 전세금도 좀 도와주도록 수없이
부탁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고 은행 에 예치하여 예금 이자만 받아 생활을 2-3년간 계속하
였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날 우연히 사랑스러운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는 조그마한 사업
을 하고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알게되여 그 사업에 퇴직금을
정기예금에서 인출하여 일시 투자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업이 잘 운영되었는데 그 뒤 불
경기가 되고 일이 꼬여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을 날리게 되여 이제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
다.
더군다나 가족이 그렇게 부탁했던 자녀사업에 도와주지도 못했고 평소 믿든 제자에 결국
그렇게 당하게 되었고 그후로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보니 그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
트레스를 주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였다 하드라도 내 손에 거액(?)이 있으면 남의말에 귀가
솔깃하여 엉뚱하게 투자하게 되거나, 또 자녀가 사업을 벌려놓으면 그 사업을 더욱 키우려고
도와주게 되고 사위의 사업이 기우뚱 하면 바로 세울려고 가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사람
의 마음인 것을,
또 얼마 전 퇴직예정인 B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는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연금으
로 신청하여 앞으로 여생을 10 년 정도만 마음 편하게 살면 연금의 임무는 그 목적을 다 한
것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마음 조아리는 것보다 매월 연금으로 꼬박 꼬박
받아 몸에 익은 봉급생활을 하듯 계속하는 것이 백 배 천 배 마음 편한 것이라고 호탕하게
웃어 넘겼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또 다른 퇴직을 앞둔 거물급 C 씨는 “ 그거다 사람하기 나름
이지 일시금 타서 정기 예금해 놓고 일생동안 찾지 않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예금 계속 관리하기도 쉬운일이 아니다. 한곳의 은행에 예금하여 안심할 수 있
는 금액도 2천만원 정도이고 가족의 명의로 분산 예치한다는 것도 나중에 세금 문제등 복잡
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매월 연금으로 타는 퇴직자는 꼬박 꼬박 생활비 보내 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아들 같은 연금 덕에 퇴직 후 옷차림도 깨끗하고 마음도 여유가 있어 비록 주
름진 얼굴이지만 잔잔한 미소가 가시지 않아 보기가 좋지만 일시금 타는 퇴직공무원은 대부
분이 시간이 좀 지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옛 동료를 만나게 되면 옷차림부터가 꾀죄죄 하고
너무 변하여 저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고 구차스럽게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퇴직을 앞둔 현재의 마음과 퇴직후 몇 년이 지나면 상황이 분명히 바뀌여 여생에 차질이
크게 나는 것은 사실 인 듯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퇴직 예정일이 며칠 남아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 혼자 판단으로 퇴직 일시금을 연금 공단에
신청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출가한 딸들과 며느리가 급히 모여 가족회를 가져 보니 출가한
딸들의 주장은 “ 아버님 여생을 편안히 지내실려면 연금으로 신청하여 봉급 받는 기분으로
매 월 연금으로 받아 하루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며느리들은
“ 아버님 우리가 여생을 편안히 모실테니 그냥 계획데로 일시금을 타십시오” 하였답니다.
결국 딸들의 주장대로 매월 타는 연금으로 고쳐 공단에 다시 신청하였지만 며칠 후 외국
에서 급히 귀국한 아들(며느리가 전보를 쳤는지도 모르지만)과 재차 협의 끝에 결국은 절충안
인 연금의 일부는 일시금과 일부는 연금으로 고쳐 연금을 분할 처리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
다.
아마 아들과 며느리가 일시금을 타기를 원한 것은 나중에 본인의 사업자금을 은연중 의식
하였을 것이고 출가한 딸들은 부모가 용돈 떨어지지 않고 여생을 편안히 계시기를 원했던
점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이 아닐까?
아무튼 퇴직금의 관리는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고 퇴직금으로 인한 머리 아픈 일이 일어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퇴직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퇴직을 앞둔이들이 꼭 알아 두
어야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퇴직일시금을 타서 다른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
큼 모험이 따르고 위험을 그만큼 크다고 각오하고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연금공단에서도 자금관리를 잘하여 수혜자가 믿을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도 무엇보다 중
요하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느 연금 공단 자본금은 타의에 의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
다고 한다.
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의 생명 유지를 위한 기금이기에 당사자에게 신뢰감이 떨어지는
일이랑 아예 손대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일에 손해를 보았으면 누군가는 변상을 하여야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