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상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CAI Set
- 제28회 전국교육자료전 수상 작품 -

전주중학교 교사 백 남 진

1. 제작목적

가. 중등학교 음악감상자료를 1개의 CD로 총합 수록하여, 감상곡이 여러자료에 흩어져있는 불편함을 제거함.
나. 감상학습의 흥미유발을 위해 해설을 모니터를 보면서 읽는 현장감을 극대화 시켰음.
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용으로 WAVE SOUND로 압축하여 서양음악∙전통음악 49곡을 한 눈에 보고 골라 활
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음.

2. 적용 대상 및 교과

가. 대 상 : 중∙고등학교 전학년
나. 교 과 : 음악과 감상 전단원

3. 자료의 구성 내용

가. CD-ROM(CAI자료) 1장(614MB-658분)-수록곡 전49곡∙Stereo WaveSound
나. 감상곡 해설 읽기 자료 카드 10 Set(분단학습 자료)
다. 형성평가 자료 카드 50점(개인학습 자료)

4.

자료의 사용방법

가. 일반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형식과 같아서, 한글96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로 문서메뉴에서 ‘불러오기’를 실행시켜 목차에
있는 곡명을 클릭함으로써 곡목에 따른 해설을 읽으면서 하이퍼텍스트를 더블클릭하여 음악을 바로 감상할 수 있음.
나. 탐색기를 실행시켜 CD-ROM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MUSIC』을 클릭하면 수록된 곡명이 모두 밝혀지며, 감상하고자하는
곡명을 더블클릭하여 감상할 수 있음.
다. 마우스를 활용하여 아주 짧은 부분을 다시 듣거나 건너뛰어 반복감상할 수 있음.

5. 교육적 효과

가. CD-ROM자료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음악방송, 복사, 대여가 가능하므로 자료의 활용도가 매우 컸
으며 개인이 활용한 읽기자료 카드를 통하여 추상적인 음악감상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어 음악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음.
나. CD-ROM, 읽기자료 카드, 평가자료 카드를 Set화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료의 준비, 사용, 보관이 매우 편리하여 활용의 편
의성이 극대화 되었음.

권/두/언


교육의 기본 틀을 건강하게

전라북도 교육감
문 용 주

한차원 높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본 틀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사람과 `일(과업)의
두 축이 기본을 이룹니다. 교육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에서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 장학담당자, 교육행정가 등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그들의 능력 개발과 성장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건강해야 합니다. 조직
의 건강은 구성원의 인화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일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기관의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학습조직도 이제까지의 성적․석차 중심의 획일적 학급 편성
에서 예체능 교과 중심이나 클럽활동 형식의 반 편성과 중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 반
편성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건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과 의사소통의 민주화입니다.
권한의 분권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권한이 하부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 경영체
제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한 이양은 교사와 학생에게로 이어져 교사 자
율권 확대, 학생 자율권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도 수직적 의사소
통에서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관련되는 `사람중 교원의 자질과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원의 능력개발과
성장을 위한 부단한 연수는 필수적입니다. 교육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며, 교원의 변
화 없이는 교육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기본 틀 중에 다른 하나는 `일 즉 `과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학교의
주요 과업은 수업, 장학, 관리, 행정 지원봉사, 학생을 위한 특수 지원봉사 등으로 나누어지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나머지 모든 과업은 수업을 지원해 주어 학습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질 관리 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
습니다. 하나는 `데밍(Edwards Deming)의 계획(plan)-실천(do)-연구(study)-행동(act)-계
획(plan)의 PDSA 주기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모형과, 다른 하나는 `주랑(Joseph M.
Juran)의
고객(customers)-생산개발(product
development)-운영(operations)-시장
(marketing)-고객(customers)-보다 나은 생산 개발(further product development)의 계속적
나선 주기의 질 개선 모형인데, 이것을 교육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질 개선에 노력해 왔지만, 기업에서처럼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데밍의 모형에서 `연구가 강조되고, 주랑의 것에서 `고객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으로
끝나는 `고객중심의 수업과 장학, 봉사, 행정, 관리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반성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 운동은 더욱 우
리 교육현장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학
생이 선택하는 보충․자율․심화학습 등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자재 등의 hardware와 교육과정, 수업 기술
등의 software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 편의 위주로 아늑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수업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첨단 교육 기자재
를 확보하여 최신의 교육공학적 방법이 교육에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칠판과
백묵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개성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과정의 폭을 넓히고 특별활동과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힘써야겠습
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없이는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전북지역의 발전도 물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 틀을 건강하게 다듬고, 또한 건강하
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매체 활용과 교실의 변화
김 재 현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대학교 기획연구실장)
1. 정보화 사회와 교육정보화

최근의 급격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 생활, 교육, 문화, 정치, 경제, 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 소위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어린이들로부터 노인
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 환경에 처해있는 경
우가 다반사인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에 힘입은 인터넷 열풍은 가상공간에서 우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우주로 넓힘으로 소위 국경을 느낄 수 없는 한 ‘지구가족’ 공
동체 의식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용 통신기기의 일반화, 위
성방송의 대중화 등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혁명은 ‘제3의 산업혁명’으로 불려지
면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된
멀티미디어는 정보화 사회의 대명사로서 업무, 교육, 홍보, 정보교환, 게임 등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앞으로 통신, 방송, 정보를 하나
로 묶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패러다임을 창출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
으로 예측된다. 재택근무, 원격교육, 홈뱅킹, 원격의료서비스, 원격민원처리 등 새
로운 현상들은 기존 사고방식과 사회내의 여러 구성 요소간의 인적, 물적 흐름을
새롭게 재편할 것으로 생각된다.
멀티미디어 분야의 발달은 종래의 문자위주 정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음성, 음
악, 그래픽, 사진, 동영상까지를 포함하는 4차원적 각종 정보를 우리 생활과 산업
에 쏟아 붓고 있어, 하루를 그냥 지내면 무엇인가 뒤떨어진 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교육분야에서도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현재의 교육 방법과 체제가 획기적
으로 변화할 것임이 그 동안 수차례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 구체적으로 나
타나 있다.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이 교육개혁에서는, 정보나 컴퓨터관련 교육을 특
정 교과에 국한시키기 보다, 학교에서의 생활 자체가 정보화 사회 속에서의 생활
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전체를 하나의 ‘작은 정보화 사회’로 만들며,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 정보 기술의 활용을 일상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제 4 차 교육개혁안에서의 교육정보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각급 학교에 H/W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운영 체제 전반을 정보화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삶․인간관계 등이 정보화 사회
지향적인 문화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00년까지는 각 학교를 ‘작은 정보
화 사회(Miniature Information Society)'로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7차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참고서에
이르기까지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자료인 전자교과서, 전
자교재, 전자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정보소양 함양 및
정보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넷째는, 정보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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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교, 전문대학 및 대학(원)의 정보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정보 체제를 운영하고, 정보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자문 및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담당할 ‘교육정보화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
한 일로 생각된다. 제 4 차 교육개혁안의 교육정보화 추진 주요 방향은, 학교 현
장에서의 앞으로의 정보화 관련 변화가 일부 교과목, 일부 교사에 국한된 일이 아
니라,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칠 것임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초․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 기
술이 학습과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으로써, 열린 교육, 자기 주도 학습사회의
기초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몇 가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1) 교단선진화를 위하여 ‘99년까지 초․
중․고 모든 교실에 컴퓨터, TV, 실물화상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 설치하고, (2)
’99년까지 성적처리, 학사업무처리 및 교재 작성,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전체 교사
들에게 1인 1 PC를 보급하며, (3) ‘99년까지 1개교당 2개 멀티미디어 컴퓨터 교실
을 구축․운영하고, (4) 2000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 대학 및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 형태의 유․무선망(위성)으로 연결하며, (5) S/W 및 교육용 DB개발을 촉
진하여 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전자교과서, 고급연구자료 등을 보급하고, (6) 각종
학교 업무 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행정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도, 교사연수 강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위성교육 실시, 가상대학설립, 교육정보
화 관련 임용․승진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H/W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
은 시설이 갖추어져, ‘98년 상반기 현재 각급학교에 총 22만 7천대의 교육용 PC와
10만 7천대의 교사용 PC가 보급된 상태이며, 350여개 학교에 LAN이 구축되어 서
울대학교를 중심으로한 교육망에 상호 연동되어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교육정보
화 사업들은 현재도 교육 현장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은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21세기 미국 건설을 위한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중요
한 국가적 과제가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내
용은 12세 어린이들은 누구나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외진 지
역의 학생들도 동일한 지식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미국의 모든
학급과 도서관에 인터넷을 연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도 200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의 초․중등학교, 대학, 도서관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학교 당국, 멀티미디어 업계, 방송사 등과의 협력
을 통해 유럽산 교육용 S/W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며, 교사들에 대한 교육․훈
련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다.
가까운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구미 못지 않게 정부차원의 교육분야 정
보화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교육정보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정보화는 21세기를 향한 사회 전반의 정보화와 맞물려 있어, 종래의 여느
교육 사조처럼 한때의 유행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
다. 따라서, 교육의 최일선인 교실의 변화는 기정 사실이며, 하드웨어적인 교육환
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교육 매체와 미래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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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매체는 교육학 중에서도 교육공학 분야에서 다루어 지게 되는데, 교육정보
화의 급속한 진척과 함께 교육공학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공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 그에 관련된 과정 및 요소들을 통
합적인 체제로 이해하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의 성취
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 교육공학회에서는 ‘교
육공학이란 학습자원(resources)과 학습과정(progress)을 고안하고, 개발하여, 활용
하고, 또한 이를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며, 실제(practice)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공학에서는 수업을 교육목적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며,
교수매체는 수업에 활용되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면서 수업의 질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각종 H/W와 S/W가 다 포함된다.
매체라는 말은 영어의 ‘media'를 번역한 것으로 무엇과 무엇의 사이 즉,
‘between’에 해당하는 라틴어 ‘medius'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작게는 모형,
사진자료, 전화와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크게는 TV나 라디오처럼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수매체란 교육목표가 효과
적이고 효율적이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사이에 학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수단 또는 제반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수매체는 1549년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 교수학습에 그림을 사용한 것을 최초로 1900경 서구에서 초기형태의 OHP, 슬라이드,
필름, 그림, 도표, 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최초의 교육용 영화는 1902년 영
국의 C. Urban에 의하여 상영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교육매체의 교육적 효
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교에서의 매체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TV를 수업매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기 시작하여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이 유무선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되었다. ’60
대 이후에는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한 대형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의 ‘PLATO'시스템이 개발되었고, ’75년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등장과 함께 PC가 가장 중요한 교수매체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는 컴퓨터가 기존의 그림, 사진, OHP, 슬라이드, 필름 등 대부분의 교수매체를 대
신하게 되었고,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교육자료을 상호대화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교육용 기자재와 S/W를 시청각 매체로서 수업에 활용하는 문제는 교육공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공학에서는 교육에서 활용하는 각종 매체를 ‘교수매체’라고
한다. 초기에는 라디오, TV, 오디오 카세트, OHP, 슬라이드, 컴퓨터 등 주로
H/W 위주의 개발과 보급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S/W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교수매체의 종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비투사자료,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청각
매체, 상호작용매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투사자료란 모형, 실물 등을 말
하며, 시각매체는 광학이나 전기적 투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슬라이드 프로젝
트, OHP프로젝트 등이다. 청각매체는 라디오, 녹음기 등이고, 시청각매체는 VTR,
TV, 영사기 등이다. 상호작용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것으로,
컴퓨터 보조 학습(CAI :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상호작용 비디오,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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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TV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까?
우선 지난 ‘97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Online Eduka Korea’란 국제회의에서
미국 Global Knowledge Exchange사의 사장인 J. K. Chang이 제시한 21세기 교
실이 갖추어야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어떤 교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H/W
나 S/W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둘째, 일반적인 교실 기능과 함께 컴퓨터 실습
실, 영상회의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실, 원격학습교실, 인터넷 사용
가능교실, 교육자료제작실, 행정업무처리실 기능을 모두 갖춘 교실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고도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학습환경이 제공되어 교수자-학습자, 학습
자-학습자, 동일공간 및 원격지 간, 동시적/비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전화, 전용통신선, 위성수신 장치 등)이 제공됨으로써,
외부의 어느 곳과도 연결이 가능하여 수업 중 필요에 따라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자료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 교실에 대한 이
제안은 앞으로 우리 교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갈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 및 2차에 걸친 교단선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급 학교 교실에 OHP, VCR, TV, CD 겸용 녹음기, 자석칠판, 자료관리함, 학급문
고, 펜티엄급 PC와 대형모니터, 어학반복학습기, 실물화상기, 선진교탁 등 현대화
된 교구를 설치하였다. 각 학교에는 방송실, 컴퓨터실, 어학실, 과학실험실, 도서
실, 자료제작실, CD타이틀 개발실 등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교실로의 변화를 시작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교단선진화의 목표를「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구축」
에 두고 멀티미디어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교구․설비의 확충과 원격교육체제
구축,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시범학교 운영, 교원연수 강화, 학습용 DB개발 보급
및「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구축 등의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44개의 전 교과목에 대하여 수업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CD타이틀들
을 관내 교사들의 참여와 대한교과서, 계몽사, KBS, 쌍용정보통신 등 회사들과의
협력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우리 나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타 시도지역에서도 현재 다양한 교육매체 개발
보급 등 교육정보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교육부는 ‘99년까지 전국 60,000개의 초․중․고교 교실을
선진화할 계획으로 올해 이미 설치를 시작하였고, 2-3년전부터 실업계고교, 과학
고 등을 시작으로 설치하고 있는「멀티미디어교육실」도 앞으로도 계속 확대 설
치할 예정이다.「멀티미디어교육실」은 고성능 서버컴퓨터와 학생용 PC, 네트워
크 시스템, 스캐너, 컬러TV, 캠코더, VTR, CD-ROM 레코더, OHP프로젝트, 액
정투사장치, 무정전장치 등을 고루 갖추고 컴퓨터 활용 수업, 매체제작 등이 가능
하며, 교내외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한 종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1년까지 모든 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인
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H/W의 보급과 함께 교육용 S/W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육개
발원, 시도교육청 개발 및 교사 S/W 공모전 입상작 등 현재 2,000여편이고, ’93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CD타이틀은 국내에서 ‘97년말 현재 국내 제작
이 1,430여종, 해외수입이 3,570여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30-40%가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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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된다. 현재 100여개 이상되는 개발회사들이 유아용 또는 초․중학생용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용 CD타이틀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CD타이틀도
‘95년말 현재 2,000여종이 수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우수 교육용 CD타이틀
을 도입하여 번역․보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신망을 통한 학습자료 공급도 활발하여, ‘96. 9. 11에 개통한 EDUNET
(http://edunet.nmc.nm.kr)에는 현재 30여만명이 가입하여 활용하고 있으여, ’98. 6
월말 현재 약 59,000건 이상의 교육정보가 올려져 있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확
장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 사례로서는 공주대학교의 공통과학,
중학교 과학, 수학 사이트(http://science.kongju.ac.kr), 한국교육개발원의
MALSM(EDUNET), 서울시 과학교육원 사이트(http://www.sise. or.kr)를 비롯하
여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학습자료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외국의 경
우에도 미국의 NASA를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개인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학습자료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몇 개의 PC통신회사나 CD타이틀 개발회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별
학습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가상학교가 개설되었고, 교육부가 시범운영을 위하여
승인한 「가상대학(Cyber University)」 5개교가 대학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되어 정식 학사, 석사 학위가 인정되는 공식적인 대학으로서 설립․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는 통신망을 통한 학사,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교육용 S/W의 보급과 함께 교육부는「초․중등학교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일선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 및 학교행정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교원업무지원 시스템, 교육정보 유통시스템, 학교경영업무 지원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업무지원 시스템에는 성적관리, 학생생활관리, 학적관
리, 교수학습자료관리 기능과 EDUNET, 인터넷 등 교육관련 전문 DB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은 문서기안, 결재, 보관, 기관간
의 문서수발 기능 등으로 구성되었고, 학교경영업무 지원시스템은 교원인사관리,
학교재물관리, 회계관리, 도서관리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전국시도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2000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 보급할 계획
이다.
‘96년 5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된 ‘우리 나라 신경제 장기구상’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청회에서 앞으로 학년과 교과 구분이 없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을 이용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 제도의 개발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 사회
를 맞으면서 현재의 교육 방법과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
이다. 따라서, 현재는 컴퓨터 사용법을 교육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컴퓨터 교
육이 앞으로는 전 교과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CAI :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을 도입하게 되며, 교사들도 어느 전공 영역이든지 수업에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보다 먼 미래의 교육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도입되는 정도의 단계이나 앞으로는 통합다중기술, 오락기술,
통신기술 등이 교육에서 점점 확대 활용되어, 원거리에 있으면서도 시공의 제한이
없이 자연스럽게 학습 할 수 있는 원격학습(Telelearning 또는 Teletraining)이 보
편화되고, 면대면의 동시적인 교실수업, 원격 동시수업, 비동시적 개인학습 등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새로
운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때는 인공위성, 유무선통신, 휴대용 컴퓨터 등 새
- 5 -

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을 위한 매체로 활용될 것이며, 컴퓨터와의 자연어를 통
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초고성능의 신경망컴퓨터가 등장하여 형상인식과 가상현실
을 쉽게 교육에 도입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이 가능하여 인간의 활동에 버금가
는 로봇이 교육을 도울 날도 멀지 않았다.
3. 교실의 변화와 교육의 발전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 현장에 대한 H/W 및 S/W의 급속한 보급은 앞으로 불과
2년여 남은 21세기에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교육환경 및 교육방법
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의 가속화
와 함께 교육에서의 변화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교실의 변화, 즉, 교육환경의 변화가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드
웨어적인 개선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담당한 교사, 교육행정가, 학부
모, 학생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난 ‘80년대에 미국에서
1세대 CAI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은 교사들의 심리적 거부감과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교실개혁이 추진되었으나, 행정적
인 상명하달식 추진 결과 큰 성과가 없었다.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1,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교사의 35%가 컴퓨터 사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름지기 교육의 개혁은 교육현장에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진정한 ‘교실의 변
화’는 교실을 첨단 교수매체로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구성원, 특히, 교사
와 교육행정가들이 급속한 교실 개혁의 추세가 교육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야 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새로운 산업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교육정보화는 어쩌면 한 개인이나 교육계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
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이를 선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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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정보:정보화와 교수학습체제 개선

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멀티미디어 기술 적용의 전략
정 택 희
1. 서 론
최근에 교육 정보화 교수-학습 유형이란 용어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때 두
가지 모호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우선 교육 정보화 교수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교육행정을 위한 정보화는 아닌 것 같고, 순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교육의 개념과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
해서 교육 정보화 교수-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중 어떤 의미를
의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첨단 교육공학을 적용한 교수-학습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학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도 학
자마다 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호하기는 여전히 매한가지이다.
다른 한편 교수-학습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모호하다. 필자가 생각하
건대 교수-학습 `유형이란 용어는 전문적, 학술적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형
이란 용어 대신에 대개는 패러다임, 모형, 이론, 방법, 기법 등의 용어가 이용된다. 필자가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시비(?)를 거는 것은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용어가 교육자
또는 교육학자가 아닌 매체 기술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분야에 무비
판적으로 수용되어 종전의 교육자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무너뜨려 서로 무슨말을 하는지 알
아들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학 또는 교육분야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많은 개념을 발달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
에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육적 현상도 그런 개념 체계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런 노력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
학 기술자군에 의해 만들어지는 아리송한 용어가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단계는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필자는 교육정보화 교수-학습 유
형이란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히기 위해서 첨단 정보공학 기술과 자원들을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패러다임, 이론, 모형, 방법, 기법을 연구, 개발, 실천하는 수업 공
학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수업공학 차원에서 첨단 정보공학 기술의 활
용을 논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게 보아 매체적 접근과 이론
적용 접근으로 대별하여 논의할 수는 있다. 이 글도 그런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2. 미디어 접근 전략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히기 위하여 첨단 정보공학 기술을 활용한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첨단 정보 공학 기술을 교수-학습 미디어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미디어 접근이다. 미디어란 광의로는 학습자
가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수립하는 어떤 사람, 자료 또는 사건 등

으로 간주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교사, 교과서, 학교 환경 등이 모두 미디어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의
미디어란 시각적․언어적 정보를 담고 처리하고 또는 재구성하는데, 이용되는 도상적․전자
적․기계적 수단으로 정의된다(Gerlach and Ely, 1980).
멀티미디어란 문자정보 처리 능력만을 가지던 컴퓨터 시스템이 문자, 음성, 이미지, 동화
상 등 여러가지 미디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 미
디어에 대한 대치 개념으로서 자연스럽게 조합․사용된 용어이다. 특히 컴퓨터 공학과 통신
공학이 결합하여 스탠드얼로운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이 네트워크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멀티미디어란 개념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디어의 개념은 미디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Heidt, 1988 참조). 대부분의 미디어 연구는 여러가지 다른 미디어의 수업 효과를 비교
할 때 필름, 텔레비전, 교과서, 오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등과 같은 용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용어들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변인은 구체적인 속성(attributes)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속성이란 특정 미디어의 수용 능력(capability)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
래서 미디어의 속성은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다른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의
배열, 그 자료가 제시되는 방법 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성분(Structural Component)이다.
이런 종류의 분석적 변인은 동작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 따로 따로 또는 동시에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시간적․공간적 차원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은 실험 연구에서 연구 변인으로 취해져야만 한다. 즉, 예를들면 학습 결
과란 「필름」이라는 미디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동작의 제시라는 그 미디어
속성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도 이 속성의 기술적 실현에 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이
경우 연속적 동작의 기술적 실현은 필름은 물론 당연히 비디오 테이프, 특수 효과를 가지는
환등 슬라이드 등도 해당된다. 이와 같이 속성의 용어로 미디어를 정의하는 것은 관련 변인
의 보다 적절한 구체화를 향한 제1보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미디어 속성도 고
유한 일반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말하고 있다. 동작도, 색깔도 또는 어떤 다른 속
성도 학습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들의 상대적 가치는 구
체적인 학습과제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동작 속성은 학습과제가 동작 그 자체와 동작의 특
징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색깔, 음성,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미디어의 효과는 학습자의 특성에 좌우된다. 매일 매일의 수업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 각각의 적절한 교육적․수업적 조치를 선택․적용함으로
써 학습자간의 개인차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연구자
와 교육연구자들은 인지적 원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런 연구의 대다수에서 모든 학습자들이 평균 학습자(average learner)로 환원되어 개인차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매우 이질적인 집단을 동질적인 실체로 취급함으로써 개인차에 의한 학
습 결과가 전체적 학습 결과에서 상쇄되고 만다.
Snow와 Salommon(1968)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균 수준의 학생에게는 일반화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반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연구를 보다 타당화하고, 연
구 결과를 교수 실제에 보다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 설계에서 개인차의 중요성
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앞으로의 미디어 연구는 어느 미디어(즉 필름, 텍스트북)가 다른
미디어 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라는 문제보다는 무슨 미디어 속성이 무슨 종류의 학습
과제를 위해서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학생에게 더 타당하냐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는 단지 교수-학습 상황의 한 특성(aspect)이고, 미디어 선정의 이론
은 수업 이론에 의해서 포섭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미디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걸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적 기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컴퓨터와 통
신 기술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정보공학의 산물이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종전의 단순 미디
어 시스템과는 달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가지 미디어 속성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멀티미디어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이런 기대의 근거에는 상당한 정도로 발생론적 인식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론
적 인식론은 지식의 심리적 성격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구성주의적 학습관의 모태를 이루
고 있다.
브루너(1971)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을 표현할 때 활동적 양식(enactive mode), 도상적 양
식(iconic mode), 상징적 양식(symbolic mode)을 이용하는데, 이런 표현 양식은 인지구조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런 양식은 세상의 표현의 직접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활동적 표현 양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즉 구체적으로)표현하는데 비하여 상징적
양식은 추상적․개념적으로(즉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세상을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입각한 수업 설계자들은 종전의 객관주의적 학습관에 입각한 수업이
나 교육이 지식을 추상적․관념적으로 전달하여 실제성과 구체성을 상실하여 상황 상황에의
전이력이 약함을 매우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정택희, 1994;허창범, 1992 참조).
전이력이 높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유사한
다른 상황(case)에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추상적 세계를
구체화하고, 마이크로한 세계를 매크로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종전의 미디어에 비하여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교육적 기대를 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은 종전의 미디어 시스
템들이 가지지 못했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량의 정보를 저장, 통신, 관
리,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의 미디어 시스템은 한번 고정된 것을 뜻
대로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비하여 멀티미디어 시스
템에서는 수정․삭제․첨가․보완 등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은 종전의 미디어 시
스템에 비하여 학습자 특성과 학습과제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수업의 적응력을 대단
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종전의 미디어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매우
탁월한 교육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상의 여러가지 오류로 인하여 효
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매체적 접근 전략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이론적 접
근과 통합되어야만 한다.
3. 이론 접근 전략
멀티미디어 기술의 적용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검토될 수 있다. 거시적 수준

이란 교육의 구조 또는 수업의 분배 방식, 교육의 형태 등을 뜻하고, 미시적 수준이란 수업
과정, 평가과정, 상담과정 등 비교적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거시적 수준이든 미시적 수준이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에게서 학습이 효율적으
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기술의 적용에 있
어서 특히 미시적 적용에 있어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학습의 원리, 개념, 규칙 등 공
식적으로 검증된 지식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학습은 학습이론에 따라 행동이 형성과 변화, 인구 구조의 형성과 변화, 이해 또는 개념의
형성과 변화 등 여러가지로 개념화 되며, 그런 변화기제는 학습이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는 규칙, 원리, 방법들도 다양하게 분석 제시되었다. 학습이
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이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부르너에 의해서 일찌기 지적
된 바 있고(Bruner, 1971), 그런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런 교수이론에 입각한
수업 또는 학습이 잘 진행되도록 교육환경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를 도식화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정치가
교육시스템(법, 제도)
사회․문화․물리적 조건
교사
교수-학습이론
수업모형 또는 이론
행정가
조직이론
학습관리 이론
학생
학습이론
교육환경
교육관리
수 업
학습

이 도식에 근거하여 볼 때 현재의 멀티미디어 기술 적용 논의는 주로 교육개혁적 차원에
서 교육환경과 교육관리 등 거시적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 글에서는 주로 미시적 수준의 교수-학습 과정 측면에서 몇가지 멀티미디어 기술 적용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가. 효과적인 교수-학습 기술 실현
교육정보화 교수-학습 유형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
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교수-학습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예컨데 일반교실이나 실험실습실 등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교육학자나 교육자들의 연구와 경험에 의해서 제안된 교
수-학습모형과 실제를 검토해 보고, 그런 모형과 실제속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이 어떤 기능
을 할 때 제안된 교육이론이 성취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교실속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교수-학습에 대한 체계적 접
근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높은 학습 효과를 올리는 교사의 활동이 분
석․제시되었다. 즉 잘 가르친다고 평가된 또는 소문난 교사들은 그렇지 못한 교사들과 비
교할 때 어떤 점에서 우수한가가 분석 제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Rosenshine과
Stevens(1986)의 분석이다.
이들에 의하면 교수-학습의 효과가 동료교사에 비해 높은 교사들은 매일매일 전 시간에
가르친 것을 리뷰하고 숙제를 검사하며, 수업내용의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80% 이상의 학생이 성공할 때까지 교사의 안내하에 연습을 하도록 하며, 그 결과
에 대한 개별 처치적 교정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95%의 학
생이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씨트웍 기회를 제공하며, 주단위와 월단위의 리뷰를 실
시한다. 이런 활동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활동을 체
계적으로 실천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즉, 이상에서 제시된 효과적인 교수 기술을 볼 때, 과
연 그와 같은 교사의 활동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실속에서 가능한 것인가에는 상당한 의혹
이 일어난다.
입시준비를 위한 교수-학습, 고정된 교육과정, 고정된 교수-학습 시간표, 교사의 과중한
교수-학습 부담, 대규모 학급, 교육매체의 빈곤, 교육성취에 대한 성적위주의 비정상적인 평
가관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효과적인 교수 기술을 구사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멀티
미디어 기술이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깊이 연구한 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숙제와 학교 성취에 대한 연구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은 숙제가 어떤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며,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어떻게 숙제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숙제와 성취도와의 관계는 크게 초기 연구와 최근의 연구로 대별되어 탐색될
수 있다(Coulter, 1985).
초기의 연구는 숙제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숙제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성취에 영향을 주
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Gold Stein(1960)의 종합에 의하면 숙제를 질적인 것이 아니
라 양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숙제의 질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학교

성취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처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숙제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숙제의 특성과 성취도의 관계를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연구 결과는
숙제가 제공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취도가 더 높다는 가설을 지지하여 준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우수한 집단에서 더 강하고 더 일관적이다(Coulter, 1981).
이런 현상은 숙제가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잘못이고 학습자의 학습정도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숙제의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숙제의 구조와
내용이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다른 한편 숙제가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는 교사가 숙제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멘트 없이 평정만 하는 경
우보다 평정과 더불어 칭찬, 격려, 교정적 정보제공 등의 코멘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숙제의
효과가 컸다(Austin, 1974, 1976).
숙제의 형태는 지식과 기능의 공공화를 위한 과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지식과 기
능을 체계화하기 위한 과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 새로운 주제로 안내하는 과
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keck, 1985), 개인학습자에게 어떤 숙제를 부여할 것인가는 학
습자의 특성에 좌우된다.
최근에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또는 적응 수업(Adaptive instruction)이란 개념이 나
타났다. 이것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나 학습 조건을 처방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학생
의 특성은 개인의 학습사적 자료, 지적능력, 인지양식, 학문적 동기, 특정교과와 관련된 사전
학습 능력, 학습장애 등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에 맞게 수업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숙제의 부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특성에 적응하는 숙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
떤 형태의 숙제가 그 개인에게 요구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적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숙제의 예에서 암시되듯이 교육현장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
결과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교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학문적 식
견을 가져야만 할 때이다.
나. 가변성 변인 조작 실현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교수 심리학자들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요인)을 연
구하였다. 그중에서도 Bloom(1980, 1984)의 가변성 변인 접근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교수-학
습실제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그의 연구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실제 교실속에서 어느 때 어느 요소에서 활용될 때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가변성 변인이란 지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
위, 교사의 특성과 같이 변화가 불가능한 변인이 아니라 학습시간, 학습 동기, 학습 자료, 형
성적 평가 등과 같이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의지만 있다면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을 뜻한다.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보다는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에 관심을 가질 때 실제적
효과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런 입장에서 Bloom이 자신의 연구와 제자, 후배 등의 연구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가변성 변인으로는 형성적 평가, 교정학습, 선수기능 개선, 선행조직
자 제공, 교수과정 개선, 고등정신능력 강조, 교수-학습자료 개선, 학부모 교육 등이 있다.
한 예로서 통상적 교수-학습, 완전학습, 개별학습을 비교하여 보자. 우리가 현재 가장 효
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별학습이다.

이것은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학습자료, 진행속도, 평가방법 등을 구안하
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학습은 통상적 교수-학습에 비하여 2.0시그마 만
큼 학습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개별학습을 받은 학생들의 98%가 통상적 교수-학습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학습 효과가
개별학습이 아닌 일반 교실의 집단 학습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Bloom
은 「2시그마 문제」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일먼저 실험해 본 것이 형성적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교정 학습을 실시하
는 것이었다. 이것이 소위 완전학습전략이다. 그 결과 완전학습 집단 학생의 84%가 통상적
교수-학습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구나 형성적 평
가 및 교정학습과 더불어 선수학습 기능 개선을 실시한 결과 1.6시그마의 학습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이 집단 학생의 95%가 통상적 수업 집단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뜻한다. 집단 학습에서 개별학습에 거의 육박하는 학습 결과를 얻은 것이다.
얼마나 마력적인가！ 그러나 감탄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실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학습 전략이 실제로 효력있게 실천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하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된 수업 기법을 실제로 효력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탐색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누가 했는가? 솔직히 아무도
없다. 말만 무성했고, 꿈 같은 얘기만 회자되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한 연구와 실험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제시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Walberg(1984)도 지금까지 학자들
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구․실험된 다양한 가변성 변인의 효과를 시그마 단위로 종합 분석
제시하면서 이런 모든 가변성의 교수-학습변인을 동시에 최적화하면 3.7시그마의 학습효과
개선이 가능함을 예측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수준의 가능성이며,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멀
티미디어 시스템은 효과가 큰 가변성 변인의 최적화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 기존 교수-학습 이론의 실현
지금까지 논의해 본 것은 종전의 수업 연구 범위 속에서이다. 그러나 첨단 정보 공학 기
술의 보급과 그 편리성은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창출을 자극하고 있다. 비록 많은
연구와 탐색이 종전의 패러다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분명 종전
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새로운 접근을 찾아야만 이 새로운 교수-학습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안된 교수-학습이론은 무수히 많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80년대 초까지 개발
된 교수-학습 모형만 해도 80여개가 넘는다. 모형을 뛰어넘어 이론으로 승화된 교수-학습
방법도 역시 많다. 이것은 교수-학습 방법, 전략, 형태란 결국 학습 과제, 학생 특성, 교사
자질, 학습지원조건 등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교실마다 교수-학습시간마다 서로 다를 수 밖
에 없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교수-학습이론 또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아마도 가장 괄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Joyce, Weil, Showers.(1992)의 「Models of Teaching」이 아닌가 싶
다. 이들은 교수-학습모형을 교사가 소유해야 할 도구(수단)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도
구를 소유한 교사일수록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그런 도구를 가지지 못할수록 무능한 교사, 무능한 장학사, 무능한 연구

사, 무능한 교감, 무능한 교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어느 해인가 모교육대학원에서 「교육방법론」이란 강좌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수
강생(30명 이상)에게 강의식 말고 정말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교수
-학습모형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했더니 거의 모두가 강의식 말고는 자신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대학이나 연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배운적도 없다고 반응하였다. 자, 강의식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교직사회, 절망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Joyce와 Weil이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한 교수-학습모형은 자그만치 17가지나 된다. 이
중에 강의식도 한가지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7가지 교수-학습모형 중 강의식 한가지
밖에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결론은 분명한 것이다.
강의식 밖에 구사해 본 경험이 없는 우리 교사의 수준을 얼마나 개선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리고 제안된 많은 교수-학습모형 또는 이론들이 실제로 우리 교실속에서 실효있게 구현되
는데 있어서 멀티미디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야
한다.
어떤 특정 교수-학습 이론이나 모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저 멀티미디어 기술이 「정보
교환에 이용될 수 있다」, 「정보검색에 유용하다」, 「의사소통에 이용될 수 있다」 등의
말은 백번 천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감히 제안할 수 있다. 적어도 멀티
미디어 기술은 지금까지 교육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서 연구, 개발, 검증된 구체적인 교수학습이론과 모형의 구현에 시각을 맞출 때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배울 것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이고, 그 다
음에 생각할 것이 구체적인 멀티미디어 기술의 숙달이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이 모두 학습될
때 그 교사는 정말로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 창출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할 때 많은 새로운 논의와 시도가 범하는 오류는 그 시도와 논의가
이론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학적, 교육실천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자가 보기에 매우 바람
직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몇 학자의 논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여러 형태의 의미 전달 전략과 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어
한 마디로 통칭하기는 어렵지만, 학습이란 본질적으로 개인 내면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구
성주의적 학습관을 공유하고 있다. 구성주의 학습관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수
-학습 패러다임은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인지적 견습(Cognitive apprenticeship), 다중
적 관점(Multiple perspective) 증진 등이다(Bednar, A. K., Cunningham, D., Duffy, T. M.,
Perry. J. D., 1991).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의하면 지식이란 교사에 의한 전달을 통해 학습자가 피동적으로 수
용(Reception)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지식의 전달은 진정한 의미의 유의미 학습을 이르키
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경우 성취도 평가도 지금과 같은 정답 중심의 평가로는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로
운 평가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몇가지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전통적 패러다임에 비교할 때 매우 획기
적․혁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은 멀티미디어 등 첨단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가능함을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Jonassen, 1996, Khan, 1997. Merrill, 1994. Dills
and Romiszowski, 1997). 만약 그런 추세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이라면 현장교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사의 역할, 기능, 위치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 숙고가 필요하다. TV 켜놓고, 컴퓨터로 인터넷 통신을 하고, 외국사
람과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고, 또 그 지식을 이용해서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 구조
화하고, 통제․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어떤 작용을 하여 학습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보화 교실」이든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든 「첨단 매체」든 「인터넷」이
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길이 보일 것이다. 일반화는 늦을수록 좋은 것
이고, 연구와 시범은 빠를수록 그리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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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교육 비전
<특집>정보:정보화와 교수학습체제 개선

박 성 수
우리의 일상에서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조류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아직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산업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양식, 인간관
계, 경제 활동 등에서 정보사회의 특징과 기술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로 정보 사회의 물결은 깊숙이 와 닿아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IMF위기 직전 국내에 들어왔던 많은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그 결과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국제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 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뉴욕의 월가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최고 부자는 빌게이츠이다.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은 거대한 산업시설도 아니고 부
동산도 아니다. 단지 소프트웨어 회사 MS사의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가치인 것이다. 소프트
웨어 산업이 이제는 최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도 벤처산업 육성을 외치
고 있다. 그 대부분은 정보 산업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2백여만개 사이트에 6
천2백만 명에 이르고 정보수집 무역거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 사회의 물결은 우리 삶 깊숙이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
는 것은 우리의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역시 실감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보화를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더
욱 그러하다.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는 말은 결국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 아닌
가?
구한말 농경사회 말기 산업사회의 거대한 조류를 우리는 맨몸으로 거부하다 식민지 지배
와 후진국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제 가까스로 산업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순간 선진
국들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IMF 사태를 맞이한 지금은 새로운 문명사적 대 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라
할 것이다. 가장 성공적으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는 미국도 80년대 초 많은 고통을 겪었
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등 구조 조정을 위한 많은 고
통을 겪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선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80년대초 미국은 `Nation at Risk 글자 그대로 `국가
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83년에 발간된 이 보
고서에서 미국은 이미 정보화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잠시 미국의 포부와 비전의 단면을 보자.

미국이 미약하나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쟁적 지위를 유지․개선하려 한다
면, 미국은 남녀노소 빈부, 소․다수 민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교육제
도를 개혁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학습은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투자이다.
이처럼 83년도에 이미 미국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임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의 방법으로 교육제도 개혁을 들고 있는 것이
다. 83년 당시 우리는 스스로 위기를 느꼈는가? 그 10년 뒤 93년에는 느낄 수 있었는가? 초
강대국 미국이 `국가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공장 굴뚝만 바라보며, 샴페인만 터트리고 있
었던 것은 아닌가? 1997년에서야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국가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절
망에 휩싸였다.
80년대의 준비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보화 사
회에 진입하였다. 다시금 세계 초강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때 나온 것이 `Global 2000이
라는 교육 개혁 보고서이다. 이제 2000년대 지구상 최강국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한 교육개
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교육정보화이다. 단위 학교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 학습을 가능케 한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누차 강
조하는 것이다. 교육정보화 전략이 이보다 명쾌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의 교육정보화는 컴퓨터 보급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
된 컴퓨터가 문서작성기의 수준을 넘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교육정보화시설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한 투자가
막 시작되고 있다. 교수매체 현대화,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멀티미디어실 설치사업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분위기는 아직 소극적인 것 같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전의 공유 실패,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정보의 습득과 이용을 위한
설비와 기술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핑계, 학교간의 경쟁 부재로 인한 정보화 추진 의
욕 저하, 교사들의 전통적인 지도 방법 고수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문계 고
등학교의 경우 교육정보화에 가장 회의적인 여론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장차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자기의 생각을 형성해 나가고 지식을 습득한 사람과 칠판 판서
만 외우고 시험만 치르다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국제 시장에서 부딪쳤을 때 누가 승리하리
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근시안적인 입시에 두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과 과정,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시험 등도 한 원인이기도 하다. 학교 정보화 시설 구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과 과정은 있되 교과서는 열려야 하며, 입시도 암기 지식이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
된 시간에 달리기 시합과 같은 암기력 측정 시험으로 어떻게 정보의 바다를 항해 할 수 있
는 능력을 측정하고 배양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입시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걱정하여야 할 때이다. 입시는 국내에서 우
열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패러
다임의 전환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교육정보화이다. 이는 단순히 교수매체로서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 목적, 교수 학습방법, 교육과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교육정보화는 무슨 기계를 이용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대 명제는 `열린 교육과 `평생 학습 사회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개혁의 대명제가 교
육 현장에서 공허하게 들리거나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단순히 흉내내기에 급급한 것은 정
보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이 공유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불평뿐인 것이다. 우리 국가 교육조직 전체의 동기
부여에 실패한 교육개혁이었던 것이다.
이제 IMF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 세계시장에서의 사활을 건 경쟁을 실감할 수 있
게 되었다. 세계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
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교육의 위기라는 보고서가 필요한 때이다. 위기
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식은 일선
현장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구한말 국가의 위기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학교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였다. 수많은 야학과
민족학교가 세워져 국난 극복의 동량을 길러내었다. 이때의 자부심이 우리 교육의 자부심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민족의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이제 다시 교육의 애국 계몽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이 관 주도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
주도이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식 개혁과 교육 실천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IMF시대
에 교육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교육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아픔을 딛고
2000년대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도약하여야 한다. 그 도약의 힘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축
적해야 하며, 그 첫 걸음은 교육 정보화이다. 이는 우리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위해 인터넷 여행을 떠나보자. 앞서
언급한 `Nation at Risk나 `Global 2000은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Global 2000은 각 주마다 다른 실천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
면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어 볼 수가 있다. 이 보다 더 좋은 영어 교재가 있을까? 그
림을 좋아하는 필자는 학교 미술시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명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네
오나르도다빈치, 세잔느, 고호, 고갱 등등, 미술관, 박물관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다. 훌
륭한 미술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의 유명 신문사의 신문도 읽어 볼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지명을 찾아 지도, 현재
의 모습, 산업 현황, 인구 통계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간에 뒤지는 교과서 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가 아닌가? NASA 홈페이지에서는 화성 탐사선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훌륭한 자연과학 교재가 아닌가?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 대학도 생겨
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도 올 가을 학기부터 첫 강의를 시작
한다-http://photone.co.kr/edu. 이와 같이 인터넷은 교과서 대용으로 또는 교과서를 보충하
는 것으로 훌륭하게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학교 기능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 더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교과서

도 못 외우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살아 숨쉬는 정보가 널려 있는데, 과연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 차이가 산업시대의 교육관과 정보화 시대의 교육관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이용능력을 위한 `Learn How To Learn이 강조되는 것이다.
UNESCO가 21세기 교육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행한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한국유네스코 번역, 오름 출판사)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평생 학습사회 구축을 위
해 가장 필요한 학습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빠른 변화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과 조직 심지어 국가까지도 경쟁력
을 잃고 도태되고 만다. 따라서 평생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건져내야 하는 것이다. 평생 학습 능력 이것이 바로 개인 능력의 핵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
심이다.
우리가 컴퓨터 없이 잘 살아왔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경쟁력의 차이를 잘 모른다 하더
라도 우리 후손은 컴퓨터와 함께 살고 정보화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을 잊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교육적 책임은 그들이 다가오는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시각과 비전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시대의 유물만 가르칠 권리는 없다. 경험, 권위, 전통의 가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과서가 필요없이 인터넷과 CD-ROM Title 등을 이용해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
지는 소규모 정보화 학교를 누군가 만들었으면 한다.

고등학교 국어과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의 실제
I. 서론

전주여고 현명철

2000년대의 미래 사회가 고도 기술사회, 정보화 사회, 개방화, 국제화 사회로 변화되어 감
에 따라 우리 교육도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어 활동하는 교육의 일대 개혁이 요청되고 있
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인성 교육과 평생 교육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5.31 교육 개
혁 방안이 발표되어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성 교육, 평생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학습력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기 학습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실이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린 교육 과
정의 운영으로 학생이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교실, 즉 열린 교
실 열린 교육의 이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의 발전은 최소 단위인 교실 교육의 개선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그 관건이 있으며, 교육의 대상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한다.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는 많아도 학생은 각각 개별적으로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의 실현을 보장받을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1) 또한 학습자는 외부의 자극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학습 과
제를 스스로 조직하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2)

II. 이론적 배경
1. 스토리 보드(story board)

스토리 보드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할 때 기존의 학습 지도안의 대체물로서
기존의 학습 지도안이 교수-학습 내용 전부를 포함하는 반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는 경우
교수-학습 내용의 많은 부분이 교수-학습 자료로서 구성이 되므로 학습 지도안은 교수-학
습 내용보다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제시되고 활용하는가의 내
용만을 포함하므로 여기서는 학습지도안이라 하지 않고 스토리 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학습 지도안은 스토리 보드와 각종 교수-학습 자료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가. 스토리 보드 작성의 의의
스토리 보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내용과 시각화 자료를 칠판과 스크린에 맞
1) 전영길, 교육 개별화와 꿈을 심는 교육, 교육연구 3월호 (서울 : 교육연구사, 1933) p.18
2) 홍기칠, 자기 규제 학습과 관련변인, 교육연구 6월호 (서울:교육연구사,1933) P.101-102

도록 종이 위에 구성한 것이다. 시각화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수업지도안의 교수-학습
내용의 대부분이 TP 자료화되므로 수업지도안은 스토리보드 형식을 띠게 된다. 따라서 스
토리 보드의 작성은 수업지도안의 작성을 의미한다.
나. 스토리 보드 작성의 요소
①칠판과 스크린의 배치 및 구성
②교수-학습의 흐름
③교수-학습 자료의 제시 방법

2. 수준별 교수-학습의 유형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는 교육과정 개선의 하나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3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 내용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조
직한 교육과정. 쉬운 학습 내용부터 어려운 학습 내용까지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속도로 단
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수학 영어 교과가 적용 효율성이 큰 과목이다.
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현재와 같이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학생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을 달리하는 교육과정. 중간 수준의 학생에게 맞는 기본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상위 수준의 학생에게는 기본학습 내용에 심화학습 내용을, 하위 수준
의 학생에게는 기본 학습내용의 핵심적인 개념과 지식을 보충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국어와 과학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다.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
한 과목들로 개설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
는 교육과정이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3)
학생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교육의 개별화 실현


수준별 교육과정








3) 부산동여자고등학교: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부산,1996) p.10

단계형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초등1
-고1)중, 수학과 영어 교과
에 적용
․학습 내용을 난이도에 따
라 단계로 구분
․능력에 알맞은 속도로 단
계적으로 학습
․최소수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는 누구나 공부
하게 함

심화보충형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초등1
-고1)중, 수학과 영어이외의
교과에 적용, 국어와 과학은
장기적으로 단계형으로 전
환
․학습 내용을 기본학습, 심
화 학습내용, 보충학습 내
용으로 구분
․능력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을 다르게 함

과목선택형
고등학교 2-3학년의 전교
과목에 적용
․능력수준과 관심의 개인
차를 반영하는 과목 개
설
․능력과 진로에 따라 학
생들이 과목을 선택

3.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
<표-1> 수준별․개별학습 모형4)
수준별․개별학습 수업과정
문제제시

문제해결방법모색

문제해결

ㅇ수준별
문제제시
ㅇ내용확인
ㅇ목표설정

ㅇ문제해결
전략 수립
ㅇ학습자료
선정
ㅇ문제 이해

ㅇ자료활용
ㅇ소집단 활동
ㅇ문제해결

ㅇ수준별 문제선택 및
목표설정

결과도출

평 가

ㅇ결과확인
ㅇ결과검토
ㅇ수정보완
ㅇ결과반성

ㅇ수준별
형성평가
ㅇ보충학습
ㅇ개별화지도

ㅇ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개별학습 진행
ㅇ교사는 소집단을 순회하며 지도하거나 개별지도를 한다.

4) 열린 학습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 남원여자고등학교, 1997. p.26.

<표-2> 코너학습 모형
코너 학습 과정
문제발견 활동

탐색활동

수정활동

정리활동

ㅇ교사와 학생의
문제 발견 활동

ㅇ개인의 문제 해
결 탐색 활동

ㅇ소집단 토의를
통한 수정 활동

ㅇ전체활동을 통
한 요약 정리

1. 교수-학습과정(보충반)

III. 교수-학습의 실제

단원 <문학>6.문학과 문화 (1) 유산가(遊山歌)
차시 3/10
∙작품을 읽고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다.
학습목표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학습주안점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 설명
학습자료 국어 사전, TP자료, 실물화상기, 과제학습장
학습형태 개별학습(조별형태)
교과서 페이지
P.215 - P.219
및
학습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과정
시간 자료
유의점


도입
전개







문제파악













문제해결







정리 및
평 가









•전시학습 내용 확인
•학습목표 제시

•학습의 흐름 및 활동 안내
•과제 학습장 확인
-중요 어구 질의 응답
-몇 명을 지명하여 발표시킴
•학습 내용 확인 : 교사의 개략적 설명
-교사가 조별로 과제 부여
작품의 개관
-갈래, 연대, 성격, 문체, 제재, 주제, 의의
내용 파악
1)현대어 해석
2)표현상 특징(1조)
3)작품속 화자의 태도(2조)
4)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3조)
5)예술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4조)
6)잡가의 이해(5조)

협의를
통하여
목표
제시

10 기본
개념만
설명
TP자료
실물
화상기

25 적당한
과제
부과

•과제별 조 편성
-주어진 과제별로 학습 활동을 한다
-집단별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된 정 5 TP자료
도를 파악하여 조별로 발표 및 토의함
•학습정리
5 TP자료
-학습 요점 정리
•형성평가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교수-학습 활동(3/10, 보충반)
▷과제학습장 검사∶

5

▣Rug meeting

작품의 개관
내용 파악
1. 현대어로 풀이하기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만물은 피어난다. 때가 좋구나 세상 사람들이여, 산천 경치를
구경이나 가자.
2. 표현상 특징 : 1조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2가지 정도 열거해 보자.
▶①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순수 국어(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② 상투적인 한자어(한시구절, 중국고사 포함)를 많이 사용했다.
3.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 2조
▷이 작품에서 노래한 대상들에 대한 작품 속 화자의 태도를 설명해 보자.
▶(아름다운 자연물(대상)에 흠뻑 취해 있는 화자의 태도를 어조와 표현기법을 통해 살펴 보자.)
(1) ‘만화 방창이라’, ‘구경을 가세’, ‘좋을씨고’, ‘예 아니냐?’ 등을 통해, ①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과 풍류’의 태도(← 서술어의 어미에 나타난 어조), ② 혼자서만 즐기기 아까운 봄날의 자연 풍
경에 흠뻑 취해 있어 현실의 근심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는 태도(← 감탄, 청
유, 반문하는 식의 어조)를 알 수 있다.
(2) 마지막 부분에 풍년을 기원하는 구절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을 통해,
(현실도피적 경향과는 구분되는) 현세적, 낙천적 태도임을 알 수 있다.
4. 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 3조
과거의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안빈낙도하는 곳, 또는 유교의 이념을 확인하는 곳이었다. 이 노래는
유흥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즉, 자연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5. 예술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작품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 : 4조
▷이 작품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는 무엇일까?
▶온갖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우아미](→아름다운 자연에
몰입하여 그 속에서 즐거움을 지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됨)⇒이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임!
6. ‘잡가(雜歌)’의 이해 : 5조
- 이하 생략(국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참조 :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1997)


2.교수-학습과정(심화반)

단원 <문학>6.문학과 문화 (1) 유산가(遊山歌)
차시 3/10
∙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나타난 삶의 태도를 문화적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작품에
∙이 작품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안점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 설명
학습자료 국어 사전, TP자료, 실물화상기, 과제학습장
학습형태 개별학습(조별형태)
교과서 페이지
P.215 - P.219
및
학습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과정
시간 자료
유의점
•전시학습 내용 확인

•학습목표 제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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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파악  -몇 명을 지명하여 발표시킴
10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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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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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파악

화상기
1)현대어
해석

2)표현상 특징(1조)

3)작품속 화자의 태도(2조)

4)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3조)

5)예술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4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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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잡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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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과제별
조
편성

-주어진 과제별로 학습 활동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된 정 5 TP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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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활동(3/10, 심화반)

▷과제학습장 검사∶

▣Rug meeting
작품의 개관
내용 파악

1.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 : 1조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언어 생활의 관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①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우리말(순수 국어)의 묘미를 잘 살렸다. → ㉠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교묘히 결합시켜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자연
경치에 취한 화자의 감흥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며, 가창할 때 음악적 효과도 한층 배가됨
② 상투적인 한자어(한시구절, 중국고사 포함)가 많이 사용 → 이는 당시의 전문 소리꾼이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양반 계층의 문화적 취향을 자신들의 노래에 적절히 반영한 결과임
⇒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언어 생활의 관습(당대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생
각해 보면, (1) 한자어(구)는, 당대 상류 계층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 수단이고, (2) 우리말(순수 국
어)는, 당대 하층 계층이 주로 향유하던 구비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하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가 혼합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잡가’가 하층민의 노래라는 점을 고려하
면 이는 하층 문화의 담당층이 ‘상층 문화를 모방’한 결과라 하겠다.

2. 삶의 태도 : 2조
▷이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문화적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자연에 친근하고 몰입하는 태도, 즉 ‘자연친화적’ 태도이다. 이런 태도
는 우리 전통 문화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문학에만 한정시켜 살펴 보면, 구비 전승되는 민요, 설화,
향가, 고려 속요, 시조, 가사 등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의 전원시파, 현대의 이효석의 소설들에 이르기까
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선인들은 현실의 고된 삶을 자연친화적 생활을 통하여 자연을 즐김
으로써 위안받고 새롭게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 삶을 긍정하고 아름다운 세
계를 열망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우리 선인들의 낙천적 삶의 태도
가 이 작품을 포함한 우리 전통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의 시가 작품 속에서 이러한 작품을 찾아 보자.

▶고려조 안축의 ‘관동별곡’과 고려 속요인 ‘청산별곡’, 조선조 시조인 ‘강호사시가’․‘전원한정가’,
가사인 ‘상춘곡’ ․ ‘면앙정가’ ․ ‘관동별곡’, 그리고 자연을 노래한 수많은 한시들을 비롯하여 현대
의 전원파 시인의 시와 청록파 시인의 시에 이르기까지 자연 그 자체를 즐기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문학에 문화적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3. 생활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 3조

- 이하 생략(국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참조 :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1997)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재와 같은 시설, 자료, 교육 과정, 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과밀 학급 등을 그대로 둔 채
로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해 왔던 교수-학습 방법
으로는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
며,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 가장 유용하고 타당한 방법은 학습자의 개인차에 맞추어 계획하
고 실천하는 개별화 수업이다.
교수-학습이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역동적인 작업이다. 주어진
여건은 열악하지만 지역별, 학년별, 학급별 수준차가 극심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수업을 담당한 교사 자신이므로 수준별 수업의 성
패는 교사의 의식, 신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겠다.

2. 제언

가.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은 바로 개별화 수업이므로 심화․보충과정 모두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교사 한 사람이 심화․보충과정 두 반을 같이 가르치든, 2명의 교사가 각각 심화․보
충반을 별도로 가르치든 기본 학습 내용과 평가 기준은 같아야 하므로 교재의 재구성
능력, 다양한 수업 기술, 팀 티칭 등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시될 것이다.
다. 여기에 제시한 것은 수준별 수업의 한 방안이므로, 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어과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 전라북도 교육 연구원, 1997.
2. 열린 학습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 남원여자고등학교, 1997.
3.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부산광역시 국어교과 교육
연구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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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영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지도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전북사대부속고등학교 교사 김종안
Ⅰ.필요성

세계는 현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한 마을과 다름없는  지구촌  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면 에서
는 이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더 나아가 교통수
단과 통신 매체의 발달로 PC통신을 통한 화상회의 및 전문자료의 송수신 그리고
INTERNET을 통한 NEW YORK TIMES지의 기사 읽기 및 프랑스의 루부르 박물
관의 자료와의 접속도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이 전제조건이다.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인과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는 것이다. 공통영어는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이한 영어로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
통능력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영어교육은 도구적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생들의 의사소
통능력의 신장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특히 영어의 활용 능력보다 수단으로서의 언어
학습에 치중하여 왔으며,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습결손의 누
적으로 학습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입시 위주의 파
행 교육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소외되고 수업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방관자로 남아 있으며, 우수학생은 우수학생대로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학교수업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 학급에 포함된 매우 이질적이고 다
양한 다 인수 학생들의 특성과 교사 - 학생 - 교과간의 상호작용의 부족에서 오는 학습의
비효율성과 학습결손의 누적 현상 과 우수한 학생들의 시간 낭비 또는 심화학습의 결핍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력의 약화 현상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과별 개인별 능력에 따른 이동식 수
업 도입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교육의 제일의 특징인 개별화 학습의 강
화는 학생의 능력 발전의 정도와 학습 진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습집단을 편성하고 개별
화된 교수-학습 을 통하여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교육개혁안의 수업개선 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교과목의 능력에 의한 수준별 학습집단 편성이 단순히 학생을 분리 수용하는데 그
쳐서는 안되며, 각 학급에 적합한 교육방법이 연구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 의한
교사 중심의 학습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교과 수준별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은 일선 현장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당면 과
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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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목적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과목의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식 수업을 하기 위하여
1. 현행 공통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듣기, 말하기의 기능-개념(Functional/Notional)교수
요목 38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를 하고
2. 듣기. 말하기 의사 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3.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에서
하여 학생의 자기 주
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을 하고
.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가 사 또는 O P자료로 활용이 용이하도 제작하여 학교 현
장에서
을
사용하는 수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 하고
. 공통영어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미를 제고하고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있다.

탈피

꾀

4
복
H
록
“칠판 덜
”
록
5
흥
Ⅲ.이론적 배경
A. 수준별 교수-학습조직
1.이동식 동질적 학습조직 편성
동질집단의 편성은 어떠한 유사성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들을 교수-학습 집단으로 분할하
는 방법이다. 유사성의 기준은 신장, 체중, 성, 흥미, 지능지수, 성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5.31 교육 개혁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준이 개인의 교과별
성적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이다. 교육개혁안이 담고 있는 수업개선의 방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과 개별화 학습의 강화이다. 즉, 학습집단을 교과와 수업내용의 특성에 따
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성적을 기준으로 한 동질 학습집단의 편성은 첫째, 모든 과목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둘째로 교과목 성적에 의한 편성 방법이다. 학생 개인의 능력차의 문제를 어느 정
도 해소해 주는 방법은 교과목 성적에 의한 방법이다. 계통성이 강한 교과에 있어서 장기
적인 학습결손의 누적이 생기면 학습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교과별 성적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교과만을 해당 교과 성적별로 학습집단을 편
성하여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교과별 .능력별에 따른 이동식 학습집단의 모형
은 각 교과별로 능력별 학습집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령 A라는 학생의 성적이 국어과 에
서는 상집단, 수학은 중집단, 영어는 하집단에 속한다면, 1교시 국어시간에는 상집단에서 2
교시 수학시간에는 중집단에서 3교시 영어시간에는 하집단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동식
학습집단의 모형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각 교과별 및 능력별에 따른 이동식 학습집단 모형
학생의 능력
국어 --- 상
수학 --- 중
영어 --- 하

교시

교과

1
2
3

국어
수학
영어
실업
과학
사회

4
5
6

능 력 별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0

2.대한 교원 총 연합회의 능력별 반 편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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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비 고
이동식수업
이질적집단

총

격
”

“

대한 교원
연합회에서는 심한 개인차에 적합한 학습집단 편성의 제안으로 계통적 교
과에 대한 능력별 반 편성제 를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
교과별 능력별 편성을 할 경우에는 계통성이 강한 2-3개 교과 (
수학, 과학, 영어
등)에 한해서 편성한다.
각 교과의 능력별 학습집단의 수효는
또는
이상으로 세분하지 는다.
능력별 학습집단 편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 라 동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을
작하여 1학기 단위로 재편성할 것을 장한다.
교사의 가된 사
을 소시키기 위한 적 한 방안을 강구하며 교과별로 능력별 반
편성을 할 경우 교사들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 특히, 하집단 담당교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
해야 한다.
하면 이들에게는 월등한 지도능력과 연구열 그리고 편 없는 도가 요구
되기 문이다.
학생들이 교과에 따라 반을 이동하는데
해 있지 기 문에 안 을 게 되거나
우열 편성에 따른 대 의식이
거나 교사 또는 학교에 대한
이 생기지 도 적
한
과 계 이 요하다.
우수 학생들에게는 능력을 최대한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데 과
목 또는 학년의 월반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토해야 한다.
특정 교과목의 능력에 의한 수준별 학습집단 편성은 단순히 학생을 분리 수용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각 학급에 적합한 교육방법이 연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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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지도의 전제조건
영어는 계통성이 강한 교과이다. 선수학습의 결손이 심한 학생은 자연히 교과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 결과 학습결손의 누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영어 학
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집단의
동질화와 능력에 맞는 학습자료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이에 알맞는 평가방법이 구안되
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준별 학습집단은 학생의 분리 수용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각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의 투입과 능력발휘의 기회 제공이 되어야하며, 인성교육의 차
원에서 보충반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개념 유도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귀인시
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C.교수-학습 과정 일반 모형
1.의사소통 수업모형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이론 언어 습득이론을 바탕으로한 수업의 원리와 교수 방법 그리고
수업 계획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수업의 계획 즉, 수업 전개 과정에 대한 구상의 기본적인
틀을 말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급부상 하면서 종래의 지식 중심 수업이 비판을 받
고 기능 중심수업으로 편향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상적인 수업의 모형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의 단계에 따라 언어의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의 비율을 적절히 배합하여 구성
하는 비례적 모형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따라 유창도 비례적 교
수 요목 모형(배두본 외, 1992)에 의거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다.
우리 나라의 공통영어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지 3년이 경과한 후의
과정이므로 학생들의 도달해야 할 이해 기능과 표현기능의 유창도가 조화롭게 이루도록 과
제를 구성해야 된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과제의 구성은 앞에서 논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학습과정, 심화 학습 과정으로 나누고 이를 의사소통 기능별로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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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 & Brunfit(1983)의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적용

본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는 Finocc ia o
합 다.

니

Finocchiaro & Brumfit(1983)의 학습 모형
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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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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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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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
① 기능별 대화문 ① 질문과 대답 ① 자유로운 의사 ① 대화문, 기
② 복습
제시
② 대화의 구조나 전달 활동 준 어휘 듣고
③ 그림 및 실 ② 모범 읽기
기능 이해
- 의사 소통 게임 쓰기
물 자료 제시 ③ 구두 연습
③ 필요시 간단한 - 역할 놀이 ② 질문과 대답
④ 발음 및 어휘 설명
- 자유롭게
을 통한 평가
지도
④ 기능의 확대 대답하기
③ 읽기 또는
표현
- 상호 의견 교환 쓰기 과제 부과
- 정보 결합 활동

필
높

의

사

소

통

능

황

력

까

이러한 모형의 적용에 요한 학습 활동은 실제 상 에 가 운 의사 소통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학습 활동의 내용은 구체성을 어야 하
고, 학생들의 여 도를 이기 위해서는 소 그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띠

참
룹
D.의사소통 기능
제 6차 고등학교 외국어과(영어) 개정안(배두본, 1992)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1992)
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구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범

주

개인적 기능
대인적 기능
지시적 기능

탐색 기능

정보

창의적 기능

[표-2] 의사소통 기능의 유목
영
역
생각
느낌
친교
일상
요청
명령
정보
의견
문제해결
창조

-

4-

류

분 기준
정의적

태도

강

약

친소관계

구체와

추상

대상과 활동

Ⅳ.학습지도 내용과 방법
A. 학습지도의 내용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16종과 영어회화(English
Conversation) 3종, 실용영어(Practical English) 5종, 중학교 3학년 교과서 2종등 총 26권의
교과서의 내용을 개념-기능 교수 요목 38개 항목(notional\ functional)에 맞춰 분석하여 재
구성한 자료로서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교수-학습지도로 구성되었다.
1.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로 기초반과 심화반 2개반 편성을
전제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2. 언어의 4 기능 중 듣기,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개념-기능 중심
교수 요목(notional\ functional)을 상세화 하여 38가지의 상황을 설정하여 기본 문형을 추
출, 이와 관련된 담화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3. 교수-요목별 지도의 쳬계는 Basic Expressions - Substitution Drill - Situation Dialogue
(Pair Work & Act out) - Conversation Dialogue - Reading - Check up 으로 구성하여 반
복연습을 통한 다양한 구문의 이해와 숙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의 활용을 통해 궁극
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초반은 중3 교과서와 공통영어, 실용영어, 영어회화 교과서의 내용 중 중간 수준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심화반 자료는 공통영어, 실용영어, 영어회화 교과서의 내용 중 비교
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과 영어Ⅰ 교과서를 그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B.교수-학습지도의 실제
1.학습지도안 체제
의사소통기능 중심 공통영어 수준별 학습자료의 제작 체계는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과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목적을 두고 개발하였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Basic Expressions
기능-개념 교수요목 38개 항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을 소개하여, 다양한 표현
을 익혀 실제 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Substitution Drill
Basic Expression에서 익힌 기본문형을 대체 연습을 통해 심화시키고 반복연습을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점진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 Situational Dialogue
실생활과 유리된 언어가 아닌 실생활 속에서의 언어구사 능력 향상에 언어학습의 목표
가 있는바 의사소통기능을 항목별로 상황을 제시하여 말하기 중심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의사
소통 연습이 가능한 Pair Work와 둘 이상사이의 의사소통연습이 가능한 Act Out, 2부로 편
성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Conversation Activity
의사소통기능과 관련된 기본문형-대체연습-상황에 맞는 대화연습을 통해 익힌 내용을
좀 더 긴 대화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의사 소통기
능과 연계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Reading
읽기는 의사소통기능과 관련된 지문을 통해 영어사용권의 문화적 차이나 언어 사용상의
유의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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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eck up

련

였

의사소통기능과 관 된 중요 학습사항에 대한 심화학습 및 성취도 평가로 구성하 다.

c.학습지도의 실제
1 . FUNCTIONAL EXPRESSION(초청하기)
1) . 초청하기
☞ Would you come to our exam reviews?
☞ I`d like to invite you to go to see a movie.
-중략2). 승낙 및 거절.
☞ I`d love to.
☞ Really? Great.
-중략-

2 .SUBSTITUTION DRILL
1). 초청하기
•Would you come to our exam reviews?

father`s birthday
-중략2). 초대에 대한 승낙 및 거절
•Can I treat you to a movie?
an opera
•No, thank you. I don`t go in for a movie .
an opera
-중략-

3 . SITUATION DIALO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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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IR WORK
•A: Would you come to our exam reviews?
B: I`d love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2). ACT OUT
•A: Would you come to our father`s birthday?
B: I`d love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When is it?
A: It`s at 3:00 tomorrow afternoon.
B: I`ll be there. Thank you.
-중략-

4 . CONVERSATION ACTIVITY
A: Well, it`s a little spicy, but yes. I like it.
B: How about going for lunch with me and trying some
Kimch`i ?
A: Sounds great!
-중략-

5 . READING

e ds rather to embrace a wholeness. This no interest
es he mind of korean artists who love nature as it is. Would

It t n
li in t

you like to come and review this rich tradition?

6. CHECK UP

답
re y

맞 않
?
m ve
② hy h k y
` ④ h pe s
h ve a rain check?
d ` g f r m ve

1). 다음 대화의 응 으로 알 지 은 것은
I li to t at ou a o i .
.
R all
at
W , t an ou.
T an , ut I can t.
I o
o. Can I a
No, t an ou. I on t o in o a o i
-중 -

A: `d ke
B:
① e y? gre
③ h ks b
⑤ h ky
략

Ⅴ.운영의 결과
-

7-

태

1.집단이 비교적 동일 집단화되어 지도수준과 수업 도의 조정 및 학습
이 되 다.

었

2.학생 수준에
게되 다.

었

태도 진작에 도움

맞는 학습목표를 설정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

3.수준별 반 편성으로 인하여 능력에
념과 자기 효능 을 게 되 다.

맞는 수업을 받게되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자아 개

감 갖 었
4.영어에 관한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 영어를 학습하고 싶은 학습의욕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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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교수-학습의 실제
Ⅰ.서 론

전북중등수학교육연구회장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동진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1996년 말 이후 우리 나라 교단의 현실은 개인차가 뚜렷한 학생
들이 과밀 학급에서 동일한 내용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받아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로 인한 학습 결손의 누적은 수업 효과의 저조를 낳았으며, 세계화를 추구하
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방법의 문제와,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도 자성의 소리와 함께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제7
차 교육 과정에서 수준별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 제6차 교육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개선 과제들
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 지난해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수학
과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고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7차 교육 과정
의 이해와 좀더 빠른 접근으로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교육과정의 변화
현재 우리는 제6차 교육 과정의 개편과 5.31 교육 개혁의 실행으로 교육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은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
을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고, 수준별 수업에서는 학년별로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학업 성취 수준
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수준별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는 능력별
반 편성, 능력별 분단 편성, 협력 학습,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했으
며, 수준별 교육 과정의 학급간 편성 운영 방식에는 교과별 능력별 반 편성, 특수 재능아/부진아
반 편성, 무학년제 능력별 반 편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나라 교육이 보편화, 평
등화를 너무 강조한 결과 국가간의 경쟁 시대에 교육의 질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이는 현행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창의성 신장과 수월성 교육
에 문제가 제기되어,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학습자의 능력, 적
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제7차 교육 과정의 도입 배경이 있다.

Ⅲ. 선행 연구의 고찰
이런 상황을 교육적으로 조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현안을 해결해 보고자 일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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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바, ’97학년도 실시되었던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인천중등수학교과연구회는 1997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학과 학업 성취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 개발․활용-공통수학(해석․기하영역)-의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습이란
학습자 개개인의 내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여 교사 중심의 한 가지 학습자료는 학습자 개인의 학
습 속도를 원만하게 조절할 수 없어 학습의 결손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어 개인차가 발생하며
그 개인차에 따른 능력별 교수-학습 자료와 수학 문제 해결력을 위한 과정별 지도 방법이 소홀
해서 학력 격차가 생긴다는 전재 아래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반 편성에 의한
학습활동을 전개하여 개인간의 학력 차에서 오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
고 있다. 수학과 학습 능력 수준 차에 따른 반 편성 운영을 통하여 가. 심화, 보충의 수준별 반
편성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공통수학 (제6차 교육과정)의 해석, 기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심화, 보충에의 수준을 제시하며, 다. 제시된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하여, 라. 학교 현장에 활용하는
데 있다, 를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의 실제에서는 운영 과제“Ⅰ” : 학업성취 수준별 교수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 운영 과제“Ⅱ” :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로 운영하였다. 운영과
제“Ⅰ”의 실행은 1학기 중에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동 수업 담당 교사가 협력하여 수준별로 학
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학습 보조 자료를 제작하여 학습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으로,
노력반은 같은 내용을 교과서 예제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습 활동을 하되 반드시 진단평가와 형
성평가를 시행하고, 심화반은 교과서의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문제의 비교, 분석, 종합, 응용 등의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며, 2학기에는 인천중등수학교과연구회가 개발한 수준별 교재를 각 수준별
로 사용하여 자료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운영 과제“Ⅱ”의 실행은 1학년 처음
의 경우 고입 선발 고사와 학교 자체로 개발한 국어․ 영어․ 수학 배치 고사(300점 만점) 점수
를 기초 자료로 하여 서열화한 후 학급간 인원을 고려하여 12학급을 3개반씩 묶어 3학급 중 1학
급은 심화반, 나머지 2학급은 동질 집단인 노력반으로 편성, 총 심화반 4개반 노력반 8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도의 효율성 및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도 교사는 한 수준의 학
급만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2학기에는 1학기 정기고사(중간, 기말) 수학 성적과 모의고사 수학 성
적을 근거로 편성하되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편성 운영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
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자주 반의 이동으로 인한 수업 분위기 안정을 위하여 이동수업을
하는 교과목의 시간표를 블록(block) 시간으로 설정하고 교과의 시간을 연달아 편성(50분에서
100분) 하였으며 이동 수업을 점심시간 전 후로 하위반 학생을 소규모로 편성하였다. 수업의 진
도와 평가에서는 노력반은 선수 학습 결손 여부를 진단하여 보충 과제를 부여하고, 기본개념 이
해를 위주로 수업하고 개인별 과제를 주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반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학생 주도 학습이 되도록 심화 과제를 부여하고 문제
해결 학습, 토의 학습, 탐구 학습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정기고사(중간, 기말)를 대비하여 반별
진도는 동일하게 진행한다.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차시별 단원별 형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정기고사 평가 출제시 지도교사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과정 학생에게 취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운영 결과로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학생 3회, 학부모 2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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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학생, 학부모, 교
사 모두 점차 상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고정 수업과 이동 수업시 설명의 이해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설문
에는 심화반 노력반 공히 1, 2, 3차 비슷하게 나온 점으로 보아 이해도는 이동 수업에서 찾기보
다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또는 수학 교과의 수업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 수업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동 수업의 반 편성에 대한 견해는 재편성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45%가량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반 편성의 기준이 명확하고 공
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후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반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
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재편성 기간은 매달마다, 매 정규고사 후, 기말고사 후, 상관없다 의 항
목에서 상관없다 의 항목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반 편성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 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선생
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라는 설문의 분석 결과 앞으로의 수업 형태가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필요한 교과는 수학, 영어, 과학 교
과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 수업의 반 편성은 83%의 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반 편성 기간은
77%가 학기 단위로 응답하였다. 가장 중요한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미
치는 효과는 전체 76%에서 86%로 증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생각이 자기 주도
적 학습력 향상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적당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쓰고 있
다. 이제 운영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심화, 기본, 보충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동 수업은 비
슷한 수준의 집단을 학습에 대한 의욕 부진, 주의 집중의 산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
지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출석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 교사의
재 연수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수준별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교수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언에서 ‘가. 수준
별 이동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수업 방법의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수준별 수업은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수준별로 서로 다
른 문항을 가지고 평가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 편성시
평가 방식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반 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배려해 주
어야 한다. 다. 능력별 이동 수업은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지도를 받게 하여 학력의 결손을 줄
인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잘 이해하게 하여 사교육비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 보충
과정의 학생은 적은 수의 학급으로 편성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
학급에서의 개인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들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자
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기타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방식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 바. 교사의 보다 자세한 설명과 시간을 더욱 많이 할
애하는 방식과 보다 많은 개별 지도를 통한 열린 교육이 선행되도록 가꾸어야겠다’ 는 글로 마무
리를 지었다.
다음으로 경북중등수학교육연구회 소속 군위고 신성순 교사의 수학과 학업 성취 수준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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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
나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소질과 능력이 개별화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과밀 교실에서 개인차에
관계없이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서 교사의 수업 기준이 애매 모호하여 학생들의 흥미 또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21세기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된다.
이에 학업 성취 수준별로 이동 수업을 실시하여 상위 학생은 능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하위 학생
에게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키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 학업 성취 수준별 반 편성을 언제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가?. 나. 학업 성취 수준별로 교수-학습 지도 모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을 운영의 과제
로 두고 있다 . 단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중소 도시 소재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성취 수준
별 이동 수업의 실시 과목을 수학으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
일 까지 2년에 걸쳐 고등학교 1학년 360명, 2학년 35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점 과제 “가”. 효율적
인 성취 수준별 반 편성 방안을 모색하여 이동반을 편성. 운영 중점 과제 “나”. 성취 수준별 능력
반에 알맞게 교재를 재편성. 운영 중점 과제, “다”.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하여 수학 교과
에 대한 학습력 향상으로 정하여, 성취 수준별 반 편성을 1학년 8개반은 4개반씩 묶어 심화반 1
개, 기본 3개, 보충반 1개반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학년 인문 계열 5개 반은 심화반 1개 반, 기본
반 3개반, 보충반 1개반으로 자연 계열은 심화, 기본, 보충반 각 1개반씩 편성하였다. 1학년은 성
취 단계를 기준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화반에, 26～75% 해당자는 기본반에, 76%
이하는 보충반에 편성하였고 2학년 인문 계열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화반, 하위 20%
는 보충반, 나머지는 기본반으로 편성하고, 자연 계열은 상위 30%는 심화반, 하위 30%는 보충반,
나머지는 기본반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희망을 고려했다. 이동반 편성은 방학 기간
을 고려하여 연간 3회 실시했으며 이동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접한 반끼리의 이동이 되도록 편
성했다. 특히 여학생의 감정을 고려하여 수준별 반 편성의 명칭을 꽃 이름으로 하여 우월감이나
패배 의식이 조장되지 않도록 주의 하였다. 성취 수준별 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연도
반 편성 (가) 제1차 성취수준별 반 편성 1)일자 1996년 4월20일 2)기준 가) 신입생은 학력 진단
고사 수학 성적과 3월 모의 고사 수리탐구 Ⅰ 성적, 나) 심화반 : 상위 25% 이내인 학생, 기본반
26%～75% 내에 있는 학생, 보충반 : 76% 이상인 학생, (다) 성취 수준반별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들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였다. (나) 제2차 성취 수준별 반 편성 1)일자 : 1996년 8월 5일, 2)기
준 : 가) 4월, 6월 모의고사 성적. 나) 제1차와는 달리 성적순에 의해서만 반 편성 심화반: 상위
25% 이내인 학생 기본반 : 26%～75% 내에 있는 학생, 보충반 : 76% 이상인 학생. (다) 제3차
성취 수준별 반 편성 1)일자 : 1996년 11월 28일 2)기준 : 10월 모의고사, 2학기 중간고사 성적.
(2) 제2차 연도 반 편성 (가) 제1차 성취 수준별 반 편성 1)일자 : 1997년 2월 20일 2)가준 가)1
학년 : 신입생 입학고사 성적과 학력 진단고사 수학 성적. 나) 2학년 : 문과, 이과에 유의하여 11
월 모의고사 수리탐구Ⅰ성적과 기말고사 수학 성적에 의하여 편성, (나) 제2차 성취 수준별 반
편성 1) 일자 : 1997년 5월 28일 2)기준 : 1학년-학생의 희망, 2학년 : 인문 계열- 중간고사 성
적과 3월 모의고사 성적, 자연 계열-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편성,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반 편성 희망을 받아본 결과 1학년과 2학년 자연 계열은 반별 희망자 수가 학생의 성적이 성적
순으로 편성하였을 때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2학년 인문 계열은 심화반과 보충반에 대한 기
피 현상이 심하여 부득이 성적순으로 편성하였다. 이제는 수준별 교재의 재편성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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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심화반은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 교과서 재구성 지도, 사고
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수준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 고차적 사고 활동을 통하
여 심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성, 상위권 학생들이 통과해야 할 수준의 교재 구성, 기
본반은 기본 개념을 보충반과 같게 하여 기본 개념의 재확인 및 발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재
구성, 기본 개념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평가 문항 개발 적용, 확인 문제와 평가 문항 난이도
는 수업하기 전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보충반은 기본 개념의 습득을 확실히 할 수 있
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확인 문제와 평가 문제는 난이도가 보충반보다 낮은 수
준의 문제를 다룬다. 다음으로 운영중점 “다” 인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력을 높인다에 대하여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수학과 수업 과정 모형과 E D P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의 적정 학습 과제 접근 교수-학습 체제 모형에 근거하여 수준
별 교수-학습 모형으로 개발 적용하였고, 심화반은 심화 학습 모형 OHP 자료를 제작하여 제시
하고 풀게 하였다. 각 반별 옆면에 화이트보드를 부착하여 학생 활동을 많이 하게 하였다. 기본
반은 개인별 가정 학습 과제를 제시 각 반별 옆면에 화이트보드를 부착 학생 활동을 많이 하게
하였다 보충반은 기본 개념 및 공식 OHP 자료활용 각 반별 화이트 부착 학생 활동을 많이 하
게 하였다. 다음으로 평가는 가장 고심하고 어려웠던 부분으로 말하고 있다. 차시별 및 단원별
형성평가는 수준별로 달리 평가하여 성취 단계의 통과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고사는 문제 은행식
출제를 하였다. 특히 정기고사의 평가는 문제 은행식 문항을 개발하여 개개인에게 주고 정기고사
에 대비하게 하였다. 평가 문항은 수준별로 상 10%, 중30%, 하60%로 출제하되 문제 은행에서
60% 그 밖에서 40% 출제하였다. 단 출제시 유형은 같으나 똑같은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 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반 편성에서는 5차례의 수준별 반 편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여 본 결과 학생의 희망과 성적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보충반에 대한
기피 현상과 교사의 선호에 따라 반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
한 교재 재구성은 공통수학과 수학Ⅰ을 성취 수준별로 6종을 재구성하였으며, 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효과는 인근 여자고등학교와 수학 성적을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
나, 점차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 수준별 이동 수업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성취 수준별 이동 수
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거부감을 갖는 학생도 있었으며 특
히 학생들이 수학에 대하여 흥미를 잃지 않고 학습 의욕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쓰고 있다.

Ⅳ. 연구할 과제
우리는 위 두 편의 연구에서 보면 현재 중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
은 시행 착오와 발전 가능성의 양면을 갖고 있다. 실지로 이런 수준별 수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별
화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기 유발과 노력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업을 실지로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수
준별 수업에 대한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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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수준별 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중등수학교과연구회에서는 고입선발고사와 자체 개발한 배치고사 (국어, 영어, 수학 : 300점
만점)를 기초로 하여 서열화한 후 3개 학급을 한 단위로 하여 심화반 1개반, 보통반 2개반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성적순에 의한 반 편성은 여러 개의 과목이 혼합된 이동식 수업일
때, 교과별 차이에서 오는 관계로 또 하나의 개인차를 불러온다. 학생들의 희망에 의한 반 편성
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나 교실과 교사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 또한 대단한 것이다. 현재 우
리 나라 중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기에는 학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무
엇보다도 학교 환경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또, 수준별 반 편성의 재편성도 학생 본인의 노력
에 의하여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할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재편성의 시기를 어느 때로 정
하는 것이 가장 적적할 것인가? 연구하여 보아야 할 큰 과제이다.

둘째 : 성취 수준에 맞는 교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수준이 상위 또는 중위에 있는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 실시 후 학습 분위기가 좋아졌으나 하위
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 분위기가 더 나빠졌으며, 특히 열등감과 자기관리 실패로 인한 인성 교
육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측면
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각 수준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이 안되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잃고 낙오자적 생각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여
겨진다. 각 성취 수준에 맞는 교재를, 수업하는 교사 개인이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경제
적 손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교과 협의
회를 구성하여 단원별 분담에 의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평가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손 부분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수준에 적응하도록 하
며,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되는 요인을 찾아서 교육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는 평가
이다. 수준별 수업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평가인데, 이는 학생들이 배
우는 내용과 평가 문항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이다. 그러면 수준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평
가 문항과의 불일치는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학생 선발 기관의 내신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과
관계가 깊다. 즉, 학생 선발의 기준은 내신 성적의 객관성 보장 문제 때문에 자신의 성취 정도나
성장 속도와 관계없이 상대적 평가에 의하여 학생 선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적 평
가에 의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꼭 필수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면, 전국적인 기준치를 정하여 평
가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루어
지는 평가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학업 성취 수준만의 평가보다는 학생들이 배우기 위한 열성, 노
력, 그리고 의욕까지도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 교사의 과중 업무 감소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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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이동 수업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교재 연구 및 수업 준비, 출석부의 이중 정리,
교재 개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고정식 수업에 비해 수준별 수업은 교사
가 해야 할 일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수준별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수준
별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강사의 초빙, 자원 인사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 하위그룹 학생들의 보충 시간 운영이
나 담당 교사의 결강시 대비가 되어 시간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교재 개발은 지역별 교과
별 교사 모임을 통하여 공동으로 교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교사 개인별 또는 학교별 교사들의
교재 개발에 대한 시간 절약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교과별 교실을 만들어 교실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구성하면 각 교실마다 준비해야 될 교육매체를 줄이게 되어 경비절감 효과와 준비된 자
료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교사가 매 시간마다 자료를 옮겨야 하
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수학과 교사들을 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할 때, 토의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 수업용 또는 자학 자습용
자료개발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Ⅴ. 결 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효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이의 실현을 위한 노
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특히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의 학습을 위해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교과이므로 수학 교과의 학습이 학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세계화,
정보화를 부르짖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수학 교과의 효율
적인 지도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이 평준화 교육 정책 실시 후 지속되어온
중등학교의 획일화된 수업이 하위 학생과 상위 학생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
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학과 교육 방법을, 성취 수준에 따른 수준별 교수-학습으로 제7차 교
육과정이 도입되는 2002년(고등학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믿는다.
또는 중등학교의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열린 수업
을 전 중등학교에 확산시켜 한 교실에서 수준별로 분단을 편성 수업을 함으로써 개인차에 따른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준별 교수-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고 막대한 경비가 필수이겠지만 장래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
하고 커다란 과제이다. 수준별 교수-학습이 잘 이루어져 상위그룹은 더욱 발전된 학습을, 하위그
룹은 성취 의욕과 자기 실현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면 인성 교
육 측면과 생활 지도에도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며 더 나아가 효와 충을 겸비한 자질을 갖춘 국
민을 길러낼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 과정의 조기 정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더 큰 관심과 투
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대열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임을 명심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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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과학 :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과 열린 교수-학습 지도
김 복 수
1. 들어가는 말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지구촌 시대라는 단어는 이제 친숙한 느낌이
든다. 지구촌(golbal Village) 시대를 이끌어 가고, 살아갈 미래 사회의 주역을 양성하는 학
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은 중차대 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선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지식으로서의 과학이든, 지식을 산출 해내는 탐구과정으로서의 과학이든 과학에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과학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지식과 과학적 탐구 과정의 중요성은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기 어렵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과학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교육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이렇게 점점 방대해지는 과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금세기 중반부터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그 후 효과적인
과학 교육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한 예로 부르너(Bruner, 1960)가 주창한
지식의 구조화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기본 원리들을 지도하면 과학을 이해하기 쉽
고, 기억에 오래 남으며, 전이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 지식을 구조화 한다고 하
더라도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과학 교육자나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또 다른 방안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과학 지식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독서력 신장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학습(Harney & Sorenson,
1977),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을 통한 학습(이상락외, 1984), 탐구능력 신장학습
(이범홍․김영민, 1983) 등을 들 수 있다.
과학 교육에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의 신장이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면 탐구 능력이 신장된 학생들은 어떤 새로
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탐구적 방법에 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신장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적 탐구 능력이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의
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탐구과정에 대하여
Gallagher(1974)는 환경으로 부터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였으며, Wilson(1974)은 물체를 유발하는 자극에 관하여 그 변인(varibles)과 속성
(attributes)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기 위해 수행되는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위 두 학자의 정의에서 탐구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 방법 혹은
활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통적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의 본질을 과학 활동의 결과, 즉 과학
적 지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학교 교육에서도 지식 전달 위주의 암기 학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탐구학습 위주의 과학교육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학의 질을 과학활
동의 과정, 즉 과학지식을 산출해 내기까지의 과학적 방법으로 보며, 이것이 과학교육의 주
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과학교육의 평가에 있어서도 지식의 평가이외에 탐구능력의 평
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탐구학습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과학적 방법을 중시한다면, 그 과학적 방법 즉, 탐구과
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데, 이것은 탐구라는 것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진 지적 활동에 관한 추상적인 단어이어서
한 두 마디의 말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탐구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다음 5단계의 활동, 즉 ① 문제를 인식하고, ② 가설을
설정한 다음, ③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④ 그 방법(실험)을 적용하여, ⑤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교육 과정의 많은 탐구학습 내
용이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탐구능력의 평가에서도 사소한 실험 기구의 조작 능력보다는 탐구의 과정에 준하
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준별 교육과정
2000~2002년에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
정중 단계형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 과목을,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를 정하였고,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전교과로 정하였다.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
며, 차별성을 갖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은 학습 능력의 차별화를 중
심으로 하는 심화 교육과정과 보충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이 된다.
심화 보충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내용이 아니고 능력에 달려있다. 심화과정과 보충
과정의 차이는 동일한 범주의 교과내용(기본과정)을 학습하는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학습
능력의 차이에 두고 있다. 보충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단순화한 상
태에서 학습 능력의 수준을 낮춘 과정이며, 심화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복잡 확대한 상태에서 학습 능력 수준을 높인 과정이 된다.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의 편성방식에는 아래와 같이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교육과정과 기본
과정을 이원화하여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과의 경우는 하위과정의 방식에 속한다.
좰독립적 방식좱
심 화 과 정
보 충 과 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보충과정

좰하위과정 방식좱

여기에서 기본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본 필수 내용으로 구성한
다. 보충과정은 기본과정의 성취도(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추가적인 과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기본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심화과정은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추가적인 과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기본 과정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심화, 보충 과정은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의해 선택적인 활동 중심(조사, 탐구, 의사 결
정 등)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기본 과정은 과학과 학년별 연간
최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10년을 통일된 단위로 개발하고
하위 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연간 최소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편성한 시간에 운영하도록 한
다.
하위 과정의 학습단위는 학습자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같은 반에서 소집단을 달리하는 그
룹별 분단 편성(심화, 보충그룹)을 원칙으로 하며, 또 하위 과정은 소집단 활동 또는 개별화
활동 중심의 학습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3. 수업 목표 설정과 교사의 인식
수준별 열린 과학 교수-학습 과정 모형의 첫번째 단계는 수업 목표의 설정과 교사의 인
식이다. 어느 한 단원의 학습 지도를 계획함에 있어서 수업 목표를 확정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수업 목표는 한 단원에 대한 학습 지도에 있어서 어떤 수업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수업이 끝났을 때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수업 활동은 한 단원에서 확정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것은
곧 정처없이 떠가는 돛단배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향해 유유히 질주해 가는 배가되기 때
문이다. 평가에 있어서도 어느 단원에서 확정된 수업 목표가 학생들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나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단원의 수업 목표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 내용을 나타내면 좰그림 1좱과 같다.
교 과 서 분 석 -> 내용 구조 확인
교육 과정 실시 -> 행동 요소 확인
-> 수업 목표 설정
좰그림 1좱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 내용
수업 목표 설정을 위한 자료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이다. 특히 수업 목표의 설정은 교육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강조되어야 할 수업 목표의 일반적인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업 목표의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과서는 일종의 학습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한 단원의 수업 목표를 직접적으
로 제시해 주지 않으나, 교과서 (8~11종)에 실린 단원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다루어야 할 학
습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데 활용한다.
특히 수업 목표의 설정을 위하여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중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평가 자료」 또는 「고등학교 공통수학 교수-학습 평가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업 목표도 대단원 수준의 목표, 중 단원 수준의 목표, 한 시간의 수업 목표가 있으나 과
학과에서는 보통 중단원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중 단원 목표를 기준
으로 하면 중 단원을 학습한 후에 형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알맞고 이 결과에 따라 심화학습
을 할 학생과 보충학습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수준별 열린 과학 교수-학습 모형(1)
수업활동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적인 수업 모형으로 좰그림 2좱와 같
은 Glaser의 수업 모형을 들 수 있다. 그의 수업 모형은 1) 수업 목표의 설정, 2) 출발점 행
동의 진단, 3) 학습지도, 4) 학습성과 평가의 네 단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어느 교과에나 적
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1. 수업 목표
2. 출발점 행동 진단
좰그림 2좱 Glaser의 수업과정 일반모형

3. 학습 지도

4. 학습성과 평가

이 수업 모형의 특징은 수업 목표에 관련된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이 먼저 진단되고,
수업목표와 진단된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간의 격차를 매꾸기 위해서 어떤 학습지도가 어
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지도의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이때 진단된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면 개인차를 염두에 둔 학
습지도가 전개되며, 또한 수업 목표가 학습지도의 처방에 의하여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가
가 평가되고 그 결과는 수업의 각 단계로 환류되어 수정하거나 검토하게 된다(김호권,
1976).
수준별 심화 보충형 과학 교수-학습에 적합한 수업 과정 모형을 고려한다면 Glaser의 수
업 모형으로 부터 좰그림 3좱과 같은 수업 모형을 고안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과 보완
수업 목표 제시
기초 공통과제의 밀도있는 수업 전개
정리․연습․적용을 통한 정착
형성적 평가
심화 및 보충 학습을 위한 소집단 자율학습
종합적 평가
좰그림 3좱 심화 보충형 수업 모형
쪾기초학력의 진단과 보완 : 단원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갖는 학습 결손을 진단
보완하는 과정이다. 학습 결손의 유무를 진단하여 선행 학습이 결손된 아동에게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쪾수업 목표 제시 :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
쪾기초 공통과제의 밀도있는 수업 전개 : 기초 공통과제의 지도를 위하여는 불필요한 시간
과 활동을 최소화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을 기한다. 효과적인 교사의 설명, 예시의 적절성,
교구 및 수업보조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일 경우에는 토론학습, 협동학
습, 과제학습, 과학 경험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발견학습, 과학 순환적 탐구학습, 수준별 과
학 학습 등을 적용한다.
쪾정리․연습․적용을 통한 정착 : 소단원의 학습내용이 끝나면 수업에서 습득한 개념, 원리
등을 연습, 실습, 실험 등을 통하여 활용시키며 정착시키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상호 협동하
는 연습문제 풀이, 소집단 실험활동, 가정학습 등을 하게 한다.
쪾형성적 평가 : 소단원 또는 중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학습 진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업
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진단검사는 국가 수준의 교수, 학습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소단원의 형성
평가 문항을 작성하고 검사 결과는 상호 채점 또는 학생 자신이 채점한 후 심화과정 또는
보충과정의 학생으로 나누게 한다.
쪾심화 및 보충학습을 위한 소집단 자율 학습 : 심화 및 보충학습은 현실적으로 같은 교실
또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심화 학습은 가급적 학생들의 자율학습 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로 하며, 이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응용 또는 수준 높은 연습문제, 탐구적 흥
미나 호기심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VTR자료, STS활용 자료,
CD-ROM자료, 인터넷 자료, 과학 독서 자료, MBL(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실험,
수준높은 탐구 활동, 연습문제 등을 활용한다.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기초 공통과제의 결함 부분을 보완해 주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운
영한다. 여기에는 보충학습 교재(인쇄물), 학력 보충용 연습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실험 활
동자료 등이 제공되며 개인별 또는 소집단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과학교사의 자상하고
도 열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심화 및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개발하
여 형성평가도 하고 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컴퓨터 내에서 심화 프로그램이나 보충 프로그
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자료가
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쪾종합적 평가 : 대단원의 학습이 끝났거나 학기말이 되었을 때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과
학교육 97. 10월호)
5. 수준별 열린 과학 교수-학습 모형(2)
열린교육에서는 일정한 학습 모형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모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특
히 열린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 모형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을 전개해야 한다. 중 단원이나 대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학력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수
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좰 기초학력 진단과 보완 좱
기초학력 진단과 보완

수업 목표 설정과 교사의 인식
기초 공통과제의 밀도있는 수업 전개
정리․연습․적용을 통한 정착
형성 진단 검사의 활용
심화 및 보충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업 성취도 평가
좰그림 4좱 수준별 열린 과학 교수-학습 과정 모형
수준별 열린 과학 교수-학습 과정 모형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기초 학력 진단 검사와 보
완 단계이다.
여기서 출발점 행동이란 흔히 투입 행동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며, 한 단원에서의 최종적인
수업 목표를 의미하는 도착점 행동과 대립되는 뜻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출발점 행동이
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습득하고 있어야 할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출
발점 행동은 수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기득 해야 할 지
식과 기능의 현재의 위치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출발점 행동을 학습지도에 들어가기 전에 진단하는 이유는 학생들 중에서 불충분
한 선수 학습을 그대로 둔 채 학습에 들어갈 경우, 학습 결손이 생기게 되므로 출발점 행동
을 진단한 다음,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한 학급 학생 중에는 출발점 행동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선수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학생들이 출발선 뒷켠 5m나 10m 뒤에서 출발한다면 개인의 수준 차는 더 커지
게 되므로 같은 출발선으로 고쳐주는 일이 곧 출발점 행동의 진단과 보완이라 할 수 있다.
기초 학력의 진단과 보완, 즉 출발점 행동의 진단과 보완단계에서의 작업 내용을 나타내
면 좰그림 5좱와 같다.
진단 실시 -> 학습 결손아 발견 -> 학습 결손아 처치
좰그림 5좱 출발점 행동 진단 단계와 작업 내용
첫째로, 기초 학력, 즉 출발점 행동의 진단은 대단원 또는 중 단원에 들어가는 첫 시간에
실시하며, 진단 검사의 내용은 단원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 학년 또는 이전 단원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진단검사의 방법은 5~7문항 정도의 객관식으로 구성된 지필검사로 하거나, 교
사가 구두로 질의 응답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진단검사의 문항은 평이하게 출
제하고 불과 5분 이내에 해낼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채점은 학생 자신이 한 후, 교사가 손을
들게 하여 확인하고 검사지를 회수한 후, 필요시 개별 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로, 진단 검사를 한 후에는 이를 분석하여 어떤 학생이 어떠한 학습 결손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상 수업의 비효율성의 불씨는 이런 학습 결손의 확인 절차가
없는 데에 숨어 있으며,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대처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생각할 때, 열린교육의 입장에서는 이를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일 것이다.

셋째로, 진단 검사에서 출발점 행동에 대한 결손이 발견된 학생에게 학습 결손을 처치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출발점 행동에 있어 상당한 학습 결손을 가진 학생을 위해서
현재의 학습 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에 앞서, 이러한 결손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학
습 결손이 모든 학생들에게서 발견된 경우에는 단원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도의 일부
분으로 하여 교정 학습을 실시하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보여주는 학습 결손의 경우에는 방
과 후 시간이 난 과제 학습에 의해 교사의 특별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Bloom에 의하면,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에 있어서 개인차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서 나타
는 개인차의 50%내지 55%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한 바 있다.
정규 수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학습 결손을 제거해 주는 일이야말로 열
린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과학교육 98. 2월호)
6. 과학 교사가 꼭 실천해야 할 일
가. 과학적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과학 행사를 위하여 교내 발명반을 지도하고 학생
들과 함께 과학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과학 교사는 아이들의 과학적 재능
을 찾아 줄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해야 한다.
교과 진도에 맞추어 나가다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 정보 과학원 등지에서 주최하는 여러가
지 행사에 참여하기에 빠듯한 일정이지만 그러한 행사에 한 번 참여함으로써 몰라보게 성장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각종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고 돌아온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고 크고 작은 과학 행사에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해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과학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것이 과학교
육의 몫이다.
과학은 단순히 과학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일까? 확고 부동한 원리에 현상을 대입하고
그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단정짓는 것이 과학일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앞서가기까지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이치나 근본이 있다. 그러한 학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나 근본을 보는 것, 즉 관찰을
기본으로 사고체제를 잡아가고 또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과학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다
시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비로소 과학이라 볼 수 있다.
물리나 화학 같이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거나 단정짓는 것보다는 어떠한 것도 확정 지울
수 없는 포용성이 있는 지구과학에서 환경이나 과학철학 등 과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갖는다.
사회나 기술과학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그것
이 의미하는 것들을 생활과 연결시켜 가르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잣대를 형성시켜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과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관찰하는 기법과 생존전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
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과학처럼 불안정한 것은 없다. 과학교육이 언론매체 등
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과학 상식을 바로잡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려면 소수의 과학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일반인들
이 과학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교육이 되어야 한
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것이든지 골고루 장단점을 분명히 지적하
고 알려주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제는 과학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과학의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
학교육의 몫이다.
다. 과학교육은 얼마나 잘 이해되고 오래 기억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깨닫는 수업은 가장 훌륭한 수업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시키는 것
은 과학교사들의 지도 여하에 달려있다. 수업할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학생 스스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른바 열린교육이자 산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학교사는 과학교육에서 실험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기본
적으로 하고 청소년 태양에너지의 과학(한국교육개발원), Chemistry, 신나는 과학 탐구마당,
생각하는 과학, 과학탐구 안내서, 과학클럽활동지도 자료, 생각하는 과학 등에서 실험제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얼마나 잘 이해 되고 오래도록 기
억에 남는가 생각한다면 결코 뒤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라.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교단에 임해야 한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얼마전 뉴
질랜드의 학교 수업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사와 학생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무척 인상깊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수가 워낙 많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보다는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
나 이러한 부족한 여건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교사
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서는 열린 수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중․고등학
교에서도 부족한 여건에서나마 틀에 갇힌 수업이 아닌 열린 수업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
럼 어려운 때에는 과학 교육계의 분발이 더욱 절실하다.
과학을 싫어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교양으로서의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친근한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원리위주의 수업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용한 재미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우수 집단보다는 평
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사의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과학은 우리 주변 삶의 이야기이다.
과학을 깊이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와 동떨어진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삶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학 지식을 투입하기보다는 자기 주
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이라면 모두 합리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

는데 과학은 감성적으로 자연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을 쉽게 느끼고 자연사=인간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생활과학
쪽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제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이론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
서에 나오는 실험은 되도록 다 해 볼 수 있게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 여러개의 실험을
준비해 복수 실험을 진행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 학생들이 교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업을 실시
해야 하며, 행정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과학 전람회, 교육자료 전시회에 학생 작품이나 교사
작품도 출품하는 등 자기 개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과학기술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탐구과정을 거쳐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
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전주기린중학교
교사 박 봉 엽

들어가면서

과학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직접 일선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머리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과제이다. 과
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 즉, 과학교육 목표를 크
게 세 가지로 대별하면, 탐구능력의 향상과 창의력의 신장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이다.
정범모 교수는 우리 학교가 창의력 신장을 위해 국민 교육 헌장에 그 내
용을 명시하고 교육을 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창의력이 신장되었다는 징
후는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학교 교육은 정답 외우기
와 찾기에 골몰하게 함으로써 창의력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
다.
우리 학교 교육이 정말 창의력의 만발을 바란다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 교육이나, 탐구능력의
향상도 언제나 요란한 구두선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다시 소크라테스와 히포크라테스가 서울대학교 강의실과 서울대 부속
병원을 둘러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면허증을 반납한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강의록을 조금만 수정하면 아직도 가르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
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
면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자

중학교는 2001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내
용중의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따라서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시범․연구학교 운영이나, 교과교육 연구회 별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연구회
를 두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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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
인 교사들마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설문지 작
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연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다 해도 우리는 관심을 갖어야 할 것 같다.
어느 학회 웍샵에 자비로 참석한 젊은 여교사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의
웍샵을 왜 우리 교장선생님은 안보내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이
다. 그런가 하면 「좋은 내용의 웍샵이니 출장비를 주어 보내준다고 해도
희망자가 없어 교장 스스로 참석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우리는 훌륭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잘 운영해야 한다. 60년전 한 노교수
가 사범학교 시절 받았던 회고담을 살펴보자.
「개인용 해부기세트, 목공 세트, 제도기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도 했고, 공작 시간에 책꽂이도 만들었고, 미술
시간에는 그림은 물론 꽤 까다로운 설계 제도도 해 보았다. 일주일 중 하
루 오후는 대여섯 시간 꼭 뚝섬에 있는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 거름 만
지던 손을 씻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오르간, 피아노도 쳤다. 전교에 피아
노가 석 대밖에 없어 먼저 차지해서 연습하려고 얼마 동안은 새벽 4시에
학교 간 적도 있었다.
특별활동부를 물리화학부로 택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
가 만들어 주신 흰 가운을 입고 제법 과학자인 양 진지하게 방과후 혼자
남아서 이 실험 저 실험도 해 보았다. 언젠가 혼자 실험하다가 많은 시험
관, 플라스크, 다른 기구들을 깨뜨려 버렸다. 혼비백산했다. 다음날 벌받
을 각오를 하고 선생님께 이실직고했다. “과학자가 되려면 더 깨뜨려야
해, 괜찮아”가 선생님의 대답이었다. 눈물나도록 감격했다.」
우리도 언제나 이런 교육 한번 해볼까?

과학교육에 STS 교육의 활용 방안
1. 제6차 및 7차 교육과정에서의 STS 교육 역할 증대

제 6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목표는 “자연현상의 탐구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탐구 방법과 과학의 지식을 습득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라는 총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위 목표
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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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적인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탐구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자연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이를 적용하게 한다.
셋째, 자연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하여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넷째,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한다.”이
다.
여기에서 탐구 방법과 탐구활동,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등 탐구능력신
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생활문제 해결과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
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등 과학교육에 STS접근과 STS교육을
적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방법으
로 제시되었으며 ‘가’～‘머’항의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STS교육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항에서 1학년 처음에 과학의 성격, 과학과 인간 생활 등을 다루
어 과학학습에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려
워하고 흥미를 상실했던 학생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
(2) ‘다’와 ‘하’항에서 탐구활동 소재와 학습자료를 실생활 주변에서 구
하여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소재의 과학교재화 방안이라
고 볼 수 있다.
(3) ‘라’와‘마’항에서 학생중심의 탐구수업이 되어야 하고 형태는 분단
학습으로 상호 협력하는 토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STS에서 많이
활용되는 토의 학습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4) ‘아’항에서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등에 관련된 주제를 개인 또는 소
집단별 연구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시키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STS적 학습내용과 교수전략을 이
용하여 과학과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머’항에서 실험 후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한다고
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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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안의 특징을 3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학습내용에 지식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둘째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도 실
생활 관련 문제는 증가시켰고 셋째 목적과 목표 지도방법에서 STS교육 방
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부터 실시되는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성격과 목표에
서 다음과 같이 STS 교육 방법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 과목은 국민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자연을 과학
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길
러 실생활에 적용 및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환경과 실생활 문제를
학습의 소재로 활용하고, 탐구 활동을 통하여 생활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
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2. STS 교육활동 소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TS 교육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하면
(1) 과학탐구 올림픽 대회의 신규교사 참여 부문
과학교육 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과학탐구 올림픽 대회에는
예비교사 과학교육 연구대회에 STS 학습지도 분야가 들어있어 STS 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 교사모임인 연구회 활동
서울 과학교사 모임에서 1991년과 1992년 제작해서 배포한 2권의 STS 지
도자료인 ‘환경교육과 관련한 수업자료’와 ‘보건위생과 관련한 생물수업자료’
의 23개 주제와 1996년 8월 전국 초․중등과학 교육 연구회에서 연수한
‘STS 웍샵자료’. 현직교사들인 권용주, 김인희 선생 등의 STS 수업효과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1996년 제주교육청이 고등학교 공통과학 지도자료로 만
든 STS 교수-학습 자료, 또한 전주기린중학교를 비롯한 교육부 및 각 시․
도 교육청이 지정하여 연구, 적용하게 하는 연구․시범학교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교수의 연구논문과 지도
권재술 교수의 “학문중심 과학교육의 문제점과 생활소재의 과학 교재화
방안”(1991)과 허명(1991), 하미경(1991), 조정일(1991), 최병순(1992), 김현재
(1992), 백성혜(1992), 최경희(1994, 1995)교수 등에 의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으며, STS 교육에 대한 조희형, 최경희 교수의 저서와 김효남, 백성
- 4 -

혜 교수 등을 중심으로 STS 교육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STS 교육의 지도방법

(1) 과제제시를 통한 토의 및 실험 학습
STS 교육은 생활주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 이것을 과학과 기술적
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는 교사는 분단 또는 개인별로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충분한 시간 여유
를 주고 제시해야 한다. 수업 전에 유목적적인 과제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교사 일방의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
된 자료를 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발표하고 토의하거나 실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과제제시를 위한 연구를 철저히
하고 토의시 지휘자로서 임해야 한다.
(2) NIE 및 열린교육과의 연계
서울과학교사 모임에서 제작한 환경교육과 생물수업자료의 현장 적용상
어려웠던 점은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수업 및 자료의 개발을 들고 있다. 따라
서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NIE 교육은 자료의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열린교육에서의 방법과 토의수업 방식은 발표력의 향상과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4. 적용상 어려운 점

(1) 교과서 진도와 대규모 학급에서의 평가
사실 교과서 내용과 진도를 무시하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재구성
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합당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어려운점이 많
다. 대규모 학교에서 한 학년을 여러 교사가 지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규
고사 및 모의고사등 평가가 따른다. 다인수 학급에서 학력 신장을 해야하는
어려움, 교과서 진도를 맞추지 않았을 때 학생 등의 비난, 교과서에 주어진
실험활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새로운 주제를 찾아 과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이 어느것 하나 쉽지 않다.
(2) 자료수집의 어려움
NIE 수업이나 STS 수업 모두 과제를 제시해서 교사와 학생이 자료를 수
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꽉 짜여진 일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 스
크랩한 다음 발표할 자료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자율학습,
보충 수업에 학원을 가야하고 각 과목별로 쏟아지는 과제처리는 학생들의
능력과 시간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사용 지도자료의 자료수집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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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학생들이 구할 수 없는 자료도 구해주어야 할 형편이다.
(3) 토의훈련의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사가 문제를 제시했을 때 모두가 손을 들고 자기
가 이번에 발표를 하지 못하면 큰일날것 같이 ‘저요’를 외쳐대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수록 손을 들면 큰일나고 알고있어도 잘 손을 들지 않
는다. 더욱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반대의견을 들어주며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교육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가 장학활동등 공개수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 문제다.
아무리 학습자료가 많아도 학생들이 자기 것을 만들어 표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사의 발문연구와 학생들의 발표력 훈련은 수업방법
개선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4) 교사의지의 부족
창의력 교육학회 윤종건 회장(한국외대 교수)은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돼 30
년 동안이나 창의력 개발을 강조해도 창의력이 신장된다는 징후가 별로 나
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된 이유를 입시위주의 교육, 열악한 교육
환경, 관료적 행정체제, 교사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보는데 특히 교사의 무관
심을 큰 이유로 보고있다. 또한 정범모 교수는 지금 한국의 학교교육은 창의
력 신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학교가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일은 ‘창의력 기르기’가 아니라 도리어 ‘창의력 누르지 않기’
일른지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STS 교육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교사의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각종 과학교육
연구모임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개발된 자료를 공유하고 자기 것
으로 만들어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각종연수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자

대학과 초․중등학교 교육자를 회원으로 하는 각종 학회가 구성되어 있고
(과학교육,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창의력 교육학회 등) 웍샵이나 세미
나 내용도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전문성 신장을 위
한 연수로, 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기상과정, 천문과정 연수 등이 있다. 한가
지 흠이라면 많은 희망자에게 원하는 만큼 연수를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교육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와 시
범, 연구, 실험학교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적용한 내용을 보고회를 통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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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고 있다. 지역별로 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만든 각종 동아리 활동
도 활발하다(서울과학교사모임,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NIE등). 자신
이 직접 이러한 모임에 참가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 각종 보고회나 웍샵, 세미나에 참석하여 얻은 내용을 내것으로 만든 뒤
적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국외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역할
이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각 학생들에게 부여한 과제처리를 철저히 한
다는 것이다. 실험실에만 오면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실험외에도 재미있
는 실험을 교사의 의지와 준비성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교단 선진
화 사업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각종 TP자료, CD, VTR tape등을 잘 활용한
다면 소크라테스도 교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교과에서의 열린 수업 운영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대유행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열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교과에서 표방하는 탐구학습은 열린교육에서
지향하는 학생중심 교육이고 창의력 신장에 효과적인 교육은 발명학습이다.
더욱이 6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도입, 강조하고 있는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교육은 열린교육에서 추구하는 교과의 통합 운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시간의 충실한 수업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
이 많은 시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차를 고려한 과제제시와 호
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즉시적 현상의 제시가 교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
소다. 김한호는 열린 과학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기존 관념
으로
첫째, 과학지식보다는 탐구과정 자체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획일적이며 편협한 교과서 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지적 흥미와 관
심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실험․관찰 중심의 수업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고려
하여 효과적인 수업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기계적인 탐구학습 단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습내용에 따라 과학교육은 다양한 장소, 즉 과학실, 교실, 운동
장,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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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이제는 자료가 부족해서, 학생수가 많아서, 시간수가 많아서, 학습기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도 있는 교수-학습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렵게 됐
다. 70명 정원의 학급에, 기교재도 부족하고, 과학교사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수업을 하도록 하라는 공문도 있었다. 거창고교나, 대기고교, 대건고교등의
경우를 보면 입시제도 때문에 실험위주의 탐구학습이나, 열린교육이 안 된다
는 말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실 각종 과학교육 행사나, 평가의 어려움, 보충․심화 학습등 어려운 점
이 상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도 학
생들의 탐구능력 향상이나 창의력 신장을 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
는 방법으로
첫째,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수업설계를 해야 한다.
둘째, 각 종 연수와 써클에 적극 참가하여 웍샵이나 세미나 자료를 내 것
으로 만들어 적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여러 형태의 교수-학습 방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제 학생들이 편안하고, 웃음이 있고, 궁금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단 1
차시의 교수-학습 계획안이라도 스스로 작성․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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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력 신장을 위한 생물과 학습지도 사례
<특집>과학 :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강 석 태
Ⅰ. 들어가면서
생물 과목을 지도하면서 꼭 학습시켜야 할 중요한 생물의 기본 개념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바람직한 학습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학습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에 대한 몇가지 모델과 학습 지도 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Ⅱ. 과학 탐구 과정 모델
탐구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탐구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얻
기까지의 과정, 방법, 활동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
는 추상적이고 애매하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과학 탐구 과정 모델이다.
과정 탐구 과정에 대한 선형 모델은 Schwab(1962), Romey(1968), Tamir(1978) 등이 제시
한 것으로 5단계 활동, 즉 ⑴ 문제를 인식하고, ⑵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고, ⑶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⑷ 그 실험 설계대로 실
험을 수행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선형 탐구 모델의 취약점은, 첫째 문제가 이미 주어져 있고 과학자는 주어진
문제를 인식만 하면 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과학 발달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탐구과정이 반복되면서 과학 지식이 축적될 뿐이지, 새로운 실험 결과에 의해서 그
이전의 결함있는 지식이 수정되거나 대체되어 나가는 다이내믹한 과정에 과학의 본질과 생
명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명(1984)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탐구 과정에 대한 순환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좰그림 1좱
과 학 자 (인지 구조)
자연 환경(현 상)
문제의 발상
가설 설정
결과의 종합

실험 설계
자료의 해석및 분석
자료의 수집과 정 리
좰그림 1좱 탐구 과정에 대한 순환 모델
그런데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이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
지 못한 경우에는 순환 모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고등학교의 과학 실험도 가설 연역
적 실험보다는 관찰과 기술 활동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관찰과 기술활동을 위주로
하는 실험에 적당한 모델 즉, 기술적 탐구 방법 모델좰그림 2좱이 과학 교과의 학습 지도에
순환 모델과 더불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연 현상
관찰 주제의 설정
관찰 결과의 기록과 정리
관찰의 수행

관찰 방법과 절차의 고안

좰그림 2좱 기술적 탐구 방법 모델
Ⅲ. 학습지도 계획
탐구 학습에는 실험 시설, 기구 및 재료, 시청각 자료 등이 많이 요구되므로 주별, 월별,
학기별 및 학년별로 계획을 세워 필요한 준비물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결정하고 제작하거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행정, 재정적 절차와 협조를 미리 밟아야 한다. 특히 생체 자료의 확보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구입, 사육, 재배, 채집 계획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탐구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탐구 학습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
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한 학습 지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때는 전문가들이 예시한
것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습 목표와 내용,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시설 및 기자재, 할당된 시
간 등 여러가지 교육환경 요소와 탐구 학습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학습지
도 계획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예비 실험이나 사전 점검을 하여
문제점을 발견, 보완하도록 한다.
Ⅳ. 학습지도시 유의사항
1. 문제를 발상하기 위한 현상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직접 제시할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2. 교사는 지식의 원천으로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이 생각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주로 발문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토론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적절한 발

문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탐구 학습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4. 실험 진행시에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
록 하며, 각 실험조를 순회하면서 조별 혹은 개인별 조언을 한다. 엄숙하고 권위적이며 조용
한 생물 실험실을 질서가 잡힌 것처럼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탐구 학습 이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5. 표본이나 모형, 그림이나 사진 자료(TP자료) 등의 다양한 교수 매체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는 방법도 구안하여야 한다.
6. 교과서 이외의 과학잡지 및 도서를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도서를 추천하여 읽게
한다.
Ⅴ. 학습지도 사례
학습지도 사례는 실험 중심의 탐구 학습, STS 수업 모델, 모형을 이용한 학습 지도 사례
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실험 중심의 탐구 학습 사례
교 과 명
생물 Ⅱ
단원명 Ⅳ. 생명의 연속성 4. 진화
학년
2학년
학습 주제
집단 유전과 PTC 미맹 조사
학습 모형
탐구 학습
학습 목표
1. 인간의 유전 형질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생물 집단의 유전적 구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PTC 미맹을 조사하여 하아디-바인베르크 법칙에 의한 집단 유전의 기초가 되는 유전자
빈도를 구할
수 있다.
준 비 물
쪾실험 보고서(학생용), OHP, TP 자료(실험 결과, 형성 평가 문항)
쪾패트리접시(5), 가위(1), 핀셋(1), 비커(1)
쪾PTC용액(0.008%, 0.016%, 0.032%, 0.065%, 0.13%), 여과지
교 수 ․ 학 습 지 도 과 정
단 계
탐구 과정
학습내용 및 활동(교사 학생)
소요시간
지도상 유의점
문제 제기
쪾선행 학습 내용의 확인
쪾하아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대한 질문(현대 진화설, 유전자풀, 유전자 빈도, 인간의 유전
형질 중 미맹)을 하면서 전시학습 내용 상기
쪾본시 학습 내용 소개 및 목표 제시(TP 자료)
쪾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진화-유전자 풀의 변화, 개체군의 유전자 전체, 대립 유전자에 대한 어느 유전자의 상대
빈도, 멘델식 유전-열성)
쪾학습 목표를 인식한다.
5분
쪾질문에 자유롭게 답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함.
실험실시 단 계
쪾실험의 설계
쪾실험 활동
쪾실험 개요 및 유의사항 설명
(TP 자료)
쪾교사 순회지도 및 확인 사항
① 페트리 접시의 라벨링
② 입안을 물로 헹구면서 하는가?
③ 역치 이상의 농도실험 여부
④실험 수행 태도
⑤ 실험 기구 조작 및 정리 상태
쪾의문점 발문 지도 및 응답
10분
쪾미맹은 생리적 또는 유전적 결함이 아님을 이해시킴.
쪾맛을 볼 때 침을 삼키지 않도록 함
쪾역치 이상의 농도에서는 더 이상의 실험 진행이 불필요함을 이해시킴
실험내용 및 개념의 정 리
쪾실험결과의 정리
쪾실험 내용의 전개
쪾개념의 정리
쪾실험 보고서 작성 유도
(토의 과정)
쪾미맹 형질의 유전
쪾유전자 풀에서 유전자 빈도, 유전자형의 빈도, 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멘델 집단)
쪾진화-유전자 풀의 변화
쪾의문점 발문 지도 및 응답

쪾실험 보고서 작성
(실험서에)
쪾TP 자료에 쓰면서
(분단별로 발표)
① 맛의 유무(정상 또는 미맹)
② 집계표 완성
③ 미각자와 미맹자의 유전자형
④ 유전자 빈도 계산
(♂, ♀, 전체)
⑤ 유전자형의 빈도 산출
(♂, ♀, 전체)
쪾진화의 요인 : 돌연변이, 이주, 유전적 부동, 자연 선택 등
쪾응답 및 의문점 질문
30분
쪾실험 보고서 별도 작성-배부
쪾통계치(인원수 적음-처리시 적절하게 조정함)
발전 및 적용단계
쪾형성 평가
쪾발전
쪾차시 예고
쪾개별 질문(TP 자료)
쪾과제 제시(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과기원 학사 과정
기출 문제)
쪾유전자 풀의 변화
쪾전체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질문에 답한다.
쪾과제를 성실하게 해결한다.
(수준별로 보통, 심화 문제)
쪾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즉, 진요인)을 조사하여 온다.
5분
쪾과제 및 예습은 학생 스스로 조사 연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형성 평가 문제

1. 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② 자연 도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③ 집단 내의 교잡이 무작위적인 경우 ④ 개체에 따라 번식력에 차이가 없는 경우
⑤ 다른 집단으로부터 개체의 이입이 있는 경우
2. 어느 격리된 지역에 살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PTC검사를 한 후, 미각자와 미맹자의
유전자형을 조사하였더니 남자 500명 중에는 TT가 400명이고 tt가 100명이었으며, 여자 500
명 중에서 TT가 300명이고 tt가 200명이었다.(단, 미맹은 열성 형질이며, T가 t에 대하여 우
성이다.)
⑴ 이 집단의 T와 t의 빈도를 구하라.
⑵ 이 집단내에서 남자와 여자와 무선택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 태어나는 자식(F1)의
표현형과 그 비를 구하라.
⑶ F1 집단에서 유전자 T와 t의 빈도를 구하라.
⑷ 문제(1)과 (3)의 결과로 보아 이 집단내에서 유전자의 빈도는 대를 거듭하면서 어떻
게 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생물과 실험 보고서(예시)
실험 일시 : 199 년
월 일( ) 교시 날씨 :
기온 :
이름 :
실험 제목 : PTC 미맹 조사
실험 목표 : 1.
2.
실험 결과 및 고찰
1. 어느 농도에서 쓴맛을 느꼈는가? 아니면, 미맹인가?
2. 학급에서 미각자와 미맹자의 빈도는?
구분
미각자
미맹자
합계
인원수 0.008%
0.016%
0.032%
0.65%
계
남 자
여 자
계

학번 :

0.13%

3. 위의 빈도표를 보고 미맹자의 빈도를 구하시오.
4. PTC에 대한 유전은 미맹이 미각에 대하여 열성이다. 미각자의 유전자를 T, 미맹자의
유전자를 t라고 하면,
미각자와 미맹자의 유전자형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쪾미각자 :
쪾미맹자 :
5. 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에 따라 유전자 T와 t의 빈도를 구하시오.
쪾T의 빈도(p) :
t의 빈도(q) :
6. 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에 따라 유전자형 TT, Tt, tt의 빈도를 구하시오.
쪾TT의 빈도 :
Tt의 빈도 :
tt의 빈도 :
7. 미맹이 인류 집단 유전학의 연구 재료로서 적합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으시오.
생물과 과제 (예시)
학번 :
이름 :
1. 어느 집단의 색맹 남자의 빈도가 0.1이라면 색맹인 여자의 빈도는? (91 과기원입시 3점)
ㄱ. 0.1
ㄴ. 0.01
ㄷ. 0.18
ㄹ. 0.5
2. 하아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상 집단에서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O형이
49%, A형이 36%, B형이 12%, AB형이 3%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A, B, O의 유전인자
빈도를 계산하시오. 단, 제곱근은 구하지 않아도 됨.
(91 과기원 입시 - 15점)
3. 사람의 대머리는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B, B、의 두 개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조절되
며 B 대립 유전자가 남자에게는 대머리의 우성 유전자로 작용하고 여자에게는 열성 유전자
로 작용하는 종성 유전(sex-influenced inheritance)의 특징이 있다. 즉, 남자중 BB와 BB、,
여자 중 BB만이 대머리가 된다.
성인남자의
51%가
대머리인
임의
교배
집단에서
(94 과기원 입시 - 17점)
⑴

이

집단의

B 및 B、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라.
(4점)
⑵ 대머리인 남자중 동형 대립 유전자형(BB)과 이형 대립 유전자형(BB、)의 빈도를 구하
고, 대머리가 아닌 여자중 동형 대립 유전자형(B、B、)과 이형 대립 유전자형(BB、)의 빈
도를 구하라.
(8점)
⑶ 이 집단에서 대머리인 남자와 대머리가 아닌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커서 대머
리가 될 확률을 구하라.
(5점)
4. 다음의 가상 군집 중에서, 하아디-바이니베르크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집단은?
(96 과기원 - 3점)
ㄱ. A동네 :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반목 질시하여 사회적 교
류는 거의 없다.
ㄴ. K 섬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서, 외지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 원

주민끼리 서로 결혼하여 자손을 낳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섬.
ㄷ. H지구 : 인근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 사회이며, 많은 외부 사람들
이 찾아든다. 많은 수는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
ㄹ. C군도 : 유명한 관광지였으나, 약 10년전 부터는 화산 폭발로 인해 많은 주민
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쓸쓸한 느낌이 드는 군도
2. STS 수업 생물과 수업 사례
교
과
생물 Ⅱ
단원명
Ⅱ. 물질대사
4. 호흡
학년 1
지도교사
학습주제 흡연과 건강
학습목표
1.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과 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
다.
2. 흡연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토론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OHP, TP 자료, 토의 정보(읽기) 및 제출 자료
학습모형
토의 학습
시간
학습 단계
수-학습내용 및 활동
상 유의점
3、
도 입
○ 전시 학습내용 상기(호흡 기관의 기능)
○ 과제(읽기 자료) 및 토론에 대한 준비도 점검
○ 관찰 : 흡연하는 사진 제시
○ 본시 학습 내용, 목표 제시
○ 수업 진행 방식 안내
쪾질문에 자유롭게 답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한다.
15、
전개 1-전체 학습
○ 폐의 기능에 관한 질의 응답
○ 흡연에 관한 의견 교환
○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
쪾폐의 구조와 기능

지도

쪾담배 연기 속에 든 물질과 그 기능
쪾흡연으로 인한 폐의 상피조직의 변환
○ 흡연이 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쪾흡연과 암
쪾흡연과 사망율
○ 흡연에 관한 의견 발표
쪾자신의 감정 표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다.
쪾읽기 자료를 중심으로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쪾응답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도록 주의한다.
쪾발표 후 내용을 보완 설명한다.
20、
전개 2-전체 발제
○ 각 분단별로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흡연 금지법 상정 주제로 다섯 입장(담배 경
작자, 금연협회 회장, 국세청장, 담배 제조자, 금연법 제안자)에서
쪾사회자, 발표자, 서기 선정
쪾토론이 밀도있게 진행되도록 참여 지도
쪾주제별 발표-토론, 의견 조정
(자신의 의견 발표)
쪾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한 지식의 바탕 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10、
전개 3-조별 토론
○ 분단별 토론 내용 요약 정리 및 발표 준비
○ 각 분단별로 토론 내용 요약 발표
○ 발표 내용 평가 및 교사 의견 설명
○ 개인 응답지(흡연에 관한 의견 조사서) 작성 제출
○ 분단별, 학급 종합 토론 보고서 제출 안내
○ `나의 다짐 발표 : 2~3명
쪾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쪾개인 응답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정 리

○ 흡연과 건강에 관한 일반론 정리
○ 형성 평가
○ 차시 예고
쪾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형성평가내용
1. 흡연량과 사람 폐의 상피 조직 및 세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두 가지는?
① 큰 변화를 볼 수 없다.
② 상피 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③ 상피 조직의 두께가 얇아진다.
④ 섬모 달린 상피 세포수가 적어진다.
⑤ 섬모 달린 상피 세포수가 많아진다.
2.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① 폐암 ② 성대암 ③ 인후암 ④ 식도암 ⑤ 위․소장 궤양
3. 다음 중 중독성이 없는 약물은?
① 아편 ② 필로폰 ③ 술
④ 담배
⑤ 아티반
학생용 읽기 자료
흡연과 건강
<생략>
학생 제출용 자료
학번 :
성명 :
※ `흡연과 건강에 대한 자료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
고 보는가?
2) 담배를 피울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은 어떠한가?
3)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예상해 보자.
4) 흡연을 한지 오래 될수록 상피 세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5) 흡연을 한지 오래 될수록 섬모의 움직임도 약해진다. 이러한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가?
6) 정상적인 사람과 흡연을 하는 사람의 폐포 조직 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7) 같은 조건의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할 경우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호흡을 하겠는가?
8) 흡연량과 상피 세포의 두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9) 흡연량과 비정상적인 세포의 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11) 흡연량이 폐암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흡연만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일까?
12) 주민의 수와 폐암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13) 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의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주민의 수가 적은 곳보다 많은 까
닭을 설명하여라.
14) 흡연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여 보자.
15) 담배 연기를 깊게 들여마시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과 생활하면서 담배 연기를 마실 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6)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17) 만약 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
자.
3. 모형을 이용한 학습 지도 사례
생물 과목의 학습 목표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인 `생명의 연속성단원을 기존으로 어떤
교수 매체보다 더 역동적이고 사실감 있게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자 `염색체 모형을 이용한
세포 분열 및 유전 현상 학습 세트를 학생과 교사의 공동 노작으로 제작하여 이용하게 되
었다. 그 제작 방법과 활동 방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4

가. 준비물 및 재료
순
품목

규격

보통 또는 백색 칠판(칠판)
(자석이 붙을 수 있는)
염색체 모형 세트
(고무 자석판)
염색체 모형 세트
(OHP(TP)필름)
상
자
(염색체 모형 세트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90㎝×60㎝ 이상
11㎝×1.3㎝ 정도

개수

비고

6.5㎝×0.7㎝ 정도
48㎝×38㎝×10㎝와
30㎝×15㎝×15㎝ 정도
1(또는 분단의 수)개
6종류 1(분단의 수)세트
6종류 1(분단의 수)세트
2종류 1
(분단의 수)개씩
나. 제작 절차
세포 분열 및 유전현상 설명에 필요한 염색체 모형 세트를 만들기 위하여
⑴ 흰 종이에 아래와 같은 모양, 크기 및 색깔로 염색체를 PC를 사용하여 그린다.(단, 같
은 모양과 크기의 것을 8개 이상의 짝수 개로 그리되, 고무 자석 모형은 길이가 12㎝, 폭은
1.5㎝정도 되게 그리거나 인쇄하고, TP 필름 모형은 길이가 5㎝, 폭은 1㎝정도 되게 컴퓨터
칼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면 편리하다.)
⑵ 큰 고무 자석판에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다.
⑶ `⑵의 그림대로 고무 자석판이나 OHP(TP)필름을 가위 등으로 오려 낸다.
⑷ 오려 낸 염색체 모형 위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유성펜을 사용하여 문자 및 숫자를
써 넣으면 (`⑴의 과정에서 미리 인쇄) 염색체 모형이 완성된다.(단, 같은 모양과 크기의
것을 8개 이상의 짝수 개가 되도록 한다.)
(단, 왼쪽과 오른쪽 염색체를 같은 색깔로 1쌍 또는 2쌍, 다른 색깔로 1쌍 또는 2쌍으로
만든다. 쫤란에는 대립 유전자 기호인 A, a, B, b, C, c, D, d 등의 문자를 써넣고, 쫛란에는
염색체의 종류 번호인 1, 2, 3, 4, 5, 6, 7, 8 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써 넣는다.)
⑸ 이 염색체 모형을 세포 분열 및 유전 현상 교수-학습에 알맞게 골라 염색체 세트별로
정리하여 학습시 활용하기 편리하게 상자에 넣어, 그 상자(통)의 겉에 라벨링(염색체의 구조
와 개념, 세포 분열, 유전 현상, 생식과 발생 학습용 염색체 모형 세트 등으로)한다.
다. 자료의 활용 방법
위와 같은 각 개체의 염색체 모형을 목적에 알맞게 제작하여 OHP의 스테이지 위에 놓거
나, 칠판에 붙여가며, 아래와 같은 개념 및 현상별로 교수-학습을 전개 및 정리한다.
⑴ 염색체의 구조와 개념(기능)
㈎ 유전자, 염색사, 염색체, 염색분체의 개념
㈏ 염색체의 모양, 크기, 수와 상동 염색체, 생물 종류와의 관계
㈐ 염색체와 유전자의 행동

⑵ 세포 분열
㈎ 체세포 분열
㈏ 감수 분열
㈐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비교
⑶ 유전 현상
㈎ 형질, 대립 인자와 대립 형질, 우성과 열성, 유전자형(순종과 잡종), 표현형의 개념
㈏ 자가 수정, 타가 수정, 자유 교배의 개념
㈐ 멘델의 법칙 :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 검정 교배
㈒ 여러 유전현상 : 중간 유전, 치사 유전(인자), 복대립 유전(인자), 크세니아, 세포질 유전,
유전자의 상호 작용(보족 인자, 조건 인자, 억제 인자, 동의 인자, 피복 인자 등
㈓ 유전자와 염색체 : 완전 연관, 불완전 연관(교차)
-키아스마
㈔ 생물의 성 결정과 성과 관련된 유전현상 : 성 염색체(X, Y, Z, W)와 상 염색체, 성의 결
정, 성의 유전, 반성 유전, 한성 유전, 종성 유전
㈕ 개체 변이와 돌연 변이 : 개체 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염색체의 부분적
이상), 염색체 돌연변이(염색체 수의 이상)
⑷ 생식과 발생
㈎ 생식 세포 형성과 그 유전적 조성비
㈏ 생식 세포의 결합과 발생 시 자식과 부모의 염색체(형질)의 비교
Ⅵ. 평 가
평가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지필(과학 지식) 평가 50%와 실험․실기(탐구 능력
20%), 과학적 태도 20%, 과제․행사 10%) 평가 50%로 나누어, 본교의 자체 평가 규정에
의해 학기별 2회(중간, 기말)씩 평가한다. 생물과 실험․실기 평가 기준표(예시)를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학생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생물과 실험․실기 평가 기준표(예시)
1998학년도 ( 1 )학기 (중간)고사 (2)학년
담당교사(
)인
결재
주 임 교감
교장
평가 영역
탐
구
능
력
과 제․행
사 (5 점)
실험보고서(10점)
실험․관찰, 태도(10점)
실험 및 과제명
체세포 분열
5가지 실험 주제
평가관점(기준)
1) 실험 목표를 바르게 진술하였는가?(실험 보고서)
2) 뿌리 끝을 관찰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잘 기록하였는가?(실험 보고서 평가 1항)

3) 세포 분열의 각 시기를 잘 스케치하였는가?
(실험 보고서 평가 2항)
4) 염색체 관찰 시기와 색깔을 바르게 기록하였는가?
(실험 보고서 평가 3, 4항)
5) 관찰한 세포 수와 백분율 소요 시간을 잘 기록하였는가?(실험 보고서 평가 5, 6항)
1) 멘델의 법칙을 확률 모델 실험으로 잘 적용시키는가?
2) PTC용액을 각 농도별로 잘 희석하여 실험을 잘 진행하는가?
3) DNA 분자의 종이 모델, 뉴클레오티드 등을 잘 오려 복제와 전사의 모의 실험을 잘 진행
하는가?
4) mRNA, tRNA, 리보솜, 아미노산의 종이 모델을 이용하여 단백질 합성 과정의 모의 실험
을 잘 진행하는가?
5) 체세포 분열 관찰을 위한 프레파라트를 잘 제작하는가?
1) 완성된 DNA의 구조는 2중 나선 구조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가?
2) 2중 나선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가?
3) 2중 나선이 한 번 회전할 때, 10~11개 뉴클레오티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등급
A
B
C

배점

10
(5)
9
(4)
8
(3)
5개항 중 5개항 모두
바르게 기술함
5개항 중 3~4개항
바르게 기술함

행 동수

준

5개항 중 2개항 이하
바르게 기술함 또는 미제출
5개항 중 5개항 모두
잘 하고 있음
5개항 중 3~4개항
잘 하고 있음
5개항 중 2개항 이하
잘 하고 있음
3개항 중 3개항 모두
바르게 제작함
3개항 중 2개항
바르게 제작함
3개항 중 1개항 이하
또는 미제출

Ⅶ. 마무리 하면서
이상으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탐구력 신장을 위한 생물과 학습지도 사례를 부분적이나
마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선 교사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 `수업에는 왕도(王道)가 없다.고들 하나, 정도(正道)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사는 부단한 연수와 연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학
생들의 선개념(preconception)중 오개념(misconception)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지도
방법을 구안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생물 교육 연구가 및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계발 및 현장 적용 연구,
효율적인 교수 매체의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를 계속하여 생물 교육도 개선되고, 정보를
공유 활용하면서 하루 속히 열린 교육에 부응한 학생 중심의 재미있는 공부, 즐거운 교실,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열린교육 학습의 문제점 해결
<기획논단>목표별 열린수업

김 용 덕
Ⅰ. 서 론
1. 열린교육의 기초적 이론
1) 아동중심 사상의 철학적 기초적인 입장
열린교육의 기반에는 어느 한 사람의 교육이론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교육사상들이 융
합혼재하고 있다. 열린교육의 중심 사상인 `아동중심 교육사상은 고대 소크라테스로부터
로져스, 실버만 등의 인본주의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교육사상의 골격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아동 중심교육의 대표자격인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
았으며, 그는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만이 진실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
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사
상에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다.
페스탈로찌 또한 아동 중심을 말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차를 인정해야 하며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임무는 아동의 자발적 노력을 돕고 계속적으로
친절한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산(1994)은 열린교육 역사상 기초는 서양 교육사상가들 뿐 아니라 동양 혹은 우리나
라에도 일찍부터 있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이율곡의 자기 교육사상과 향약 등은 자발적 교
육과 지역사회 중시 사상과 통하며, 서당, 향교, 성균관 등에서 실시했던 개인별 진도 수업
은 바로 개별학습 지도 방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간주의 심리학에 핵심을 두는 심리적 기초적인 입장1)
자아실현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교육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수보다
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열린 교육자들의 학습
에 대한 신념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열린 교육자들은 이 원리를 각 아동의 개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습은 계속적이다.
새로운 학습은 이전의 학습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셋째, 학습은 개인적이다.
각 아동은 나름대로 독특한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습은 의도적이다.
아동에게 오직 한정된 목적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은 시험을 위해 외울 수는 있으
나 다음 주에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

다섯째, 학습은 자기 동기화에 의한다.
학습이란 아동의 질문으로부터 그리고 아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는 것이다.
여섯째, 학습자료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나의 문제가 아동의 관심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그 아동이 도전할 수 있는 범
위내에 있어야 한다.
일곱째, 아동은 학습의 추종자가 아닌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주인으로서 혹은 주도자로서 아동이 주어지며, 이는 전달받는 입장의 아동과 대조된다.
여덟째, 학습은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열린 교육자들은 아동들에게 그들 스스로 `행할 수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고 믿는다.
이상의 8가지 내용이 열린 교육자들의 학습에 관한 생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부연해 둘 것은 학습이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에
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피아제는 그 환경이 다양하고 풍요로워야 함을 강조하는 데 열린 교
육에서는 그 풍요롭고 다양한 조건으로 환경의 개방을 들고 있다.
) 열린 사회의 사회적 기초적인 입장에서2)
사회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학교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교육 또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주연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특징으로 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민주
사회, ②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사회, ③ 자율성과 다양성이 마음껏 신장되는 사회, ④ 아름
다운 문화를 가꾸는 사회 등 여러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사회라고 말하고 열린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열린교육은 ① 학습자
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 ② 학습자의 개성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 방식,
③ 학습자의 창의성을 높여서 변환에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 ④ 탄력적인 집단학습으
로 사회안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협동정신을 높여주는 교육방식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린교육은 바람직한 미래의 열린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아동들
에게 심어준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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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 교육의 문제점(지양)을 해결하는 직소 학습
열린교육 특징
일반 열린학습
JIG SAW 학습에서 해결
문제점
○ 교수목표 설정 아동이 참여
○ 소규모 수업 학습방법 선택을 통한 학습의 개별화
○ 규칙 형성시행의 아동 역할
○ 고정되지 않는 시간표

열린교육

○ 혼합 연령의 아동집단 구성
○ 다양한 자료와 활동 및 매체의 제공(조작이 가능한 구체물)
○ 공간과 기구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 자료의 진단자로서 교사의 역할
○ 아동 상호간의 정의롭고 정확한 열린관계존중, 즉 교사의 권위적 태도나 남용 주의
(열린교육 교수- 학습 활동)
○ 러그미팅Ⅰ
※ 마음열기
※ 마음다지기
쪾도입
쪾신체표현
쪾자리모임
쪾마무리활동
○ 코너활동
쪾자리활동
쪾모둠활동
○ 대면학습
○ 코너활동
쪾자리활동
쪾활동자리
○ 각조의 각 번호, 즉 능력별 학습과제 부여
○ 전체 주제에 따른 개별목표와 과제 선정
○ 필요에 따라 전체 아동을 모여 놓고
1. 강조사항 협의
2. 주지사항 숙지
3. 규정(규칙) 설정
4. 전체학습(러그미팅)
5. 다짐 및 기초학력(형성)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부드러운 감정 유발을 위한 신체표현
쪾조가 반가의 반복보다 학습내용에 따른 구호 외치기
○ 기 계약된 시간이 초과나 미달은 학습 속도에 따른다.
○ 학습 목표에 따른 전체 과제와 그룹별 과제, 개인별 과제가 연관되어 문제를 해결한다.
○ 그룹을 과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번호, 즉 개인별 과제(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한
다.
○ 다시 모여 같은 번호끼리의 과제를 개인과제를 토대로 해결한다.(동질분단)
○ 개인 과제에 관련된 코너에 가서 자료를 선택하여 조사 해결한다.
쪾선택코너 자료는 학습내용에 따른 것을 배열, 전시한다.
○ 개별과제 풀지 못하는 자는 일대일로 흰트지를 개별하여 지도한다.

쪾흰트지 1
쪾흰트지 2, 3…
○ 직소학습에서 번호별 또는 6인조등은 항상 고정된 구성원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 설
명할 때 필요한 구성 인원이지 평소의 직소학습시에는 능력별 그룹인원이 달라진다.
○ 직소 학습은 그룹(조)별 과제와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는 과제를 해결하여 원래의 조에서
자기 학습내용 발표와 새로운 조에서 자기 학습내용 발표가 이루어져 활발한 발표가 진행되
고 개인별 과제 내용을 전시 및 제시하고, 발표기록장을 보고 다 같이 발표하기가 이루어진
다.
○ 개별화된 학습과 개별학습과의 혼돈
쪾똑같은 학습지를 개인별로 푼다.
○ 일제학습을 무조건 회피하는 일
○ 무조건 40분수업을 연장해야 한다는 또다른 관념
○ 학습목표와 학습활동과의 연계성 결여
○ 선택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흥미위주로 보내는 습관
○ 코너활동 미통과자 소홀히 할 수 있다.
○ 소집단 학습의 구성 및 문제
쪾항상 6인조…
조장 위주…

○ 각 교과를 분화시켜 가르치는 것보다 어느정도 통합적으로 함(열린교육 교수-학습 활동)
○ 러그미팅Ⅱ
○ 직소학습은 민주주의식 학습이며 토론하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는 학습으로서
쪾전체과제, 그룹별(새로운 조, 원래의 조)과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개개인의 과제가 주
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얻어 전체 과제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토론 연구를
해야 한다.
○ 직소 학습도 단원, 교과, 차시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 지도하기 때문에 획일성을
피할 수 있다.
○ 전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정되지 않는 시간표와 학습내용에 따라 활동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것이 직소학습이다.
쪾코너활동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쪾코너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수업으로
쪾코너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일제)학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특히 직소학습에서는 전체학습, 그룹학습 새로운 조 개별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학습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 직소학습은 일정한 교과서, 일정한 시간표, 주어지는 모든 규칙 준수 등을 강요하지 않
고, 교육과정 테두리안에서 요구되는 현장, 환경자료를 중심으로 아동의지를 존중하는 학습
이다.
○ 직소학습은 개별과제를 해결하여 그룹과 전체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을 존
중하는 나머지 평등성 부여하여야 과제해결의 우열성을 정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 파견나간 아동은 다시 원조로 돌아와 보고 한다.
쪾동질 분단원끼리 상호 협력하여 결과를 정리 보고한다.
○ 오늘 활동한 것, 느낀점 발표
○ 금일 책임 학습 대상자 계획 세우기
○ 야무지게 내용 정리
○ 가정 과제를 제시한 것 중 자기 능력에 맞는 것 선정하기
○ 과제 해결 방안 제시
○ 토론학습에 관한 연구․훈련 부족 및 학습 결과에 대한 종합 토론과정 결여
1. 획일성 지양
2. 기계적 학습지양
3. 권위주의적 방법에 의한 교사 주도식 교육을 지양한다.
4. 타율적 통제식 훈련을 지양한다.
5. 학습기회의 불평등성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 열린교육에서 탐구 의욕심을 기른다는 의도에서 결론을 미흡하게 정리해 주는 예가 있으
나 이는 오해다.
○ 아동들이 스스로 교육(학습)목적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결단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기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아동 개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배려
○ 아동들이 활동하고 공동작업을 하여 상호협조 할 수 있는 자유 보장
○ 평가와 테스트는 최한으로 하고 창의성을 존중
○ 각 지도내용과 학습과정에 창조적인 활동과 창의성을 존중
○ 직소학습은 전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민주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
격을 존중한다. 즉 창의적 사고 발선적 사고를 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직소 학습은 민주주의적 학습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안성 맞춤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도움과 감성의 지원을 받아 전체적으로서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 전인적 균형과 조화의 바탕 위에서 개별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개성교육이 필요한 것
이 직소 학습이다.

쪾천부적 능력
쪾남다른 취미
쪾특수한 기능
○ 직소학습은 전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같은 번호 끼리 조)과제나 개별과제
를 부여시켜 공동으로 전체과제를 해결한다.
쪾본교에서는 일요일마다 마을 봉사활동과
쪾월1회 마을 공동협의가 이루어진다.
○ 직소학습은 개별과제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성
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주력한다.
※ 열린교육을 일종의 교육사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방법론적 사조이다. 그러므로 봉
사적 방법의 원리나 기술의 특징을 지닌 열린교육의 다섯가지 지향점을 모두 포함한 JIG
SAW 학습이야말로 열린교육 아니 모든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1. 학습자의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엄숙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2. 총체적 성장을 겨냥한다.
3. 개별성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킨다.
4. 공동체적 삶을 경험한다.
5. 자율성과 창조성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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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설치

내용

1) 코너의 설명
코너의 종류
㈎ 필수(학습)코너
※ 본학습장
(조별활동)

내

원래의 학습분단이다.
좰예좱
①

쫛 쫛
A

쫛 쫛
B

용

명×5개분단=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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쫛 쫛
C

쫛 쫛

D

E

쫛 쫛

이 코너에서는 A, B, C, D, E의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푼다.
② 러그 미팅장-교실앞 공간에 카페트를 깔아 활동.(대집단 활동)
㈏

선택코너

※ 보조학습장
(조별활동)
◈ 학습내용에 따라 코너 종류와 내용물이 바꾸어져야 한다.
① 음악, 듣기, 말하기 코너
② 미술코너

독서 코너
④ 관찰실험 코너
⑤ 전산코너
⑥ 기술교실 코너
⑦ 대면학습 코너
③

이코너
※ 연속학습장
(개별활동)

㈐ 놀

록쌓기 코너
② 장기․바둑 코너
③ 고니 코너
④ 게임 코너
⑤ 잡동사니 코너
⑥ 기타 놀이코너
① 블

. 결 론

Ⅲ

열린교육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면, 열린교육을
하는 교사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열린교육의 실천은, 학급의 환경
의 변화나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의 도입보다도, 실천하는 교사의 아동관이나, 학습에 대한
관점, 생활지도관 등이 변화된 속에서 접근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교사의 뚜렷한 교육 철학 속에서, 자기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질과 잠재능력을 개발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선택과 적응할 수 있으며,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
적인 면에서, 조화롭게 통일된 인간을 길러, 행복한 개인 생활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어
린이로 키우려면, 우선 교사의 마음과 눈이 열리고,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교사
가 되어야 한다.
지․덕․체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학
교․가정․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지도에 힘쓰고, 전교사의 공동 노력으로 일관성 있고 계획
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의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해 지도해야 하며 통제, 타율, 억제, 금지보다 자
율, 자발성의 강조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지도를 통한 습관화, 태도화에 힘씀으로써 열린 교육의

바른 실현과 교육개혁의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열린 교육의 교수-학
습방법 터득에 앞서 열린생활 지도가 급선무라 하겠다.
올

기획논단>목표별 열린수업
열린교육에서의 문제해결학습과 수업의 실제
김 숙 자
<

1. 들어가면서
앞으로 21C는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지식의 폭주와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도
래하고, 다변화와 가속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갖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 기술과 같은 고
차적 인지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에 교육자나 심리학자, 인지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 교수-학습에서 개별화, 개성화, 자율화를 가장 중요시 하고 교수보다는 학습에 비중
을 더하며, 아동중심으로 능력별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교사는 학습안내자, 촉매자, 보조자, 상담자로서 아동의 학습활동을 돕고 아
동들은 경험활동으로서 노작, 현장체험, 실험실습 등을 통하여 스스로 행하며 배우는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 풍토조성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열린학습이 바로 자기주
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개성과 특기, 취미에 알맞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의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등불이며, 참교육이
라고 생각한다. 알맞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공하여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 저마다 주어진 다지능을 개발하여 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본다. 따라서 갖가지 어
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신장 시켜주기 위한 문제해결학습의 중요함
을 알고,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보고, 문제해결학습의 특징과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문제해결학습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오늘날 다변화, 다양화의 가속화 속에서는 변화가 단순했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생활은 문
제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이라 함은 `문제를
인식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잘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하에 이 문제해결에 관계있는 증거
를 찾아 음미평가하고, 사실이나 데이터를 조직하여 기지의 지식이나 이해, 원리, 법칙을 적
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든지 증명하든지, 그 문제에 가장 잘 적응하는 행동을 가지고 반응

을 시도하든지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을 `비판적 사고력또는 `창조적 사고력이라고 부르며,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
제해결이 `고도의 정신과정이라고 한다. 문제해결 능력 자체가 진보적이며, 합리적인 생활
양식을 창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정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학습이란 무엇인가? 문제해결학습은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그
해결과정을 통하여 지적, 태도적, 기술적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 그 주안점은 바로 문제해
결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학습 방법으로 요즘 열린 교수-학습방법 중에
서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
결학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인환(1990)의 결과를 보면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때 문제해결
의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이질집단 활동에서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그 가능성이 인정되어졌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문제해결 학습의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해결에 대하
여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C
후반부터 경험적 사고에 이어 듀이(Dewey)의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에 이르러 철
학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교육(1916)과 `사고하는 방법
(1933)의 두 저서에서 사고의 방법과 문제발견,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
고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두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가는 정신활동이 문제해결이라는 것이
다.
또 그는 일상생활속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
하고 실험 해보는 꾸준한 행동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가 제시하는 5단계는 틀
림없는 기본적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단계는 문제해결과정에 제시함). 듀이 이후 문제해결
에 대한 접근방법은 철학적 논의를 통한 논리적인 분석방법과 심리학적 관찰을 통한 관찰적
또는 실험적 문제해결접근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논리적인 분석방법은 주관성이 가미된 해결방법이지만 활동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밝힌 점
이 특징이고,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방법은 Dunker(1945)의 사태분석과 목표분석의 문제해결
에 이어 Johnson(1955)은 문제해결에 대한 탐색행동을 강조하고, 문제묘사와 목표분석, 확실
성 있는 해결책의 생산, 해결책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의 세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뒤,
Merrfield(1962)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열린 교수-학습 방법의 협력적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이 오늘에 이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위한 인식과 개인의 보람된 지혜를 모
을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 문제해결학습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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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자체나 해결기술이 또한 다양하다. 이
에 따른 문제해결학습의 특징도 조금은 생각을 요한다.
첫째, 문제해결학습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르는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경험을 이용하거나 상
황을 분석하고 음미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목표에 관계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가설도 세운다. 이어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며 실행도 해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문제해결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문제해결 학습인 것이다. 학자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Hayes(1981)는 문제해결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Mayer(1983)는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간의 틈을 메우는 것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고차적이고 핵심적인 사고과정이며, 목표지향적이고 인지
적 조작계열인 것이다.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과 행위나 조작이 가능한 조작계열(Sequence of operation),
그리고 인지적 조작(cognitive operation)작용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문제해결과정
인 것이다. 물론 목표지향적이며, 조작이 가능한 계열이라도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습관적 행위이거나 신체적 활동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문제해결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해결은 보는 시각이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문
제를 처음에 접하였을 때 상당히 어려워 고도의 사고력을 요할 수도 있지만 몇 번이고 반복
하여 접하게 되면 그 문제에 익숙하게 되고 습관화가 되어 일상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접한 초보자에게는 고도의 사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학습은 선행지식이나 경험만으로도 풀 수 있고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문제해결은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비슷한데 처음에 문제사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정
한 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다시 실
행하는 것인데 이때 두 번째 실행은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었을 때, 결과에 의문이 갈 때 재실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모

4.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에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창
의적인 문제해결법으로는 오스본(A.F.Osbon)의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토대를 둔 집단적 토
의 과정으로 열린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소집단 협력학습은 문제해결력 신장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창의성 증진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서 여기에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적절한 사고기술 증진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
고자 한다.
IE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은 기존의 IQ검사에 있다. IQ검사는 개인이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한 현재의 성취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지 미래의 성장이나 개발되지 않은 잠재능력을
평가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전통적, 정태적 심리측정 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능아, `학습 불능아라고하는 것인데 이에 Feuerstein(1979)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즉,
저능아나 학습불능아에게 잠재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재학습경험(MLE : mediated
learning experience)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지발달에는 환경적 자극원 외에
성인의 MLE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MLE는 환경의 자극이 부모, 교사 및 성인, 또래집단
최근

들에 의해 중재되어 제공되는 넓은 의미의 교수와 같은 것이다. 즉, MLE가 잘 제공되면 저
능아나 학습 불능아는 있을 수 없고, 지능이 낮은 아동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정상인과 똑
같이 지적 사고력이 증진되어 진다.
IE프로그램은 이렇게 결핍된 MLE를 보완하여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선 현
장에서 MLE를 제공하는 방법은 가정, 학교, 사회 어느 곳이든지 과제수행을 포함한 아동
들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과 경험속에서 얻어진다. 중재학습경험(MLE)은 아동의 인지나 사
고력 획득, 촉진에 연결되는데 반드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놀
이중심의 구슬치기와 숫자를 관련시켜 놀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사물간의 관계, 규칙,
비교 등 사고기술이나 방략획득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사고의 중재자로
서 또는 촉매자(catalyst)로서 대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놀이를 행하는 것도 아동들에게 학
습경험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IE프로그램인데 열린학습에서는 특히 활용하
기에 매우 적절하다. 역할놀이, Jigsaw, Project 등 어느 학습형태라도 활용가능하고 학습활
동중 선택활동, 심화활동주에도 활요하기 가능하다.
. 문제해결의 과정
문제해결의 과정은 오랜시간 동안 수정되고 보완되어 교과나 주제에 맞도록 변화되어 활
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 Dewey의 문제해결절차와 영국의 CDT 프로그램을 위한
Jones(1970)의 설계과정(Design process) 단계, 그리고 최근 미국의 `Design loop란 이름
으로 교과서 전체의 골격을 유지하는 기술적 내용을 소개한다.
가) Dewey의 문제해결 절차
① 문제사태를 확인하기
② 문제를 결정하기
③ 문제에 따른 계획 세우기
④ 계획에 따른 실행하기
⑤ 실행결과에 따른 경험과 재실행하기
⑥ 평가와 반성하기
나) Jones의 설계과정(Design process)단계
Jones는 설계과정에서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과정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설계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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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요구 / 개요
쮴
조사
쮴
쮴
쮴
쮴
쮴
쮴

쮴
쮴
쮴
쮴
실행을 위한 계획
쮴
쮴
실행(작업자의 자질)
쮴
쮴
평가(원래의 문제와 해 결된 결과의 비교)
.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인을 확인하기
b. 관련정보를 모으기
c. 한계(설계명세서를 포함한
기술적 요인)를 확인하기
d. 가장 적절한 형태의 개략적
해결방안들을 창출하기
e.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개발하기
a

▼설계요소
기능
구조
재료이용과 선정경제
시설 / 기능
외관
▶ 제품
다) Hutchinson과 Karsnitz(1994)의 문제해결과정
이들은 `기술에서의 설계와 문제 해결이라는 교과서에서 문제해결의 단계를 `Design
loop란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실제 교과서 전체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적 내용을 모두 문제해결 접근으로 조직하여 구체화 시킨 점이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열
린교육에서 협력학습의 문제해결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9단계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 문제의 확인
제 2단계 : 계획하기(문제의 명세화와 구체화)
제 3단계 : 연구 및 조사, 정보의 획득
제 4단계 : 대안적 해결방안의 구안
제 5단계 : 가장 좋은 해결방안의 선택
제 6단계 : 개발을 위한 연구
제 7단계 : 모형 및 원형 제작, 제작하기
제 8단계 : 제품검사와 평가
제 9단계 : 재 설계와 개선하기
라) 기능 교과에서의 문제해결 교수-학습 접근 방법
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단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지식, 이해쪽인가 아니면 실습인가, 견학쪽
인가, 가정프로젝트 수업에 가까운지를 파악한다.
② 문제해결 방법 찾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연구하는 단계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백과사전, 관련도서를 찾고, 직접현장에 나가 조사한다.
③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지식 익히기
문제해결 방법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기초지식을 익히는 단계이다. 실습등 기능을 요
구하는 문제해결은 사전에 전문가나 동료장학으로 기초기능을 익혀야 하며 용구, 공구 사용
법, 일을 처리하는 순서, 견학순서, 장소선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식 등을 익혀
야 한다.
④ 수업시작전에 실습주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기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물 갖추기, 순서 익히기 등 교수-학습에 필요가 높게 된
다.
⑤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기
배운 내용을 아동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른들을 돕거나 협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배운 내용을 자주 활용하게 되면 더욱 익숙해 지고 요령이 생기며 보람을 느끼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문제해결학습에 따른 수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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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Project, Topic학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고, 전
술한 바와 같이 어느 한정된 교과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탐구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이 수학이나 자연, 사회과에만 적합하다는 관념은 버려야 하며 열린학습에서의 문제해결학
습은 주제나 내용 선정, 집단 조직 형태, 시간활용, 문제해결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아동중심으로 흥미와 소질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은 열린학습에서 문제해결을 통한 수업의 실제로 창의성 신장의 수학과 기능학습으로
적절한 실과 그리고 Project학습, Jigsaw학습으로 적절한 사회과의 문제해결 교수-학습과정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문제해결학습 과정안
일 시
1998. 6.
대 상
남
여
계
지도교사
교 과
수 학
단
원 9. 참값과 근사값
학습유형 및 학습형태
소집단 협력학습
본시주제
근사값과 오차
차시
2/6
관련학습 및 학기
5학년 1학기
본시학습목표
오차의 뜻을 이해하고 오차를 구할 수 있다.
선수학습 및 후속학습
쪾4학년:올림 버림
쪾6학년:어림수의 계산
단 계
학습과정
학습흐름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문제점
도입
문제제시
학습문제 파악
전개
문제탐색 및 발견
문제해결
정리
적용 및 발전
정리 및 차시예고
쫚 마음열기
○분위기 조성- 반가부르기, 한자리 모이기
○학습동기 유발
○전시학습내용상기-참값, 근사값의 이해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오차의 뜻을 이해하고 오차를 구하기
쫚 학습내용 및 방법 안내
○규칙 및 약속하기
○기초학력 확인-기초학습지 풀기

○소집단 정하고 협력학습 회의
쫚 학습과제 확인
○참값과 근사값의 차를 아랑보기
쫚 소집단별 활동안내-오차구하기
○활동1:수학책 140쪽 상단문제
○활동2:기초학습에 가까운 한자리수 문제
○활동3:수학익힘책 응용문제
쫚 오차구하여 보기
○근사값, 참값중 어느쪽이 더 큰가 확인해 보기
○오차는 어떻게 구했나?
○오차값=근사값-참값
○오차를 구하는 법을 말로 표현해 보기
쫚 응용문제 풀어보기
○수학책 140쪽 하단의 문제해결해보기
○소집단별로 해결하기:리틀마스터가 확인
○참값과 근사값 확인
○문제해결 결과를 이야기해 보기
쫚 연습 및 심화활동
○익힘책 161쪽 하단 문제 해결하기
(형성평가)
○해결한 결과 소집단별로 비교해 보기
-예상입장객수와 실제입장객수, 오차 말하기
쫚 학습정리 및 차시 예고
○학습활동 내용을 TP자료로 정리하여 소집단별로
발표
○보상 및 보충설명
○과제 제시 및 차시예고
-자리정리 및 뒷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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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5´
○OHP
○TP자료
○실물화상기
○기초학습지
○정답표

○기초학습지로
출발점 행동을
확인 진단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낮게,
더 낮게 문제 제시하여
소집단 능력별로
제시한다.
○소집단협력학습으로
문제해결한다.
○수학 익힘지
○심화 학습지
○형성 평가지
○소집단별로
발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7. 나가면서
이상으로 문제해결학습에 대한 개념, 이론적 고찰, 특징과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시했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하여도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그러나 열린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역시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과 사고력 신장이라고 본다. 중재학습 경험부족으
로 학습불능아, 저능아라는 말, 심지어 지능이 낮은 아동이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의 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다양하게 해 주고 의도적
이고 체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적절한 촉매역할은 개발되지 못한 아동들
의 지능을 높여 줄 수 있고 지능이 개발되면 다양한 사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문
제 해결 능력이 증진될 것이다. 특히 열린교육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은 아동들
의 사고나 태도, 문제해결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아동중심의 학습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문제해결 학습이 어느 교과에 국한되고, 제한된다는
생각을 고쳐야 하며, 더 많은 질높은 교수-학습 방법의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협력학습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
결력을 키우기 위한 열린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학습방
법임을 밝히며 이 글을 맺는다.

초등학교 수학과에서의 문제 해결력의 신장 방안

Ⅰ. 서론

김제교육청 장학사 임재섭

초등학교 수학 교과는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는 도구교과(Tool Subject)로서 수학의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과 태도
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부, 1994)
특히 교과 교육의 한 분야로서 수학과 6차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을
기르려는 그 동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학교과 5가지 영역 중 ‘관계’ 영역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1),(2)을 학년별로 신설까지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4)
즉, 각 학년별로 ‘관계’영역에서 문장제 (Word Problem Or Verbal Problem)를 통한 문제해결
력을 신장시키려 하고 있다.(교육부, 1994)
문제 해결력의 지도는 1980년에 NCTM이 “문제 해결력을 1980년대의 학교 수학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선 이후 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구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
여 왔으며, 7차교육과정에서는 기초학력의 표준화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여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 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
용하려 하고 있다.
한편 수학의 학습과 교수의 개념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구조의 개념이다. 이 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으나 수학에서의 구조는 교과내용 그 자체의 구조, 즉 수학적
지식의 본체를 내적으로 조직하고 상호 관련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수학적 문제 해결이 용이하게 된다.
Mayer (1983)는 문장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단계에 따른 네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문장 속의 단어들을 방정식으로 이르게하는 표상단계로서 언어적 지식, 어의적 지
식, 도식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둘째단계는 대수적 산술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단계로서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을 필요로 한
다. 여기서 언어적 지식은 문장 독해를 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지식을, 어의적 지식은 수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도식적 지식은 문제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절차적 지식은 연산을
순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전략적 지식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유용한 지
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고 하며,

Lster(1983)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요소들을 과제변인, 학습자변인, 과정변인, 교수변인으로
분류하였는데 과제변인은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들이고 학습자 변인은 문제에 관련해서 개
인이 갖고 있는 제반 요소들이고 과정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외형적 행동과
내형적 행동이며 교수변인은 개인을 보다 나은 문제 해결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한다.

Ⅱ. 새로운 수학교육의 교수법
1. 구성주의적 접근법

수학교육이란, 수학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가
능한한 스스로 수학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수학 지식이
교수-학습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열린교육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서 구성주
의가 수학 교수-학습의 이론으로 대두되었는데 교사의 역할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자신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반성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수학 지식을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학생 중심적인 교수-학습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개별화된 스킴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내자 또는 조력자로서 학습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문제 해결 학습은 ‘과제’,
‘협동 활동을 위한 소집단’, 그리고 ‘공유활동’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 하는데 최근에 강력
하게 대두되는 열린교육의 방법과 더불어 문제 해결 학습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
제 해결 학습에 적합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출발점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②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 주어야 하며,
③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으로 고무해야 하고,
④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⑤ 토론과 대화를 조장해야 하고,
⑥ 방법이 풍부해야 하고,
⑦ 정해진 어떤 곳에 이르도록 해야 하고,
⑧ 놀라운 요소가 있어야 하고,
⑨ 재미 있어야 하며,
ꊒ 발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ꊉ
알맞은 과제가 선정된 다음에 학생들은 소집단을 이루어 목표에 따른 협력적인 학습을 이끌도록
노력하고 소집단들은 토론을 위해 소집단별로 해결방법을 다른 소집단에게 소개하는 공유활동으로
생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조정의 장을 마련할 때 문제해결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메타 인지적 접근법

또 하나의 문제 해결 학습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으로 인지 활동 자체에 대한 선언적 지식, 자
기 통제의 과정, 신뢰 체계나 정의적인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학 문제 해결의 과정은 메타 인지적 사고 활동의 의미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문제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완료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② 문제해결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경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예상을 하고
③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내용적 정보를 자신의 기억 체계에서 판별 인출하며
④ 기억속에 저장된 유사한 문제와 현재의 문제 해결 경우와 비교
⑤ 기억에서 인출한 정보화 전략적 정보와의 서로 연결 관리하는 활동
⑥ 앞으로 전개될 문제 해결에 대한 예측이나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
⑦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지 활동에 대해 단순 목적으로 의식하는 활동
⑧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점검과 수정을 하는 활동
⑨ 문제 해결 활동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는 활동
ꊒ 완료한 문제 해결 활동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억 구조속에 입력시키는 활동이 있다.
ꊉ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메타 인지적 활동으로 메타 인지적 지식을 생
성, 관리하는 인지 활동과 실제적인 활동, 자체를 제어하는 인지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메타인지적 접근법이다.

Ⅲ. 문제 해결 학습
1. 문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
는지를 곧 바로 알 수 없을 때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특수하고 구체적인 것이나
보편적인 것 일수도 있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신체적 행위 지각하는 행동, 순수한 정신과정
일수도 있다. (곽병선,1985)
한편 Problem이란 Question이나 Exercise와는 달리 학생이 처음으로 수학의 문제에 당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사고를 동반하여 보통 이상의 생활 문제와 관련이 깊고 이전에 배웠던
기초 지식과 연산 Algorithm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흥미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학습 현장에
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수학과 학력 저하는 물론 수학과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절대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김정오 교수는 수학과 문제 해결의 신장을 위한 수업방안 개선 연구 세미나
에서 (1985. 5. 2)문제 해결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ㅇ 다양한 해결 방략

여러 문제 해결 연구들은 사람들이 문제 공간을 검색 할때 새 유형중 한 검색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 연산적 탐색(Algorithm Exploration), 명목적 탐색 (Blind exploration) 발견적 탐색
(Heuristic exploration )이 있으며

ㅇ 문제 해결 경향

문제 해결의 중요한 경향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풀고 또 효과를 보았다면 실제로 더 좋은 해결책
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기능적 고착 경향이 크다.

ㅇ 문제 해결 능력

유추 문제는 어떤 구조를 요구하는데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를 통합하고
변형문제는 문제의 대상들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변경시키거나 어떤 제약 조건내에서
대상들을 변형시켜 해결하고 배열 문제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부분적인 해결들을 생성한 다음 후보
해결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통일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해하기, 계획세우기, 구상하기
등과 같은 인지적 기술들이 필요하며 문제해결과 학습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학습모형
이 개발되고 있다.

2. G. polya의 학습 모형

G. polya는 1956년 출판한 그의 저서 ‘How to Solve it'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polya의 문제해결 과정 ◆

단계

문제 해결의 구체적 장면

․
문제 이해의 단계
․
․
․
․
․
․
․
․
해결 계획의 수립 단계
․

주어진 조건과 미지의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조건은 미지의 것을 구하는데 충분한가? 또는 불충분한가? 또는 남아 도는가?
그림을 그리고 적당한 기초를 도입할 수 있는가?
조건의 가부를 분리하여 쓸 수 있는가?
앞에서 이와 같은(또는 유사한)문제를 풀어 본적은 없는가?
유사한 문제를 풀었을 때 사용한 정의는 알고 있는가?
유사 문제를 풀은 경험을 살려 그 방법이나 결과를 이용하는가?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정의를 생각하라
만약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무엇이나 이와 관련한 쉽고 비슷한 문제, 특수한 문제,
일반적인 문제, 유추적인 문제는 풀 수 없을까?
문제의 일부분은 풀어질 수는 있는가? 일부의 조건을 버리거나 또는 관련된 조건을
취할 때 문제는 풀어지는가?
․ 주어진 조건은 모두 사용되었는가?
문제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개념은 모두 고려되었는가?
․ 계획을 실행할 때에는 각 단계를 검토하고 각 단계가 바르지 못할 때에는 계획을
수정하라

실행의 단계

․ 결과를 검증할 수는 있는가?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나?
․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가?
․ 다른 방법에 이 결과나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가?

3. 한국 교육개발원 모형

문제 해결과정과 수학의 특성 및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고려하여 직관성과 논리성을 일깨우
며 창의력의 신장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과정 ◆

활동1 과제파악
∘ 동기 유발

활동2 탐색
∘
∘
∘
∘
∘

∘ 과제 제시
∘ 목표 인지

직관적 사고
해결방안 예상과 계획
선수 학습 상기
관계고찰
기호, 용어의 필요성

활동3 해결

활동4 음미

∘ 논리적 사고
(귀납 방법)
∘ 선수 학습 적용
∘ 구체적인 조작
∘ 과제해결
∘ 원리법칙의 발견
∘ 기호, 용어의 정의

∘ 논리적 사고
(연역적방법)
∘ 해답 검토
∘ 과정 검토
∘ 예상 확인
∘ 원리법칙의 확인
∘ 발전문제의 탐색

활동6 정리
∘ 개념정리
∘ 원리법칙의 일반화
∘ 학습정리
활동5 연습
∘ 원리법칙의 적용
∘ 기능숙달
(기본문제, 응용문제)

4.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문제 해결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지침으로 제공하며 몇 가지 단계가 조합
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며 순서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모형중 대표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문제해결 학습모형 ◆
단계

학습과정

학습활동
∘ 주어진 문제를 읽고 새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지의 개념․원리․법칙

도입

문제파악

∘ 선수학습 요소 확인
∘ 목표 설정

등을 재생하기
∘ 공부할 문제 설정하기
․ 교과서 문제, 예습과제, 교사 자작문제 중심으로 교사가 안내하기

탐

색

∘ 예상하기

∘ 문제해결 방법과 결과 예상하기

∘ 정보 수집

∘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 원리, 법칙의 자료 수집
∘ 탐색했던 내용에 따라 논리적 추론으로 과제 해결하기
․ 그림으로 그려 보기
․ 식을 세우기

전개
문제해결

∘ 문제해결 및 실행

․ 식에 따라 해결하기

∘ 해결과정 검토

∘ 해결 과정 및 해답 검토하기
∘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 보게 하고 검토하기
∘ 문제의 의도와 해결 결과와의 비교․검토로 확인하기
∘ 중요한 공식 성질 외워 두기
∘ 적용 및 연습문제 제시, 해결

정리

평

가

∘ 연습문제 풀이
∘ 과제 제시

∘ 문제해결에 적용되었던 학습내용 재 음미
∘ 복습과제 : 본시 학습목표 도달자-발전적 과제
본시 학습목표 미달자-기초적 과제
∘ 예습과제 : 노작중심 학습과제

Ⅳ.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
1. 문제의 유형

문제의 유형에는 말을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 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문제,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문제, 참과 거짓으로 나타내는 문제, 대응 규칙을 찾는 문제, 차례
를 생각하여 풀어보는 문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풀어보는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도
방법으로는 구체물에 의한 문제 장면을 구성하고 경험을 소재로 한 작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
과서의 문장제를 변형한 문제 장면을 만들고 사고 과정의 작문식 기록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2. 학생과 교사의 태도개선

대다수의 교사들은 문장제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느껴 문장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
르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길러 주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얻기 위한 성공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나 아주 짧은 문제를 주
마다 세네번씩 자주 풀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문제 해결의 문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문장제 문제의 해석과정

적절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은 작은수로 치환하기, 독해의 난점 요약하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장면이나 흥미 수준을 포착하여 지도해야 하는데
예
를
들
면
,
운동구 판매점에서 한 개에 537원하는 247개의 야구공과 384원하는 소프트볼 142개가 있다.
야구공과 소프트볼은 모두 얼마인가?

ㅇ 작은수로 치환하기(수의 간단화)
운동구 판매점에서 한 개에 200원하는 야구공 3개와 100원하는 소프트볼 4개가 있다. 야구
공과 소프트볼은 모두 얼마인가?
ㅇ 독해의 난점 요약하기(독해 요약하기)
537원하는 야구공 247와 384원하는 소프트볼 142개의 값은 모두 얼마인가?
ㅇ 수의 간단화와 독해 요약하기
200원하는 야구공 3개와 100원하는 소프트볼 4개의 값은 모두 얼마인가?

4. 수학적 기초를 이용한 해결과정

말이나 문장을 식 또는 등식으로 바꾸는 활동은 문제 해결력 신장에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 숫자와 숫자사이의 결합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연산 기호로 바꾸어 나타낸다.
2와

2

5의

합에

5

+

7을

7

더한수

+

2. 숫자와 연산 기호를 수학적인 규칙에 맞추어 결합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낸다.
2와 5의

합에

2+5

7을 더한수

+7

(2+5)+7

Ⅴ.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학습 방법
1. 그림 또는 Diagram 그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의 정보나 관계를 그림이나 Diagram으로 표현한다. 그림 그리
기가 곤란하면 장면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단순히 Diagram을 그린다.
(문) 열차가 공사 구간을 지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2분 동안에 500m를 가는 빠르기로 달린다
고 합니다. 길이가 250m인 열차가 1000m의 공사 구간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에는 몇 분이 걸리
겠습니까?

2. 규칙(형)발견하기

문제의 조건을 분석하여 규칙성(형)을 찾아 이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 2*4=8, 5*3=13, 3*5=11, 9*7=25이다
7*3은 얼마인가?
해 : 모든 보기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조사한다. 2*4=8에서 *는 곱셈이지만 다른 보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첫수의 두배에 두 번째 수를 더하는 계산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일람표 만들기

주어진 정보를 조직화하여 일목 요연하게 표를 나타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분류표, 분포도, 수
형도, (Tree-Digram) 등을 들 수 있다.
(문) 3개의 화살을 점수판 과녘에 쏜다. 모든 화살이 사각형의 내부에 꽂힐 때 서로 다른
점수의 합계는 몇 가지인가?
9점짜리의 화살의 개수

3

2

1

점수합계

9+9+9=27

9+9+4=22
9+9+3=21

9+4+4=17
9+4+3=16
9+3+3=15

0
4+4+4=12
4+4+3=11
4+3+3=10
3+3+3= 9

합계는 몇가지인가?
(답) 10가지

4. 표 만들기

주어진 정보를 표로 만들고 표에 나타난 자료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 마당에 닭과 송아지가 모두 18마리가 있다. 그런데 다리의 수는 모두 50이다. 닭과 송아지
는 각각 몇 마리인가?
해: 모두 18마리가 될 수 있는 경우와 닭과 송아지의 다리의 수가 각각 2, 4인 것을 생각하여
표를 만든다.
닭의 수

1

2

3

4

5

․․․․․

?

송아지의 수

17

15

15

14

13

․․․․․

?

다리 수

70

68

66

64

62

․․․․․

50

위의 표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다리의 수가 2식
적어진다. 따라서 다리의 수가 50이 되려면 70과의 차이는 20(=10*2)을 줄여야 되므로 송아지
17마리에서 10마리를 뺀다.
(답) 닭 11마리, 송아지 7마리

5. 단순화 하기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 때 주어진 문제를 보다 단순하거나 또는 단순한 몇 개의 부분적 문제
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한다.
(문) 1에서 150까지 번호가 쓰여진 카드 150장이 있다. 이 카드 중에서 숫자 7이 쓰여진 카드
는 몇 장인가?
(해) 실제로 150장 모두를 조사할 수 있으나 많은 작업이 따른다. 이 문제를 보다 단순한 두
개의 부분적 문제로 바꾸어 해결한다.
◆ 1의 자리에 숫자 7이 있는 카드는 몇 장인가?
7, 17, 27, 37․․․등은 10의 배수에서 한 번씩 나타나고 10의 배수가 15개인데 157은
없으므로 15장이다.
◆ 10의 자리에 숫자 10장이다. 그런데 77은 1의 자리에서 계산되었으므로 9장이다. 따라서
15+9 = 24(장)
(답) 24장

6. 시행착오

문제에 해에 대한 추측을 하여 합리적인가를 확인 시행하고 추측이 착오일 때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

○
그림의 원 속에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를 써서 각 변들의 합이 10이
○ ○
되도록 하여라.
○○○
(해) 몇 번의 시행으로 합이 10이 되는 1+3+6, 1+4=5, 2+3+5의 3가지 임을 결정한다. 이들 중
1, 3, 5는 두 번씩 나타나므로 이 수들을 3각형의 꼭지점의 원에 써야 한다. 2, 4, 6은
3각형의 각 변에 있는 원 속에 적절히 쓸 수 있다.
(답)
1
6
3

1
4

2

6
5

3

1
4

2

6
5

3

1
4

2

6
5

3

1
4

2

6

1

5

3

4
2

6
5

3

4
2

5

7. 실험하기

문제의 상황을 실제로 실험한다. 기하학적 형상 또는 공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때때로
Model의 조작을 통한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

크기가 같은 성냥 12개로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3개를 만들었다.
성냥 3개비만을 움직여서 5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라.

(해) 12개의 성냥개비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실험한다.
(답)

8. 실연하기

해에 필요에 절차를 추측하기가 곤란한 경우 문제 장면의 대상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실제로 실행하므로서 직접 답을 얻거나 다른 전략의 발견에 안내될 수 있
다. 이 방법은 저학년 아동에게 효과적이다.
(문) 우표 한 장을 15원에 사서, 20원에 팔고, 다시 25원에 간 다음 30원에 팔았다. 얼마의 이
익 또는 손해를 보았는가?
(해) 돈과 우표를 나타내는 종이 조각으로 친구와 함께 실행한다. 생략
(답) 10원 이익

9. 방정식 활용하기

문제의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을 세우고 이것을 풀어서 해결한다.
(문) 사과 2개의 무게가 바나나 1개와 딸기 1개의 무게와 같다. 바나나 1개의 무게는 딸기 9개
의 무게와 같다. 딸기 몇 개가 사과 1개의 무게와 같은가?
(해 ) 생략

10. 추론하기

추론은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으로 연역추리, 귀납추리, 유비추리 등의 추론을 사용하
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 6명의 야구선수가 모두 악수를 하였다. 악수의 횟수는 얼마인가?
(답) 15회

Ⅵ. 결론
교과교육에서 가장 가르치기가 어렵고 학력 정착이 힘드는 교과가 수학이고 수학중에서도 문
제 해결력 부족이 수학의 흥미와 학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력은 매우 중요하며 종합적 사고력으로 매우 중요
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구
성주의적 방법과 메타인지적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학
습은 ‘과제’, ‘협동활동을 위한 소집단’, 그리고 ‘공유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
며, 메타인지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 학습의 방법으로 인지 활동 자체에 대한 선언적 지식, 자
기 통제의 과정, 신뢰체계나 정의적인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도하면 효과적이고 최근에 대
두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문제 해결 학습과정에서 곤란을 느끼는 부문
이 어디인가를 찾아 지도하므로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무
엇을 구하려는지 알아보고, 어떤 순서로 풀어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천천히 풀어 가는데 그림
을 그리거나 계산한 내용을 모두 시험지에 나타내도록 하여 만일 틀렸더라도 지우지 말고 계속
풀어가도록하며 교사는 평가의 관점을 이해, 계획, 실행, 결과, 반성 등 풀이 단계별로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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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별 열린수업
열린교육에서 문제해결학습과 수업의 실제

1. 들어 가면서
앞으로 21C는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지식의 폭주와 고도의 정
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다변화와 가속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위
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갖가지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창의적
인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 기술과 같은 고차적 인지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에 교육자나 심리학자, 인지과학자들이 많
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마침 우리의 교육은 95.5.31 교
육개혁에 부응한 이래 때를 같이하여 열린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졌
고 오늘에 이르러 착근되어지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열린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동들에게 사회대처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적
절한 교육방법으로 보아 바람직한 일이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식위주의
암기교육에서 탈피하게 되어 우리 교육의 미래가 매우 밝아 보인다.
열린 교수-학습이 개별화, 개성화, 자율화를 가장 중요시 하고 교수보다
는 학습에 비중을 더하며, 아동중심으로 능력별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
고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교사는 학습안내자, 촉매
자, 보조자, 상담자로서 아동의 학습활동을 돕고 아동들은 경험활동으로
서 노작, 현장체험, 실험실습등을 통하여 스스로 행하며 배우는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 풍토조성은 오늘의 이 시점에
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고, 탐
구하며 실험하는 열린학습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개
성과 특기, 취미에 알맞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의 교육이야말
로 인간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해 주는 등불이며 참교
육이라고 생각한다. 알맞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료
를 활용하도록 제공하여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 저마다 주어진 다지
능을 개발하여 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서 즐겁게 살아가도
록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본다. 따라서 갖가지 어려운 문제
를 지헤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신장 시켜주기 위한 문제해결학습
이 중요함을 알고,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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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문제해결학습의 특징과 이론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2. 문제해결학습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오늘날 다변화, 다양화의 가속화 속에서는 변화가 단순했던 과거와는 달
리 우리생활은 문제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
Problem-Solving )이라 함은 ‘ 문제를 인식감지( 認識感知 )하고, 그것
을 해결하여 잘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 意志 )하에 이 문제해결에 관계있
는 증거를 찾아 음미평가( 吟味評價 )하고, 사실이나 데이터를 조직하여
기지( 旣知 )의 지식( 知識 )이나 이해( 理解 ), 원리( 原理 ), 법칙( 法則
)을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든지 증명( 證明 )하든지, 그 문제에 가장
잘 적응 ( 適應 )하는 행동을 가지고 반응을 시도( 試圖 )하든지 하는 능
력 ( 能力 ) ’ 을 말한다. 이 능력을 ‘비판적 사고력’ 또는 ‘창조적 사고
력’ 이라고 부르며,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이 ‘고도의 정신과정’이
라고 한다. 문제해결 능력 자체가 진보적이며,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창
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정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학습이란 무엇인가? 문제해결학습은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그 해결과정을 통하여 지적, 태도적, 기술
적 학습을 시키는 것’ 인데 그 주안점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학습 방법으로 요즘 열린 교수-학습방법중에서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
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인환 (1990)의 결과를 보면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해
결할 때 문제해결의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이질집단 활동에서 다양하
게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그 가능성이 인정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문제해결학습의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해결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C후반부터 경험적 사고에 이어 듀이
(Dewey)의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 )에 이르러 철학적 토대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교육(1916)’과 ‘사고하는
방법(1933)’의 두 저서에서 사고의 방법과 문제발견, 발견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지속적인 사고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두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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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탐색해 가는 정신활동이 문제해결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일
상생활속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을 동원하고 실험을 해 보는 꾸준한 행동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해 보았
다. 그가 제시하는 5단계는 틀림없는 기본적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단
계는 문제해결과정에 제시함). 듀이 이후,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은
철학적 논의를 통한 논리적인 분석방법과 심리학적 관찰을 통한 관찰적
또는 실험적 문제해결접근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논리적인 분
석방법은 주관성이 가미된 해결방법이지만 활동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밝
힌점이 특징이고,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방법은 Dunker(1945)의 사태분
석과 목표분석의 문제해결에 이어 Johnson(1955)은 문제해결에 대한 탐
색행동을 강조하고, 문제묘사와 목표분석, 확실성 있는 해결책의 생산,
해결책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의 세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뒤,
Merrfield (1962)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열린 교수-학습 방
법의 협력적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이 오늘에 이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위한 인식과 개인의 보람된 지헤를 모을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3. 문제해결학습의 특징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자체나 해결기술이
또한 다양하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학습의 특징도 조금은 생각을 요한다.
첫째, 문제해결학습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서 수단과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경험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분석하고 음미 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목표에 관계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가설도 세운다. 이어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며 실행도 해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문제해결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문제해결
학습인 것이다.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Hayes(1981)는 문제해
결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 이라고 하였
고, Mayer(1983)는 ‘현재 상태와 목표상태간의 틈을 메우는 것’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고차적이고 핵심적인 사고과정이며, 목표지향
적이고 인지적 조작계열인 것이다. 목표지향성( goal-directedness )과
행위나 조작이 가능한 조작계열 (sequence of operation), 그리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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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작 ( cognitive operation )작용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문
제해결과정인 것이다. 물론 목표지향적이며, 조작이 가능한 계열이라도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습관적 행위이거나 신체적 활
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해결은 보는 시각이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처음에 접하였을 때 상당히 어려워 고도의 사고력
을 요할 수도 있지만 몇번이고 반복하여 접하게 되면 그 문제에 익숙하
게 되고 습관화가 되어 일상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생각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접한 초보자에게는 고도의 사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학습은 선행지식이나 경험만으로도
풀수 있고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문제해결은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비숫한데
처음에 문제사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정한 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
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다시 실행하는 것인데
이때 두 번째 실행은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결과에 의문이 갈 때 재실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4.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최근에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 되고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법으로는 오스본 (A.F.Osborn )의
브레인스토밍( brain storming )기법에 토대를 둔 집단적 토의 과정으
로 열린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소집단 협력학습은 문제해결력 신장
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창의성 증진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적절한 사고
기술 증진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IE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은 기존의 IQ검사에 있다. IQ검사는 개인이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한 현재의 성취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지 미래의
성장이나 개발되지 않은 잠재능력 ( potential competence )을 평가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전통적, 정태적 심리측정 주의자들이
말하는 ‘저능아’ ‘학습 불능아’ 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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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uerstein(1979)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즉, 저능아나 학습불능아에
게 잠재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재학습경험 (MLE; mediated
learning experience)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지발달에는
환경적 자극원 외에 성인의 MLE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MLE는 환경
의 자극이 부모, 교사 및 성인, 또래집단들에 의해 중재되어 제공되는 넓
은 의미의 교수와 같은 것이다. 즉, MLE가 잘 제공되면 저능아나 학습
불능아는 있을 수 없고, 지능이 낮은 아동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정상인
과 똑같이 지적 사고력이 증진되어 진다. IE프로그램은 이렇게 결핍된
MLE를 보완하여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MLE
를 제공하는 방법은 가정, 학교, 사회 어느곳이든지 과제수행을 포함한
아동들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과 경험속에서 얻어진다. 중재학습경험
(MLE)은 아동의 인지나 사고력 획득, 촉진에 연결되는데 반드시 체계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놀이중심의 구슬치기와 숫자
를 관련시켜 놀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사물간의 관계, 규칙, 비교
등 사고기술이나 방략획득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사
고의 중재자로서 또는 촉매자(catalyst)로서 대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놀이를 행하는 것도 아동들에게 학습경험을 중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IE프로그램인데 열린학습에서는 특히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하
다. 역할놀이, Jigsaw, Project, 등 어느학습형태라도 활용가능하고 학
습활동중 선택활동, 심화활동주에도 활용하기 가능하다.
5. 문제해결의 과정
문제해결의 과정은 오랜시간 동안 수정되고 보완되어 교과나 주제에 맞
도록 변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 Dewey의 문제해결절차
와 영국의 CDT프로그램을 위한 Jones(1970)의 설계과정(Design
process) 단계, 그리고 최근 미국의 ‘ Design loop'란 이름으로 교과서
전체의 골격을 유지하는 기술적 내용을 소개한다.
가) Dewey의 문제해결 절차
① 문제사태를 확인하기
② 문제를 결정하기
③ 문제에 따른 계획 세우기
④ 계획에 따른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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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행결과에 따른 경험과 재실행하기
⑥ 평가와 반성하기
나) Jones의 설계과정 (Design process) 단계
Jones는 설계과정에서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과정에 그
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설계요소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
징이다.
▼ 과정
요구/ 개요
⇓
조사
a. 문제에 영향을 주는
▼ 설계요소
⇓
구체적 요인을 확인하기
⇓
b. 관련정보를 모으기
기능
⇓
c. 한계(설계명세서를 포함한
구조
⇓
기술적 요인)를 확인하기
재료이용과 선정
⇓
d. 가장 적절한 형태의 개략적
경제
⇓
해결방안들을 창출하기
시설/ 기능
⇓
e.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고 가장
외관
⇓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개발하기
⇓
⇓
실행을 위한 계획
⇓
⇓
실행(작업자의 자질)
⇓
▶ 제품
⇓
평가(원래의 문제와 해
결된 결과의 비교)
Jones(1970)의 설계과정, 요소, 제품( in Hutchinson, 1987,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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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utchinson과 Karsnitz(1994)의 문제해결과정
이들은 ‘기술에서의 설계와 문제해결’ 이라는 교과서에서 문제해
결의 단계를 ‘Design loop' 란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실제 교과서 전체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내용을 모두 문
제해결 접근으로 조직하여 구체화 시킨 점이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열린교육에서 협력학습의 문제해결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9단계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 문제의 확인
제 2단계 ; 계획하기(문제의 명세화와 구체화)
제 3단계 ; 연구 및 조사, 정보의 획득
제 4단계 ; 대안적 해결방안의 구안
제 5단계 ; 가장 좋은 해결방안의 선택
제 6단계 ; 개발을 위한 연구
제 7단계 ; 모형 및 원형 제작, 제작하기
제 8단계 ; 제품검사와 평가
제 9단계 ; 재 설계와 개선하기
6. 나가면서
이상으로 문제해결학습에 대한 개념, 이론적 고찰, 특징과 간단한 프로
그램을 예시했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하여도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그러
나 열린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역사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과 사고력신장이라고 본다. 중재학습 경험 부족으로 학습불능아,
저능아라는 말, 심지어 지능이 낮은 아동이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의 재 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다양하게
해 주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적절한
촉매역할은 개발되지 못한 아동들의 지능을 높여 줄 수 있고 지능이 개
발되면 다양한 사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증
진된다. 특히 열린 교육 소집단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은 아동들의
사고나 태도, 문제해결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아동중심의 학습으로 앞으
로 계속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문제해결 학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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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교과에 국한되고, 제한된다는 생각을 고쳐야 하며, 더 많은 질높은 교
수-학습 방법의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협력학습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력을 키우기 위한 열린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방법이고, 가
장 중요한 학습방법임을 밝히고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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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극복을 위한 경제알기

호원대학교 교수 백 대 영

Ⅰ. 들어가는 말
우리 경제에 갑작스레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건국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돌이켜본데 금번 위기를 맞게 된 직접적 원인은 한마디로 ‘외환 보유고의
고갈’이다. 수입대금을 지불하거나,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외환에 대한 수
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제할 외화가 바닥나 부도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
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왜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는가? 이는 일거에
외국인 은행 및 외국투자가들의 자금 회수(withdrawal)가 발생했으며, 또 해외에
서의 추가적 자금 유입(injection)이 끊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런 갑작
스러운 현상이 생겨났는가? 이의 직접적 계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기업
의 부도와 이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이에 때맞춰 불어닥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였다. 이러한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외환위기가 파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소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측면은 자본이동에
국경이라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며, 외국자본이 언제나 단기적 투기목적을 위해 이
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냉전체제가 붕괴한 것도 지금의 외환위기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도 단기 투기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국제금융의 이동은 있
었으나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재앙은 방지해야 한다는 경계심 때문에 어느 정
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는 중심부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던
현존 사회주의가 붕괴한 오늘날에는 그러한 자제요인은 제거되었다. 현재 진행중
인 외환위기의 국제적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냉전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시대, 정치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개막했다는 사실이다. 중심국가
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했지만 주변국가들, 신생국가들, 개발도상국가
들 또는 중진국들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즉 철저한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
가 익숙하지 못한 가운데 종래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MF사태의 근본원인은 한국경제의 내재적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성
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게임 룰은 변질되어 강자
또는 대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과잉투자 등 거품현상이 만연하였고, 이로 인
해 한국경제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가 정부의 정책실패까지 겹쳐 지금의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한국경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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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은 크게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바로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금융중개기능의 마비와 금융시장의 규율부재가 위
기를 증폭시켰고 또 문제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문제와 종금사문제가 금융
부문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실물부문에서는 ‘과잉투자’
가 큰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지금처럼 허약해지게 된 원인이자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잉투자는 실물부문의 거품이다. 과잉투자의 원인
은 경제합리성의 결여, 즉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인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난 30여년
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투자조정 부재, 즉 산업정책의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
본 고에서의 제2장에서는 IMF시대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하고 제
3장에서는 IMF관리체제가 시작된 지 반년이 된 현 시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어
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IMF극복을 위한 개인, 기업, 정부의
대처방안을 논한다.

Ⅱ. IMF체제하에서의 경제
IMF 활동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문제보다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
용 차단이라는 국제문제에 놓여 있다. IMF는 한국의 통화위기로 국제 교역이 위
축되고 국제 금융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한다. 그래서 IMF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 통화질서의 회복을 위해 한국의 원화 환율을 하루바삐 안정
시키는 일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IMF체제하의 경제운용은 국내기업의 도산이나
실업 발생보다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 환율을 안정시켜 원화의 가치를 회복
시키느냐에 두어지게 된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급
등한 이유는 먼저 수요에 비해 달러화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달러화에 대
한 수요가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압박하면 환율이 치솟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달러화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달러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을 늘
리거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방법이 있다. 또 원화 환율이 급등한 다른 이유는
한국의 물가가 미국에 비해 많이 올라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원화
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원화
의 가치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달러화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이미 원화환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은 늘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IMF긴급자금이 들어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반면 두 번째, 물가안정은 다소 사정이 다르다. 이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석유류나 밀가루 등 각종 원자재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따라서 이를 방치
해 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을 부추키고 이는 다시 환율인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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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또다시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환율안정을
위한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을 강조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
을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인플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과 생산비용이 상승해서 일어나는 비용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으로 대별된다. 다시 수요인플레이션(수요>공급)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일어나는 화폐적 요인과 경기상승처럼 실물요인에 의한 것이 있
으며, 비용인플레이션은 임금상승에 의한 것과 원료가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상기 4가지 물가안정요인을 통제하면 되는
데, 현재 네 번째 요인으로 물가가 올랐으므로 나머지 3가지 경우의 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적 요인을 없애려면 금융긴축을 통해 시중의 돈을 꽉 잡
아매야 한다. 둘째, 실물부문에서 초과수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재정긴축과 성
장률 억제를 통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하
는데 실업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긴축이 필요하다. 금융긴축의 방법은 한국은행
이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과 고금리 정책을 씀으로써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것이다. 더욱이 IMF가 주장하는 고금리 정책은 첫째, 국내외 금리
차를 확대시켜 외자를 유입하므로 환율을 하락시킨다, 둘째 고금리는 저축을 증대
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수입수요를 줄이므로 결국 경상수지의 개선과 환
율하락을 가져온다. 셋째 고금리를 통한 통화긴축은 물가를 하락시켜 환율을 하락
시킨다. 넷째 고금리는 외환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외환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원화환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러나 고금
리는 건전한 기업마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한
국 정부는 이를 완화해 줄 것을 IMF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IMF
측은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한 동감을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금리안정은 환율이 안
정된 다음에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고 있다.
물가안정의 또 다른 축은 실물부문에서의 긴축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목표를
낮춰 경기를 진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1998년 우리 경제 성장
률을 1%정도로 낮추기로 IMF측과 합의했다. 이것은 수출부문 등 극히 일부를 제
외하고는 마이너스(-)성장을 한다는 매우 가혹한 성장목표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란 경제 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지킬 수 있는 수치는 아
니다. 그러나 세입 및 세출과 통화량, 경상수지 목표 등 경제정책의 목표가 이에
맞추어 긴축적으로 짜여 질 것이다. 벌써 정부는 1998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10%가량 줄여 다시 편성했다.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를 미루고 각종 사업의 씀씀
이를 크게 줄이고 있다. 결국 우리의 성장률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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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환율이 안정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먼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물
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긴축과 경기억제가 필요하며, 다시 각각 그 수단으
로 고금리정책 및 성장률 억제와 긴축재정이 요청된다.

Ⅲ. 달라진 라이프스타일
IMF한파는 한국경제만이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구체적 삶 자체를 통째로 뒤바
꾸어 놓았다. 직장, 가족, 의식주, 교육문화, 국민의식 모두가 IMF지배아래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본장에서는 IMF체제의 6개월이 지난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의미와 IMF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오늘의 한국인들은 직장에서 내몰린 자나 살아남은 자나 IMF신드룸으로 고뇌
하고 있다. IMF신드룸은 무력감과 체념, 집단적 긴장상태, 심한 허탈감과 배신감,
변신에 대한 강박관념, 가치관의 혼란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이유는 물론 경
제위기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직장은 더 이상 개인의 꿈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때가 되면 월급주고 승진시키던 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어느 날 갑자기 떠
나라고 하면 미련없이 보따리를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 회사에 일생을 바치겠
다는 회사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지금은 바야흐로 자산의 상품가치를
높여 이회사 저회사에 자신을 세일즈하는 시대다. 물론 직업의 귀천도 없어지고
있다. ‘폼’나고 편한 일을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도 엷어진다. 대신 ‘모
든 일은 소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재취업을 할 경우 현 직위보다 낮은
데로 ‘하향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조사도 있다.
몸이 좋지 못한 사람이 정리해고 1순위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과
잉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과로사(過勞死, Karoshi)라는 용어는 일본공용어가 아니
다. 웹스터사전에 Karoshi로 등록된 단어는 Kwarosa(과로사)로 다시 등록될지도
모른다. 과로사는 지난 92년 전체산업재해사망자 2천 4백29명 중 9.3%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97년에는 전체 산업재해사망자 2천7백42명 중 24.1%인 6백 60명으로
불어났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긴 힘들다. 건강이 샐러리맨의 설
비투자이자 최후의 자산이 된셈이다.
직장에서 정(情)이란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퇴근길 딱한잔’은 이미 옛추억이 되
고 있다. 동료 선․후배간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있다. 직장내의 등산 축구 바둑회
같은 동호인모임은 파리 날리기 시작한지 오래다. 또 기존의 연공서열 및 공동체
적 직장문화는 붕괴되고 경쟁적 수평적 직장문화가 대신 자리를 차지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 그것이 IMF직장동료다. 거래처 접대도 달라지고 있다. 룸
살롱 골프로 이어지는 한국식 접대는 글로벌스탠더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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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생활고에 지치고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선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90년대 들어서 감소추세에 있던 교인숫자는 최근들어 다시 늘
어나고 있다. 경기도 한 교회의 경우 IMF이전엔 신자가 1천2백명이었다. IMF이
후 두달사이에 60명이 늘었다. 신자 1만천명이던 서초동의 한 성당도 1백20명이
증가했다. 새 신자들의 연령대도 주로 40～50대 남성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요일의 생활패턴도 바뀌고 있
다. 교회 성당 절의 집회시간이 일요일 오전에 집중되다보니 이 시간대의 이동인
구가 증가추세다. 점술에 빠져드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점집은 기성세대만이 아니
라 젊은 세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성인 70%이상이 한번이상 점을 본 적
이 있고 70%정도가 부적을 가져 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심리적 안정
희구만이 아니라 한탕주의도 유행하고 있다. 하룻밤 돼지꿈에 인생대역전드라마의
기대를 걸고 복권판매대 앞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지난 96년 4천 3백20억원이던
국내 복권판매량이 올해는 8천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업의 연쇄도산 대량실업 금리폭등 주가폭락등으로 신용불량거래자가 속출하
고 소비자파산도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4월 7일까지 소비자파산신청건수는 33건
이고 지난 해의 9건에 비하여 4배가량 급증했다. 소득이 없어 빚잔치를 하고도 모
자라 스스로 파산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형국이다. 파산자로 인정돼 면책결정이 내
려지면 채무로부터 해방되지만 요건은 까다롭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파산신청을
한다. 빌린돈이나 외상값을 갚지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인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하루 2천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잠재적인 파산자들
이다. 잠재적 개인파산자도 수도없이 늘고 실업자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80년대초 미국처럼 개인파산이 ‘사회적 유행’이 될 수도 있다. 개인파
산만이 아니다. 빵을 얻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장발장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생계형 범죄증가는 IMF체제후 한국사회의 불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이
의 우유값을 마련하려고 고물상을 터는가하면 다리난간을 뜯어 고철로 팔아 먹는
사람도 있다. 유니세프모금함이 털리고 공공건물의 휴지 메모지 볼펜까지 없어진
다. 보릿고개시절에나 있음직한 ‘치사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린다. 가정집 슈퍼마
켓 주유소 다방 택시 등 현금이 있는 곳은 범죄의 표적이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실업률이 1% 늘어나면 범죄는 보통 5%이상 증가한다. 만약 올해 실
업률이 9%를 넘어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르면 범죄는 작년보다 35%이상 늘어난
다는 계산이다. 실업자가 2백만명이 되면 국민의 20%이상이 실업자 집안의 식구
가 된다. 이들의 미래가 장발장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외국잡지에서나 보던 홈리스(homeless)들이 우리 삶의 한 풍경화가 됐다. 실직
자 부도기업주등 넥타이부대들이 대거 ‘거지족속’에 편입되고 있어서다. 홈리스는
원래 집없이 떠도는 거지나 부랑자를 일컫는 말이다. IMF이후의 우리사회에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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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3백여명에 불과했던
노숙자수는 지난 2월말 전국적으로 약 1천명, 4월말 2천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
었다. 6월말이면 3천명을 웃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참에 아예 귀향이나 귀농하
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귀농가구가 약 4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 뒤 안가리고 도시로 향하던 70년대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새삶을 시작해보겠다고 대거 농촌으로 몰리는 것이다.
마지못한 U턴이다보니 이들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애달프다. 고향의 흙이 아니
면 먹고 살 데가 없어서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하루 평균 10가구이상이
농촌으로 이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동안 4천가구정도가 귀농(歸農)할
전망이다.
IMF시대는 중산층들에게 날개를 잃게 하였다. 중산층이 추락한 것이다. 감봉정
리해고 자산디플레 고물가가 한국의 중산층을 파산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다
이아먼드형 계층구조는 피라미드형, 심지어는 가운데가 쏙 들어간 표주박형으로
바뀌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품위를
생각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 고급브랜들 선호하던 중산층 소비자들이 양질의 저렴
한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프리미엄급 위스키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프리미업소주도 보통소주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심장병에 좋다며 우아
하게 즐기던 수입적포도주도 한때의 호사가 됐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사라진 ‘예비군상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가난한 시절의 옛향
수를 쏘삭거린다. 보리밥 주먹밥 수제비가 점심메뉴판을 다시 장식하고 있다. 종
합선물세트와 건빵이 상가진열대를 채우고 광고도 70년대식으로 촌티나게 만들어
진다. ‘엄마가 어렸을 적에 이랬단다’라고 일러주는 인형전에는 물지게 굴뚝청소도
구 대장간풍경 구공탄등이 등장해 공전의 히트를 쳤다. 향수어린 보고상품이 IMF
한파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중고품활용도 새로운 풍
속도가 되고 있다. 벼룩시장이 아파트주변 곳곳에 들어선다. 사회적으로는 ‘아껴쓰
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아나바다는
IMF가 낳은 대표적인 신조어이다.
꽁꽁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일깨워 매출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쿠폰으
로 나타났다. 쿠폰을 가져오면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서구문화가 한국에서 뿌리
를 내린 셈이다. 물건값을 깎는 게 어색하고 촌스럽다고 느꼈던 우리들이지만 요
즘같은 소비혹독기에 쿠폰은 훌륭한 고객유인장치다. ‘폼생폼사(폼生폼死)’는 70년
대 신성일이 주연했던 영화 ‘맨발의 청춘’에 나왔던 건달들의 좌우명이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말이다. ‘폼생폼사’는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폰생폰사’(쿠폰
에 살고 쿠폰에 죽는다)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쿠폰을 발행하면 매출액이 30%정
도씩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폰발행을 늘리고 있다. 쿠폰은 이제 IMF시
대 신종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쿠폰은 신용카드사가 팩스나 인터넷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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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한다. 쿠폰의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마일리지 카드 역시 새로운 화폐다.
신용카드사용실적이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비행기표로 보상해주는 마일리지서비스
는 이제 아예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cash back)서비스로까지 발전했다. 마
일리지는 이제 모든 업종에서 사용실적우수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보통명사로 자
리잡았다.

Ⅳ. 극복방안
IMF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복합불황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미국의 경
우 30년대 세계대공황을 겪은 이후 급격한 소비감소로 슈퍼마켓이 탄생하였다. 80
년대 후반 경기불황기에는 디스카운트스토아가 확산되었다. 소비자들은 이때부터
상품구입시 제품본래의 기능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가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
조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비계층의 양극화도 두드러졌으며 부자는 고급품
만을 구매하고 중산층이하는 저가품위주로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IMF를 겪고나서 사회계층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산층 몰락으로 부유층과
서민층의 구분이 확연해지고 대기업중심으로 경제난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산층
을 위한 안전장치가 약해졌으며 구매력이 떨어지고 교육수준도 낮아져 잠재성장
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개인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과 연공위주의 인사제도는 점차 깨질 것이다. 그러면 범용한
인간이 도태되고 실력과 참다운 경쟁력을 갖춘 직장인만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다. 이에 직장내의 봉급도 장기적으로 성과급제도에 따른 연봉제나 계약제로 옮겨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계급서열에 의한 충성도는 희박해지고 얼마나
회사에 이익을 올려 높은 급여를 받는냐는 실리위주로 흐르게 될 것이다. IMF시
대 생존비법은 특정업무에 프로가 되는 것이다. 프로를 꿈꾸는 자에게는 현재 임
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다른 일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임금일 뿐이다. 언제
든 떠날 준비가 돼있는 것이다. 아마추어의 시대는 끝났다. 믿을 것은 자기실력뿐
이다. 애사심이 아니라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회사도 가신(家臣)보다 전문가를 요
구한다. 하지만 프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프로는 미치광이다. 자
기일에 편집광적인 열정을 보인다. 또한 한가지 일만 오래한 사람은 단순 스페셜
리스트이고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리스트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라는 베팅
은 IMF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살아가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위험을 분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남아국가는 실업률이 6%을 넘어서면 소
요사태가 발생하지만 실업률이 10%을 넘는 유럽국가는 큰 탈이 없는 이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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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안전망이 완비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돼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IMF시대에는 개인 스스로 안전
망을 만들어야 한다. IMF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이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
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얇아진 주머니를 ‘노웨어(Know-Where)로 채우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렇다.
그동안 한국은 고도성장의 신화에 사로잡혀 성장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몇 %컸다는 식의 외형주의에 길들여져 왔다. 차제에 성장이란 개념에 대한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은 무의미할뿐더러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보그룹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무너졌다. 자본비율에 대한 고려는커녕 사업성의 기초평가조차 없이 무작정 크고
보자는 성장론이 기업을 무너지게 한 것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은 그런 면에서 가
치파괴형 경영에 알게 모르게 빠져 있었다. 고속성장보다는 의미있는 성장에 기업
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장원리의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의 구조 및 기능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
다. 특히 규제완화와 맞물려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의 정부정책 기능과 국민 서비
스와 관련된 공적 서비스 기능만이 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준공공부분은 민간으
로서의 이관이 추진될 것이다. 반면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로서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한편 공무원들은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개방형 체제로 옮겨갈
것이며 공무원들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게임 룰을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구시대
적인 경쟁제한적 규제와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시장경쟁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맞추어 기업회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등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주의에 충실한다는 것이 모든 규제와 감독을
포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 노동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짐을 깨닫고 이에 대처해
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그
리고 경제정의의 실현 등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IMF시대에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제는 교육이 우리만의 학
문이어서는 안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모든 것을 세계화수준으로 분석하고, 또한 국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
육과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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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문 중심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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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연구> 계획서․보고서 작성과 「실행가설 설정」의 진술 방법
류 택 렬
Ⅰ. 서 언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이 끝나면 연구자는 어렴풋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하면 …이 될 것이다는 가정, 즉 잠정적 가설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가정이라 할 지라도 실천적 현장교육연구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많다.
첫째는 현장교육연구가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
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연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더 중요하
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그들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나
개인이 추진하는 현장교육연구에서는 연구 자체가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가설은 대부분 연역적 논리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성을 갖
고 있다. 그러나 가설을 적용하는 현장은 구체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즉, 학교는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구조 및 과정환경이 각각 다르고 특히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인성 특성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설 적용의 범위와 수준을 같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행가설을 설정하기에 앞서 교육기초조사(일명 현장실태조사)를 하
게 된다. 교육기초조사는 학급이나 학교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현장교육
연구에도 필요하며 교육 기초 조사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넓은 의미)은 사전검사 결과
로서 검증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며, 진단적 연구에서는 이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 계획서․보고서에 따라서는 교육기초조사 또는 현장 실태분석의 절(節)을
하나의 장(章)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실행가설」의
완충지로서의 「실태조사 분석」의 위치로 보아 잠정적 가설의 적용범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는 의미에서 실행가설의 설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실행 가설의 설정」 장(章)에서 함께 논
의하고자 한다.
Ⅱ. 기초 조사 분석(또는 현장실태분석) 진술
기초조사를 흔히 조사연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교육연구에서의 「기초 조사」는
변인간을 비교하는 비교연구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관계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초조사
는 개별적인 사상(事象)을 밝히는 사실조사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현상학적 접근1)
을 통해 `질적 연구2)를 수행한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형태를 구성하겠으나 현장교
육연구에서의 기초조사는 사실조사와 사전검사의 의미로서 추진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분석
진술은 크게 3개의 절로 나누어 진술되고 있다. 그 주요 진술 내용과 방법을 체재별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좰표 Ⅱ-1좱

기초 조사 분석 진술 체재

체재
진술내용
1. 기초 조사 분석 계획
쪾조사목적
쪾조사대상
쪾조사기간
쪾조사 방법
쪾조사 계획표

진 술방법

비고

쪾조사 목적, 대상, 기간, 방법을 기술하고 조사 계획표를 제시한다. 표에는 대상 내용 도구
처리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제시한다.
2. 기초 조사 결과
쪾독립변인과 관련된 요인
쪾종속변인과 관련된 요인

쪾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고 해설, 해석한다.
3. 요약 및 시사점
쪾결과 요약
쪾시사점 제시

쪾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사점은 가설 설정의 단서가 되게 한다.
A. 기초 조사 분석 계획
기초 조사 분석의 진술에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은 조사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
법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연구문제와 실태조사 그리고 실행가설이 일관성 있게 진술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구의 경우는 기초 조사가 단순히 검증을 위한 「사전 검사」의 의미가 강하다. 그
러나 진단형 연구 또는 실천적 연구는 처방(處方), 즉 투입방법을 찾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아스피린을 먹으면 해열이 될 것이다라는 잠정적 가설을 형성하였다
고 한다면 대상(학생)의 나이, 체온, 체질 등 여러가지 진찰(기초 조사)을 한 후 학생에게 알
맞는 수준과 양의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가설의 수준과 범위 등을 정하
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조사 대상, 기간, 방법을 간단히 진술
한 다음 조사 계획표를 제시하고 조사표에는 조사 대상, 내용, 도구, 처리 방법 등을 개조식
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 : 가설 실험학습 적용이 과학적 탐구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1. 실태 분석 계획
실태의 분석은 주로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좰표 Ⅲ-1좱과 같은 현
장 실태 분석 계획에 의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찰, 면담, 질문지, 검사 등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좰표 Ⅲ-1좱

현장 실태의 분석 계획
내용
도구

대상
처 리 방
교사
쪾자연과 교수-학습 실태
질문지
(부록 1참조)
각 문항의 답지별 선택 빈도를 %로 환산하여 비교 고찰한다.

법

학생

쪾과학적 탐구력
실기 평가표
실기 평가 결과 M. SD 산출, 좌우 비교 차의 의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를 구한다.
쪾과학적 탐구 태도
자연과
학습태도 관찰
관찰 평정 결과

% 산출

쪾과학적 탐구 학습 흥미
질문지(부록 1-2 참조) 흥미 검사지
각 문항의 답지별 선택 빈도를 %로 환산하여 비교 고찰한다.
쪾자연과 학력

정치학력 검사지
학력 검사 결과 절대 기준적 해석

B.

기초 조사 결과

조사의 내용이 `연구 문제 및 가설과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계획서․보고서의 내
용이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논리성이 결여되어 논문으로서 구실을 못하게 되므로 주변인(독

립변인과 종속변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만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실태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감기 증세를
보이면 일단은 감기에 관계된 요인만 조사 분석 후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실태분석의 절에
서 할 일이다.
학교 환경 요인
학교의 위치
학교의 크기
학교 시설 설비
학교 재정
교사의 사기
교사 요인
교사의 성격
교사의 태도
교사의 흥미
교사의 교직 훈련정도
교사의 학력
교수지도 능력
학급 교수 요인
교

사

교수활동

평

가 기 준

학교 환경 요인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치

학부모의 교육 관심
가족 구성과 위치
가풍
학교 환경 요인
태

흥

지적
가

능

도
미
력

능

학습활동
학

생

학생 행동변화 요인
학생 성취도
사회성 신장
태도․가치․흥미변화
신체적 성장
기술의 신장
학급분위기
교사학생 상호 작용
수업
과정

좰도 Ⅱ-1좱

현장 연구문제 추출을 위한 문제 모형3)

다만 도․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도․표에 대한 개요(목적, 성격, 방법)등을 설명한 후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논리적인 짜임새를 갖게 되며 독자는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특히 도표를 제시한 후에는 해설과 해석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해석의 경우에는 어
떤 근거(기준, 이론,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의미를 부여해야만 객관적인 사실 제시가 된다

고 하겠다.
주제 : 가설 실험학습 적용을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 방안
a. 교수-학습 모형 적용
수업중 적용된 교수-학습 모형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목별 반응 빈도 및 %는 다음과 같다.

항

좰표 Ⅲ-3좱 수업중 적용된 교수-학습 모형
항목
f
%
비고
1.
2.
3.
4.
5.

지식 이해 중심의 설명적 교수-학습
탐구력 신장을 위한 탐구 학습
과학적 태도 중심의 정의적 교수-학습
통합적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기타

42
20
12

9

․

50.6
24.1
14.46
10.84
․

시험이 교수-학습에 가장
계

83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00

교사들이 수업중에 적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주로 지식 이해 중심의 설명적 교수
-학습 모형인 것으로 보아, 탐구력 신장을 위한 탐구학습은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
석된다.
b. 과학적 탐구력
학생의 인성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성격
목적
탐구력의 실기평가 결과, 연구전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차의 의의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요)
방법

좰표 Ⅲ-7좱
집
략의 결론

과학적 탐구력 신장의 일반적 경향
단
M
SD
23.27

실험반

없다.

22.70

통제반

좰표 Ⅳ-1좱에서

의의가 없다.
해설

6.61

DM

t

0.57

p

대

0.83 p 좱 05

이의

5.96

보면 사전검사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탐구력 점수는 p>0.5 수준에서

따라서 학생들의 사전탐구력은 동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c.

자연과 학력 실태
자연과 학력은 M=68.5로 `반 정도의 학습을 했다는 절대 기준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정치 학력 검사에서 나타난 학력 요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
1.
2.
3.
4.

점
과학적 지식
탐구력
과학적 태도(정의)
과학의 생활화(실체)

달성도
100

75

50

비

25

고

※결과(지식)중심 수업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계

∑ : 142

좰도 Ⅲ-3좱

과학적 탐구력 검사 결과(M)

좰도 Ⅲ-3좱에서 보는 바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

같이 과학적 지식은

매우 높은

반면 탐구력과 과학적 태도

요약 및 시사점

요약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주곡으로서 조사 결과를 주 변인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

한 것으로서 이 절의 핵심은 시사점에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얻은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와 같이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시사점은 반드시 가설설정의 단서가 되는 내용으
로서 가설과 깊게 관련되어야 한다.
주제 : 가설 실험학습 적용을 통한 자주적 탐구학습력 신장 방안
3. 요약 및 시사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관찰, 면담, 검사 등을 통하여 자연과 교수-학습 실태와 학
생의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탐구 태도 과학적 탐구학습 흥미 자연과 학력 등을 조사 분석
한 결과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과학 수업은 사실 정보 기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문
제에 따라 지식 이해 중심의 설명적 교수-학습이 전개되고 학습 목표와 비슷한 형성 평가
문제가 제시된 후 복습 중심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어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의 개
선이 요구되고 있다.
b. 연구 수업 등에서 나타난 탐구 수업은 탐구과정에 따라 진해되고는 있으나 사고의 고
뇌가 없는 극히 짧고 쉽게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여 예상을 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탐구학
습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c. 아동의 과학적 탐구력은 극히 낮았으며, 특히 정보수집력과 예상력이 낮고, 과학적 태
도는 정확성과 객관성 면에서 부진해 탐구학습 중심의 교수-학습이 요구되었다.
d. 자연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정보수집과 가설 형성에는 더욱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연과 학력검사 결과 역시 낮고, 학력 요소를 분석한 결과, 탐구력이 가장 낮아
교수-학습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Ⅲ. 실행가설의 진술 방법
가설의 개념이나 가설의 설정 방법은 연구월보 1996년 5․6월호4)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실행가설의 기본적 진술 방법, 유형별 진술 방법, 그리고 용어별 진술 방법에 대
하여 논의한다.
A. 실행가설의 기본적 진술 방법
실행가설의 진술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 가설만을 제시하고 기본적
가설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검증 내용(결과)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의도하는 행동이 무엇인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설 진술의 기본 모형인 방법+결과에도 위배되지만
검증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 결여를 지적 받게 된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기본적 가설과 구체적 가설로 구분하여 진술 할 것을 권장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
1. 기본적 가설의 진술
학교 연구나 개인 연구에서 흔히 보는 현상의 하나는 실행가설 또는 실행목표라고

쓰고

실행가설이나 실행목표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행가설을 이와 같이 밑도 끝도 없이 제
시하다 보니 이론적 배경이나 실태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 받거나 논리
적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 받는 등 실행가설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제가 `열린수업이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이론적 고찰 결과 열린수
업과 인성 형성과는 깊게 관련되어 있고 현장 조사 결과 교사들은 닫힌 수업을 전개하고 있
고 학생들의 도덕성, 사회성 정서의 발달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열린수업을 전개하
면 학생들의 인성이 크게 형성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가설을 도출하기 까지의 과정을 전제로
제시하고 기본적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 연결 내지는 일관성이 나타나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본적 실행가설은 일반적으로 4어구로 진술되고 있는데 이는 「주제」진술의 어
구와 유사하다.
독 립 변 인 - 처치 - 종속변인 - 종속변인
열린 교수-학습을 - 전개하면 - 전인간성이 - 형성될 것이다.

좰도 Ⅲ-1좱

기본적 가설의 진술 모형

그러나 이러한 가설의 진술 형태는 극히 일반적인 것이며, 연구유형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용어(실행가설, 실행중점 등)에 따라 문장의 표현 방법을 가정법적 문장(~일 것이다)을 쓰기
도 하고 선언적 문장(~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검증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측정
이 가능한 행동적 용어(action word)가 바람직하다.
조 사 연 구 : 학력과 지능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실 험 연 구 : 발견학습을 적용하면 탐구력 신장에 있어서 두 변인간에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이다.
실천적 연구 : 발견학습을 적용하면 탐구력이 신장된다.
실 행 목 표 : 발견학습을 적용하여 탐구력을 신장시킨다.
실 행 가 설 : 다음과 같은 절차 방법으로 발견학습을 전개하면 탐구력이 신장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서 비교적 바람직하게 진술된 기본적 가설의
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주제 : 열린수업 적용을 통한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2. 구체적 가설의 진술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의 분석, 현장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기본적 실행목표는 `열
린수업 적용을 통하여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을 신장한다.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 가설의 진술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것은 「방법」만을 제시하고 연구의 핵
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진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새롭고 효율
적인 「방안」을 찾는데 있는데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는다면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설정한 실행가설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방법」에다 `어떤 또는 `어떻게의 의문 부호를 붙여 자기가 탐구한 새로운 방법을 반
드시 진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열린 수업적용을 통한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이
란 주제 하에 진술한 구체적 실행목표가 다음과 같다면 각각의 실행목표에 `어떤이나 `어
떻게를 붙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여야 한다.
1. 통합적 영어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2. 열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3. 영어 열린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면, `통합적 영어 교재를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영
어 교재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가를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실행목표가
진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모형에 따라 다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아이디
방법
투입 행동
1. 생활장면 선정을 통한
2. 의사소통 중심의
3. 학교 시설 및 매체의 정비를 통한
통합적 영어교재를 재구성하여
열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영어 열린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활용한다.
적용한다.
운영한다.
왜냐하면 통합적 영어 교재의 재구성은 열린 수업 기본조건이며 열린 교수-학습 모형 구
안이나 영어 열린 교수-학습환경은 현장 실태 분석에서 선정된 방법이긴 하지만 교과서적
이고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나 보고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
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의 역할도 연구학교에서는 바로 이 「어떤」방법을 찾는데 있으
며, 시범학교에서는 연구학교에서 찾아낸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촛점
이 모아져야 한다. 실행가설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적 가설과 구체적 가설을 통합적으로
진술한 사례를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주제 : 열린수업 적용을 통한 영어
B. 실행목표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의 분석, 현장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기본적 실행목표는 `열

린 교수-학습 적용을 통하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엉어 듣기․말하기 능력을

신장한다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

1. 생활장면 선정을 통합 통합적 영어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2. 의사소통 중심의 열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하다.
3. 학교시설 및 매체의 정비를 통한 영어 열린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B.

가설의

운영한다.

유형별 진술 방법

정보수집을 통해 논리적인 추리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즉 가설이 설정되면,
가설을 진술해야 되는데, 가설은 현장교육연구의 유형, 수집한 정보의 특성 그리고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의 수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연구의 특성에 알맞는 유형을 선택
해야 할 것이다.
1. 유형 1 : x변인 하나와 y변인이 하나인 가설
본 유형은 주제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석하여 가설을 낱개로 진술하는 형식으로 독
립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추진도 가설 하나하나에 대한 실행과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보
고서에서는 가설별로 실행과 검증 결과를 제시하여 논의의 절(節)에서 종합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경향이다.
주제 :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열린 교수-학습 전개를 통한 교수-학습의 효율화 방안
신기적 문제장면을 제시하면 학습동기가 육성될 것이다.
확산적 발문을 구현하면 창의력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다.
학습방법의 학습을 전개하면 자주적 학습태도가 함양될 것이다.
과학적 탐구 평가문제를 제시하면 탐구적 학습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의 진술 유형은 현장교육연구에서는 드물고 기초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장교육연구는 효과적인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변인을 투입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유형 2 : x변인 하나와 y변인이 여러개인 가설
이 유형은 적용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진술형태로서 기초연구에서 이미 개발한 어떤 모
형이나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코자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가능한
한 x변인의 효과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증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제 : 발견적 교수-학습 모형 적용이 과학과 학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설 : 발견적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면

B ① 탐구학습동기가 육성될 것이다.
②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다.
③ 자주적 학습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④ 과학적 탐구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견학습의 효과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술된 가설이 담긴 연구는 `분석연구와 같은 느낌을 받
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가설이 진술된 연구보고서에는 x변인에 대한 `모형 또는 `프
로그램이 이론적 배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모형과 프로그램 등은 부록 등에 첨
부하여야 한다.
3. 유형 3 : x변인이 여러개이고 y변인이 하나인 가설
현장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설로서 x변인과 y변인이 여러개로 보이기 때문
에 유형 1로 보일지 모르지만 x변인의 하위변수일 뿐, 유형 1과 같은 독립가설이 아님에 유
의해야 한다.
주제 : 발견적 교수-학습 전개가 탐구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견적 교수-학습을 전개하면 탐구력이 신장될 것이다.
A

① 신기적 문제장면을 제시한다.
② 확산적 발문을 구현한다.
③ 학습방법의 학습을 전개한다.
④ 창의적 평가문제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진술된 가설은 흔히 `실행가설이라고 하는데 현장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실행목표도 이와같이 진술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위 사례에서의 `실행가
설을 `실행목표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실행목표 : 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는 `발견적 교수-학습을 전개하여 학생의 탐구력을 신장
시킨다인데 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주변 자료의 활용을 통한 신기적 문제 장면을 제시한다.
그리고 특히 현장교육연구에서는 가설을 유형 3과 같이 진술하고, 검증결과에서는 탐구력
외에 여러가지 관련변수를 검증하고 있는데 이를 유형 1이나 유형 4로 혼돈해서는 안된다.
이는 관련반응변수로서 참고로 검증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가능한 종
속변수를 세분화해서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핵심을 초점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형 4 : x변인이 여러개이고 y변인이 여러개인 가설
이 유형은 유형 2와 유형 3을 통합한 형태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양이 많
아짐은 물론이고 연구에 대한 노력도 배가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성실하
게 추진되어 보고되기만 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공헌
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부실공사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주제 : 발견적 교수-학습 전개가 과학과 학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설 : A와 같은 방법으로 발견적 교수-학습을 전개하면 B와 같이 과학과 학력이 신장될
것이다.
A. 발견적 교수-학습전개
A-1. 신기적 문제장면을 제시한다.
A-2. 확산적 발문을 구현한다.
A-3. 학습방법의 학습을 전개한다.
A-4. 창의적 평가문제를 제시한다.
B. 과학과 학력신장
B-1. 탐구학습 동기 육성
B-2. 창의적 사고력 신장
B-3. 자주적 학습 태도 형성
B-4. 과학적 탐구 태도 형성

C.

실행가설의 용어별 진술 방법

개인이나 학교의 현장교육연구 논문을 보면 `실행가설, `실행목표, `실행중점, `실행
방침, `실행과제등과 같이 여러가지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
의 기본은 과학의 논리에 의한 「가설」로서 실천적 현장교육연구에서의 「실행가설」에 해
당한다. 그런데 최근 경영이론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학교경영5)이니 학급 경영 그리고
교육경영6)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활동이 탈가치지향적 활동이
라면 교육활동은 가치지향적 활동인데, 현장교육연구는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리고 교육경영을 위해 정보수집(이론 및 기초 조사 등)을 통해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실
천하는 과정과 교육연구를 위해 정보수집(이론 및 기초조사)을 통해 실행가설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과 특히 연구나 경영이 모두 과학적 방법7)을 배경으로 한다
는 점에서 그 배경이 같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이 구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필자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나 뉘앙스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좰표 Ⅲ-1좱

실행가설의 용어 유형과 진술방법
용어의 유형
의미
사례
비 고

진

술

방

법

가 설
개념․원리를 배경으로 설정한 준법칙
변인관계로 진술
발견학습을 적용하면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다.
기초 연구
실행가설
종속변인과 관계된 문제해결 방안
종속변인과 문제해결 방안 진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견학습을 적용하면
현장 연구
실행목표
도달점 행동과 관계된 투입 행동
의도적 가치지향적 문장 진술
발견학습을 적용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경영 연구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다.

실행중점
실행목표와 관계된 중점 사업
실행목표와 노력중점적 사업 진술
확산적 발문을 구현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

실행방침
설정된 목표 달성이나 제기된 문제, 해결 지침
목표 달성 또는 문제해결 지침 진술
열린 수업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

실행과제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제기된 문제(결과, 방법)진술
학습방법의 학습을 통한 자주적 학습 태도 함양
〃

좰표 Ⅲ-1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하는 범주에
들어오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로 진술되어야 하며 `할 것이다, `한다, `통한 등
의 표현을 통하여 용어의 유형에 따라 바르게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설과 실행가

설, 실행목표와 실행중점, 실행방침과 실행과제는
한다.

Ⅳ.

유사한 표현이 많아 쉽게 구별되지 않기도

결 어

현장 실태 분석 또는 기초 조사 분석 결과는 별도의 장을 두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초 조사 역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잠정적 가설을 갖고 전개되어야 하
고 이론적 배경에서 형성된 가설이 기초 조사 결과를 통해 그 범위와 수준을 정하여 실행가
설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실행가설의 설정」에서 함께 논의하였다. 그러나 진단적 현장교
육연구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실천적 현장교육연구의
특성상 실행가설은 현장 실태와 보다 깊게 관련되고 있다는 논지에서 한데 묶은 것으로 어
떤 원칙이나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행가설의 진술에서도 석․박사의 논문의
경우는 진술된 가설 다음에 가설별로 두 변인 관계를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데 매우 바
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천적 현장교육연구의 경우는 대부분 실행가설로서 x변인이 여러개이고 y변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의 「관계」 논술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고에서는 믿도 끝도 없이 구체적 가설만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성의 결여와 검증 내용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가설 설정의 배경을 약술한 다음 실행가설의 진술에서와 같이 기본적
가설과 구체적 가설로 구분하여 함께 제시하는 가설의 진술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설, `실행가설, `실행목표, `실행중점, `실행방침, `실행과제 등과 같
은 용어의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의미 부여와 함께 진술방법을 제시하기에 노력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 현장교육연구나 학교 현장교육연구 계획서․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흔히 현장교육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방안을 찾는데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장교육연구 추
진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놓고도 실행목표의 진술에는 새로운 것이 진술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논문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
본고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연구의 참신성은 「주제」진술에서도 나타
나지만 「실행가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교육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
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열린교육의 적용은 아직도 요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예를들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열린수업 방안을 교사 스스로 탐구하여 적용
해야 할 터인데 몇 개의 개발된 열린수업 아이디어에 맞추어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어떤 학자는 또 하나의 「닫힌 수업」이라 혹평하고 교사들의 연구력
부족을 크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열린수업은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전개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구성할 것인가는 현장교육연구와 관련된다. 그외 학습문제 장면의 재
구성 문제, 교수매체 구안 활용 문제 학습지 개발 활용 문제, 학습조직 문제, 학습방법의 학
습문제, 열린학습환경(물리적, 심리적)조성문제 수행평가문제, 열린수업 지원행정 문제, 교사
교육(직전교육 및 현직교육)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탐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창조는 교사들의 부단한 현장교육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의 정상화
를 위해 열린교육이 요구됨과 같이 진정한 의미의 열린교육의 전개를 위해 현장교육연구를

통한 새로운 가설의 창출이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장교육연구를 백안시 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현장교육연구의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현장교육연구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열린수업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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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연구> 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요약)

미래의 꿈을 키우는 소규모 농촌학교의 열린교육
임실신평초등학교
Ⅰ. 운영보고의 시작
1. 농촌 소인수학교의 고민
본교도 다른 농촌 소인수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농 현상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와 소규모
학교 교육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편협된 생각에서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통폐합 내지는 분교로의 격하 등 농촌 학교의 일반적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도 문제이려니와 어린아이 울음소리 한 번 듣기 힘든 농촌사회 인구
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었다.
2.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문제 선정
이러한 농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며, 하고 싶어하는
공부꺼리들로 신바람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열린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운영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가. 열린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구성 및 여건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학생이 즐거워하는 공부꺼리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구안하여 적용할 것인가?
다. 열린교육을 위한 초․중등 연계 교육활동은 어떻게 구안 적용할 것인가?
Ⅱ. 시범 운영을 위한 계획
1. 대상 및 기간
가. 대 상 : 전북 임실 신평초등학교
구분
교사
학
생
1학년
5학년
6학년
계
인원
11 11
11
나. 기 간 : 1998. 3. 1~1999. 2. 28(1년간)
2. 시범운영 추진 단계

2학년

3학년

8

8

4학년
18

16

72

계 획

단계

영역

문헌연구
운영과제 선정
사전 연수
관련 이론 고찰 및 선행운영 내용 탐색
시범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운영을 위한 자율 연수
98. 2. 1~2. 10
98. 2. 11~2. 20
98. 2. 21~2. 28
실 천
운영내용실 천
교과분석 및 재구성
열린교육환경 조성
선 협의에 의한 수업 공개
협력학교와의 연계계획 수립 및 운영
열린교육 단지 연계 열린교육 공동연수
98. 3. 1~5. 31



보고 및 후속운영
보고서 작성
보고회
후속 운영
보고서 작성
보고회
시범 운영 내용 보완 및 후속 운영
98. 5. 1~5. 12
98. 6. 3
98. 6. 4~99. 2. 28


추 진내용

기간

3. 운영 위원회 조직(생략)
Ⅲ. 실천하고 있는 내용
1. 열린교육 여건 조성면에서
가. 트인 사고를 위한 트인 교실 공간 조성
⑴ 교실 공간을 트게된 목적과 이유(생략)
⑵ 본교 트인 학습실의 현황
<2층 학습 공간 구성>
<1층 학습 공간 구성>
도-1좱 트인 교실 현황
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별실 조성 운영(생략)
다. 고품질 교육을 위한 교수 매체의 현대화 추진
(생략)
라. 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⑴ 시설현황(생략)
⑵ 교육 정보자료 활용 학습 기본안
교내 교실간 정보망을 이용한 교육 정보 자료 활용학습은 분단 또는 개인 학습이 이루어
지므로 다음과 같이 기본안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교내 정보 자료 활용 학습
전시학습 상기
학습목표 제시 및 동기유발
원격부팅 및 조직 학습내용 선택
교육 정보 자료 목록 제공

교내 정보망 이용 학습
분단협력 학습(학생)
원격 실행
학습지 해결
화면 검색
(개별지도)
주요 화면학습(교사, 학생)
메시지 교환(질문, 설명)
교사의 궤간 지도
학습지 이용한 결과 토의
(전체 지도)
보충 및 심화 지도
<도-2> 교육정보 자료활용 학습 과정안
2. 열린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가.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⑴ 교육과정 재구성의 절차
관내 열린교육 지원단과의 연계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재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 절차
교육과정 재구성 절차 -> ② 교육과정 분석 -> ③ 분석에 의한 협의 ->
④ 재구성 방법 확정 -> ⑤ 재구성안 작성 -> ⑥ 투입 적용 -> ⑦ 투입결
과 분석 ->
⑧ 재 협의에 의한 수정보완 -> ⑨ 재 투입 적용
⑵ 운영 내용
㈎ 1일 일정표 작성 운영
① 교과 및 단원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시간 운영을 위하여 80분 단위의 수업 권장

②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사의 재량 운영으로 휴식시간 조정 운영토록함.
③ 교과 단원의 후속 학습과의 연속성 및 학습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고정 시
간표를 벗어나 주간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
④ 수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타종의 횟수를 1일 3회 운영.
쪾1회 : 1B 수업시작(09:10)
쪾2회 : 2B 오전수업 종료(12:30)
쪾3회 : 3B 오후수업 종료(15:10)
좰표-1좱 1일 일과표 설정 운영
요일 / 시간, 구분 월 화
08:30~09:00(30분) 아침활동
역할부서 활동 및 오름길 공부
이야기 마당(Rug Meeting)
09:10~10:30(80분)
10:30~11:00(30분)
11:10~12:30(80분)
12:30~13:50(80분)
13:50~15:10(80분)
15:20~16:40(60분)
16:40~17:00(20분)
제1B
중간학습
제2B
제3B
방과후 활동
교사연수
교 수
무용활동
교 수
학 습
무용활동
학 습

수

목

금

토

활 동
태권도
활 동
무용활동
태권도
점심, 불소 양치질 지도, 자유활동 시간
방과후 교육활동
교사 수업준비
방과후 교육활동
교사 수업준비
※토요일 시정
좰1B좱
09:10~10:30
좰2B좱
11:00~
㈏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
① 교과 분리형
② 교과 연합형 수업
③ 동일교과 동계열에 의한 학년 통합
④ 교과 초월형 수업
좰표-2좱 교육과정 재구성안
예 : 제2학년 국어과
지도시기(월 주
관련교과

차시)

단 원
학습활동 주제
쪽수
기본교육과정관련
시간(분)
교수-학습 형태
예습과제
관련자료(영상자료 녹음자료 구체물 반구체물
자료확보 구분(괘도 구입 제작 수집)
3
1
1/7
2-3/7
4/7
5-6/7
7/7
말듣
즐생
말듣
읽기
1.
우리들은 2학년
1) 자기소개하기
2) 친구모습 그리기
3)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하여 말하기
4) 글을 알맞게 띄어 읽기
5) 글의 내용 파악
6. 7
7
8. 9
6
1-①

학습지)

1-③④
1-②
1-③④
1-⑤
120
40
80
40
물레방아 학습 일제학습 모둠학습
쪾자기를 소재로 생각해 오기
쪾잘못 읽은 말이 엉뚱한 뜻으로 되는 말 알아오기
쪾동시 외우기
쫛쫛쫛쫛

㈐ 교과별 교수-학습 주 적용 학습 방법
전 학년 전교과 내용 분석에 의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별 열린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
좰표-3좱 교과별 열린 교수-학습 방법 적용 형태
순 교과
주 적용된 열린학습 방법
학습내용 조직의 다양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슬생
즐생
바생
영어
신문활용 학습, 역할극학습, 개별학습
물레방아 학습, 마인드맵지도, 자리학습, 개별학습
수준별 개별학습, 자기선택 개별학습
프로젝트 학습, 주제학습, 현장학습, 신문활용학습, 전문가 활동
프로젝트학습, 주제학습, 현장학습, 자리학습
개별학습, 자리학습
개별학습, 자리학습
개별학습, 자리학습, 협력학습
개별학습, 프로젝트학습, 현장학습
개별학습, 자리학습
개별학습, 자리학습
역할극학습, 개별학습, 신문활용학습
역할극학습, 첸트학습, 노래중심학습
1. 교과분리형
가. 단일교과 단일활동 일제학습
나. 단일교과 단일활동 수준별 수업
다. 단일교과 복수활동수업
라. 복수교과 병행 학습
2. 교과연합형 수업
가. 동일주제 및 제재연속 수업
나. 제재중심 교과병행 수업

다. 주제중심 교과병행 수업
라. 능력중심 교과병행 수업
3. 교과 초월형 수업
가. 프로젝트 수업
나. 다양한 열린 교수-학습 활동 추진
⑴ 추진 내용
구분
세 부 추 진 내 용
(가) 협력 학습 여건 조성
쪾공동 사용 자리학습장(코너)조성
- 실험, 실습 공동 조사 탐구
- 모듬 활동 보고서 작성
(나) 주간 학습 예고제 운영
쪾교육과정 재구성안에 의한 주별 학습 내용 선정 예고제
- 학습활동 계획, 예습과제, 주말과제, 가정통신, 학습 준비물 등 상세 안내(매주로)
(다) 열린 학습지 활용 및 개발
쪾기 개발 보급된 자료 내용 선정 활용
- 교과별, 학년별, 학습지 개발(창의성 신장자료, 선택학습지 등)
(라) 다양한 평가 방법 적용
쪾학습과정 중심의 평가 쪾보고서 평가
쪾포트폴리오 평가
쪾참여도, 활동성, 태도 평가
(마) 꿈을 열어주는 교수-학습 활동 전개
쪾활동중심의 학습 활동 쪾조사, 탐구, 연구활동
쪾현장탐방
쪾통합학습
쪾주제학습
쪾전문가 학습
쪾신문활용 학습
쪾자리 학습

쪾과제병행 학습
쪾마인드 맵
쪾모듬 학습

(바) 개인 연구 활동
쪾견학, 방문, 탐사, 실험관찰 활동을 통한 연구 보고서 작성
쪾주말 탐구 과제 및 휴가중 과제 해결 보고
쪾발표기회 제공(개인, 학급, 학년 등)
(사) 트인 학습 공간에 알맞은 협력 학습 풍토 조장
쪾공동 협력 학습 활동
쪾실험 실습 공동조사 탐구
쪾모둠 활동 보고서 작성

(아) 자기 평가 및 보상제 실시
쪾신평 어린이 1일 생활 실천카드 활용 쪾개인, 집단 목표 성취 결과 상표 부여
쪾우수 어린이 및 우수 집단의 시상
쪾`기본생활 길잡이연계 평가 보상
다. 교수-학습 정보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설치 운영
⑴ 운영 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주소 : http://user.chollian.net/~sp/home.htm
㈏ 홈페이지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
① 인터넷 검색 방법연수
② 기자재 조작, 파워포인트, 저작도구, 컴퓨터 통신
③ 홈페이지 활용 교수-학습 활동 전개
㈐ 학생 교육
- 기자재 기본 조작 과정 : VCR, OHP, 실물화상기, 녹음기 조작, 컴퓨터 불러오기,
마우스 조작, 입출력문, 그림삽입, 통신자료 검색 등
라. 신나는 수학과 개별화 학습프로그램 운영
(DGPS지원 SUNS-TL학습체제)
⑴ 구체적 운영 및 추진 과정
과 정
추
진
내
㈎ 협력체제 구축
쪾DGPS지원 SUNS-TL활용 협력 체제 구축
- 연구 지원 : 사단법인 인간 교육원
- 행정 지원 : 전라북도 임실 교육청
㈏ 현직교원 연수
쪾DGPS지원 체제 활용 교사 연수
- 운용체제 실기 연수(6회)
- 장소 : 전북 익산시 「인간 교육 연구원」
- 강사 : 이상기 교수(원광대학교 사범대학)
㈐ 교육여건 조성
쪾DGPS지원 SUNS-TL활용 교실망 설치
① 학습실 조성 : 1실(10평)
② H/W (25명)
- PC 16 bit At (File Server) 1세트
16 bit XT(교사용) 1세트
16 bit XT(학생용) 25세트
- 프린트(136칼럼, 1행 320자 이상) 1세트
- LAN카드와 케이블(부속 포함) 30세트

용

- 모뎀(원거리 통신망용 내장형) 1세트
③ S/W
NOS(Network Operation System) 30 user 1세트
SUNS-TL OS 1세트
㈑ 교수-학습 전개
쪾대상 교과 : 수학과
쪾대상 학년 : 2-6 학년
쪾교과 내용 : 학년, 학급, 학생별 단원, 차시별 개별화, 교수-학습 전개
마. 소질과 잠재력 계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생략)
바. 꿈과 개성이 담긴 `학습물 중심 환경 구성
⑴ 추진 내용
구 분
영역
공간 활용 학습물 중심 환경
쪾교실공간 활용 극대화
- 융통성과 가변성 있는 환경
- 학습결과물 중심 환경 구성

추

진

내

용

쪾학습센터 쪾놀이센터
쪾시청각센터 쪾탐구센터
쪾정보학습센터
쪾학습결과물
쪾탐구보고서, 가족신문, 신문학습, 주말과제, 협동학습물, 학급신문,
탐구보고서, 동시자료, 그림지도, 편지글, 독서감상문, 탐방보고서,
현장학습지, 논설문 쓰기, 오름길학습, 주제학습물, 창의성학습지,
국제이해교육, 환경탐구교육 등
공간 시설 환경 구성
쪾학교 공간시설 환경구성
쪾국제이해교육코너
쪾환경탐구코너
쪾인성교육코너
쪾경제교육코너
-학습결과물 연계 구성

특별실
쪾특별실 환경구성
쪾활용성 고려 내용 선정 구성
- 교육과정 운영 연계교육
3.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열린교육활동 면에서
가. 긍지와 꿈을 심어주는 「전교생 태권도․무용」지도(생략)
나. 삶의 보급자리 찾기를 위한 `환경 보전교육
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 개별과제 학습
좰표-4좱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말과제
월 주 과제내용
과제 해결 방법 안내
98년 3월
1
2
3
4

제5학년

우리 동네 인구의 연령 조사하기
우리 고장의 농작물 재배 변화
우리 마을 가축 종류 조사하기
새들이 밤이 되면 둥지를 찾는 이유
마을 이장님과 함께
부모님께 문의하기
직접 조사하기
백과사전 등을 이용
라. 확산적 사고와 신사고 계발을 위한 `신문 학습과 `마음의 지도학습(생략)
마. 나의 글 나의 주장 `논설문 쓰기
⑴ 월별 논술 주제

좰표-5좱 월별 논술 주제
3
1
2
3
4
쪾내 몸에 날개가 있다면
쪾사람의 눈이 뒤에 있다면
쪾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쪾내가 꾸중을 듣는 이유
4
5
6
7
8
쪾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쪾산과 바다중 내가 좋아하는 곳?
쪾감명깊게 읽은 책
쪾장애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5
9
10
11
12
쪾어린이날의 추억(하고 싶은 일)
쪾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쪾고생하시는 어머님
쪾개가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이유
6

13
14
15
16
쪾운동을 하면 좋은 점
쪾독서의 이로운 점
쪾물건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
쪾추운 바다에서 사는 고래
7
17
18
쪾행복이란?
쪾나의 장점과 단점
8
19
쪾내가 만약 소가 된다면?
9
20
21
22
23
쪾내가 만일 새가 된다면?
쪾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쪾나의 고민은?
쪾우리 학교의 자랑
10
24
25
26

27
쪾우리 학급의 자랑
쪾학교 물건을 아껴야 하는 이유
쪾친절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자
쪾우리 부모님의 나에 대한 바램
11
28
29
30
31
쪾나의 소원을 이루려면?
쪾주인정신을 갖자
쪾봉사의 중요성
쪾교통사고를 줄이려면
12
32
33
쪾시간을 아껴써야 하는 이유
쪾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
99.1
2
34
35
쪾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쪾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
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모두가 최고인 시상제 운영

⑴ 추진 내용
좰표-6좱 모두가 최고인 시상제 운영 계획
구 분
추 진계 획
시 상 자
1) 전아동 시상제
쪾개개인의 장점 찾아 시상
쪾어린이날 전학생 시상
교장 및 전직원
2) 빛내리 시상
쪾어린이 신문, 지방지, 중앙지 등 신문 게재 작품
학교장

쪾방송 출연 학생 시상

3) 지(智)
쪾수학경시, 논설문 쓰기, 자랑발표, 나의 주장, 웅변, 독서, 일기쓰기 등 우수학생, 주제탐구
발표, 조사연구 등
학교장
담임상
4) 덕(德)
쪾덕행이 뛰어난 어린이
학교장․담당교사

쪾어린이날 표창등

5) 체(體)
쪾체육분야 : 교내외 대회(육상, 구기, 기계, 보건, 줄넘기, 태권도 등)
〃

6) 기(技)
쪾과학행사, 경진대회, 탐구사례, 과학의 생활화, 컴퓨터 환경탐구, 발명품 등
학교장
7) 예(禮)
쪾글쓰기, 서예, 그리기, 포스터, 노래자랑, 연주회 등
학교장․담당교사
8) 효(孝)
쪾효행실천, 경로효친
〃

9) 봉사
쪾봉사분야, 환경탐구, 환경보전

〃

10) 과제 탐구우수
쪾개별과제 이행

쪾방학중 과제 우수아

〃

11) 담임 시상제
쪾학습생활 수범 어린이
〃

12) 우리들 시상
쪾어린이회 선정아동 시상(선행, 봉사, 우애, 효도 등)
어린이회장․상호시상
4. 초․중등 언제 활동을 통한 열린교육의 확산면에서
가. 초․중등 열린교육 공동연수 및 수업공개
⑵ 추진 내용
열린교육 단지화 운영계획에 따른 제3지구 운영계획은 아래와 같다.
좰표-7좱 제3지구 열린교육 단지 연수계획
순 일자 장소 영역
1
98. 4. 7
관촌초
계획수립
쪾열린교육 제3지구 운영계획
3지구
초, 중등 공동
계획수립
2
4. 30
신평초
연합연수
쪾제3지구 초, 중등 공동연수
쪾수업공개

추 진 내 용

참가대상

비고

3지구
전교사
수업공개
7
6. 4
신평중
연합연수
쪾제3지구 연합연수
쪾수업공개(신평중)
3지구
전교사
3지구
전교사
8
6. 24
운암중
연합연수
쪾제3지구 연합연수
쪾수업공개(운암중)
〃

3지구
전교사
나. 지역사회 정보 센타로서의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생략)
다. 자기 성장촉진을 위한 세미나식 자율장학 활동
(생략)
라. 열린교육 지원단에 의한 자료 개발 보급 활용
⑴ 개발된 자료
좰표-8좱 군내 열린교육지원단과의 연계 개발 자료
개 발 자 료 명
수 량
비 고
쪾공부의 길잡이
쪾기본생활길잡이
쪾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쪾교수-학습 프로그램
80 부

80 부
80 부
80 부
에듀넷 탑재
에듀넵 탑재
에듀넷 탑재
에듀넷 탑재
쪾개별학습 프로그램
400부
국어과 오름길 공부(100단계)
수학과 오른길 공부(150단계)
Ⅳ. 열린교육 추진 결과 및 노력할 점
1. 열린교육 추진 결과
가. 열린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면에서
⑴ 다기능화된 학습의 장 조성으로 아동들이 뛰놀고 뒹글며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변

화

⑵ 첨단 교수매체의 활용과 교실의 탐구장화로 학습동기와 흥미를 고취시켜 자주적 학
습력 신장
⑶ 정보 활용교육 결과 컴퓨터 활용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
로 변모
나. 열린교육과정 운영면에서
⑴ 다양한 열린 학습활동은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힘과 조작능력의 신장
⑵ 트인교실에 부합되도록 학년 통합 팀티칭제 운영으로 아동들의 활동중심의 교육의
장을 마련
⑶ 공동학습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
성
⑷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력 신장과 학교 홈페이지 설정 운영으로 정보 활용 능력 제고
및 학교 사랑의 긍지 앙양.
⑸ 수학과 수준별 개별화 프로그램에 의한 교수-학습과정의 운영으로 수학과 학습에
대한 흥미 고취.
소

⑹ 특별실 조성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잠재능력 계발과 도․농간의 교육 문화적 차의 해
다. 열린교육 활동면에서
⑴ 농촌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어린이들의 잠재 능력 계발

에 기여
⑵ 어린이 스스로 찾아 학습하려는 의지 함양
⑶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과제로 학교 교육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
⑷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학부모들의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라. 초․중 연계교육을 통한 열린교육의 확산면에서
⑴ 중등 교사들의 열린교육에 대한 의지 고양
⑵ 공동 연수활동으로 인한 초․중등 연계교육체제의 구축
⑶ 열린교육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 대응교육에 부응
2. 앞으로 노력 할 일
1. 트인 교실에 부응된 통합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재구성
2. 농촌 학생들의 학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학습력 신장
3.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충분한 확보와 활용 대책
4. 내실있고 심도있는 교육내용 선정을 통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도․농간의 교육 문화
적 격차 해소에 주력
5. 날로 연소화되어 가는 청소년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긍정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활용
6. 학교교육의 이해의 폭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부모 프로그램 개설운영
7. 초․중등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초․중등 연계 교육체제의 확실한 구축

(특별활동 교육분과 현장교육 연구보고 요약서)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습관 형성 방안
Ⅰ. 연구의 동기
쓰레기종량제는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라 처리비를 내는 제도로써 쓰레기종량
제는 전국의 모든 가정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국가가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쓰레기를 많
이 버리는 습관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어려서 부터 습관화 되지 못하
고 재활용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 배출로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이 대부분 과포화 상태에 이
르게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지 못하여 남몰래 버리는 쓰레기만도 전국적
으로 엄청난 수량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매일매일 듣고 있었
던 것이 사실이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가정과 사회의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종량제가 몰고온 부담은 지혜있는 쓰레기의 처리로만 극복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Ⅱ. 연구의 목적
첫째 : 순환제 역할분담을 통하여 자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안하여 실천한다.
셋째 :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방법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 실행목표 1의 실행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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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의 도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제 역할분담을 조직하였다.
a.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 조직
1) 조직
∘ 재활용의 종류별 분리수거를 위해 10개 부서를 두어 조별로 순환 하도
록 하며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였다.
∘ 아동의 내적 욕구에 따라 학급 아동 전원이 자발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 하도록 하였다.
∘ 분담 활동을 즐겁게 하고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분위기를 위하여 조별로
역할부서를 1개월씩 순환 시켜서 생활환경과 통합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2) 순환제 역할분담 조직표
조별로 순환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의 역할분담을 수행하도록 1조
에 3 - 4명씩 조직하였다.
3) 역할분담의 순환
전학급 아동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를 모든 분야에 걸쳐 직접 체
험할 수 있도록 1개월에 1조씩 역할 분담을 순환하면서 분리수거 하였다.
b.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 내용 선정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를 아동들의 조별 역할분담 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과 교사가 협의하고 분석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 하였다.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의 통합적 연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종량제 분
리수거 의욕을 높이고 개방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효과적인 역할분담 활동
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a.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 연간지도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을 위한 연간지도 계획을 통합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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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작성하였다.
b. 개방적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협의활동
개방적 협의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每月 첫주 목
요일 6교시 개방적 협의활동 시간을 활용하였다.
매월 첫주에 계획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활동의 실천과 반성의 협의를 위해
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 6교시 협의활동 시간을 활용하였다.
a.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 시간 배정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은 특별활동 시간과 하루의 일과시간중 휴식시간, 청
소시간,점심 대기시간을 활용하였고 특히 1,4,주 목요일 어린이회의 시간을 개방
적 협의활동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B. 실행목표 2의 실행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를 내용을 익히기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
기 위하여 훈화지도를 실시 하였다.
a. 훈화지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새로운 개념과 내용을 사전에 지도하여 부담스럽지
않게 5분간의 사랑의 훈화를 통한 접근 방법으로 시도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관
련 시사성과 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
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분리수거에 적극적 동참케 하였다.
1). 훈화자료 제작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여 제작 하였다.
2). 훈화자료의 활용
제작된 훈화자료는 3월 매주 목요일 6 교시 특별활동 시간에 5분간의 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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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하여 지도 하였다.
b. 분리수거함 및 분리수거대 제작
a. 분리수거 방법 지도
1) 모든 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꼭 분리수거 하도록 하였
다.
2) 자기 주위를 항상 점검하여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3) 발생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함에 분리하여 넣도록 하였다.
4) 혼합된 쓰레기는 재분류 하도록 하였다.
5) 쓰레기는 발생 즉시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다.
6) 재활용 쓰레기를 파손 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7) 지난해 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의 분리수거 방법을 충분히 익혀서 능
숙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분리수거 훈련실시
1) 부별 분리수거 활용 훈련안에 따라 분리수거 하도록 하였다.
2) 10개의 부서별로 조장과 조원이 서로 협조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하였다.
3) 순환제 역할 분담 활동은 훈련안의 순서대로 분리수거 하여 아동 모두가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 요령을 익히면서 습관화 되도록 하였다.
4) 분실물의 재활용으로 소비절약과 자원의 재 활용 방법을 지도하였다.
5) 재 활용품은 학교에서 일괄 처리 하도록 하였다.
6) 아동들 스스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방법을 익혀 분리수거 하도록 하
였다.
c.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된 쓰레기양 조사
1) 분리수거 월별 수집량
1연간 발생되어 분리수거된 쓰레기 수집량은 다음과 같다.
∘ 폐휴지는 실습시간 ( 미술 ,실과 )이 있는 달은 배출량이 많았다.
∘ 우유팩은 월요일-금요일 ( 5일간 )과 토요일에 나오는 양이 일정 하였다.
∘ 신문지도 고정적으로 분리수거 되었다.
∘ 마시는 음료 ( 페트병,요쿠르트,캔,빈병,팩 )의 용기는 3,4월에는 양이 적
었는데 5,6,7월이 되면서 발생량이 많은 것은 온도와 관계가 많아 소모량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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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분실물 발생량
자기의 물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분실물이 발생되었다. 버릴 수 없고 재활
용할 수 있는 학용품은 골라서 주인을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불우한 아동
에게 사용 하도록 하였다.
∘ 분실물은 일주일 동안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없을 때는 불우한 아동
이 사용 하도록 하였다.
∘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중요함을 알도록 하였다
∘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로의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알도록 하였다.
a.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행동수칙 실천
1) 행동수칙 제정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활동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분리수거 습관
과 올바른 태도를 형성 시키기 위해 행동수칙을 제정하였다.
2) 행동수칙의 활용
10가지의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행동수칙을 환경판에 게시하여 아동들이
실천토록 하였고, 매일 학급조회 시간에 10훈을 낭독 하도록 하여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하였다.
b.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실천카드를 활용한 평가
1)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행동수칙과 관련된 실천사항을 쓰레기 종량제 분
리수거 실천 카드에 평가를 하여 반성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 하였다.
2) 각 항목별 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모님과 같이
평가 하도록 하였다.
c. 월별 시상제 운영을 통한 실천 의욕의 강화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별로 실천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여 실천 의욕을 더욱 강화 하였으며 우수 가정도 선발하여 시상 하였
다.
d.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강화를 위한 가정과 연계 지도
가정과의 연계 활동은 쓰레기 종량제 습관 형성을 위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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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른 분리수거 활동이 가정과 가정외에서도 지속되도록 연계 지도를 실시
하였다. 특히 학부모의 간담회를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취지와 실시
요령 및 방법등 아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 하도록 하였으며 집안 식구
모두가가 동참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
C. 실행목표 3의 실행

a.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표어,포스터 그리기
표어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경험이 있으므로 아동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에 관한 지도안을 작성하여 표어를 짓고 포스터를
그려 습관이 내면화 되도록 하였다.
b.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벽신문 만들기
벽신문은 아동들 스스로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관심 거리가
많아진다. 늘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방적인 표현을 자
연스럽게 나타내고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린이 자신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
결하는 방법을 표현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다.
c.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글짓기 실시
아동들의 상상력과 사고력, 문장력을 기르며 자기 표현력을 함께 기르는 글짓
기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학교와 가정 그
리고 사회 활동에서 느낀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의 경험한 사례를 솔직하게 표현
하게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데는 지속적인 강화 활동이 필요하여
여러가지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a.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스크랩북 제작을 통한 실천 강화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아동들에게 분리수거의 습관을 생활화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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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분리수거 요령을 접하게 함으로써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스크랩을 제작하고 자료화 하였다.
b.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일기쓰기를 통한 실천강화
생활일기를 통해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의 습관과 자율성을 기르고 매일 매
일의 활동을 표현 함으로서 반성을 통한 실천 의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들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는 주위의 환경보호, 자연보호와 관련된 동
물, 식물들의 이야기와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실천 내용을 연계시켜 쓰도록 하
였다. 쓰레기를 재활용 하므로써 그나마 적은 우리의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려는 국민들과 함께 바람직한 학
교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a. 국토 대청결운동 적극 참여
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집 앞은 깨끗하게 쓸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되면서 길거리에는 예전보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적어 환경이 깨끗하지
못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면 쓰레기 봉투를 면사무소에서 주고 있지만 그래도 잘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우
리학급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특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다.
b.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지도
지정된 장소까지 왕복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편성된 10조의 조장의 책임아래
수거된 쓰레기를 재분류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1.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은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율적인 쓰레기 종량
제 분리수거 활동의 습관화에 도움을 주었다.
2. 쓰레기 종량제의 분리수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안하여 지속적인 분리수거
의식과 습관 형성은 매우 효과적 이었다.
3. 행동수칙과 개인별 실천카드 활용 및 시상제 운영은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주었다.
4.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의 습관 형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에 대한 의식과 함께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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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개방적 협의활동과 학습활동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시켜 나가는데 큰 효과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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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활용

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원광대 교수 정성태
지난 호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에 사용될
오디오, 정지 화상, 동영상 등의 미디어들 각각
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자료들을 준
비한 다음에는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사용하
여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를 생성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라면
CD-ROM 타이틀과 같이 대규모의 자료를 만드
는데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툴북이나 디렉터 등
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들의 사용 방법을 모든
선생님들이 익힌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
이다. 따라서 이 번 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
수 학습 자료 제작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파
워포인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다
음 호에서는 멀티미디어 툴북을 이용한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파워포인트는 텍스트로 구성된 단순한 학습
자료의 저작 뿐만아니라 오디오, 정지화상, 동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미디어들이 종합된 멀
티미디어 학습 자료의 저작에까지 폭넓게 사용
될 수 있다.

․ 내용 구성 마법사 : 여러 가지 주제 별로 미
리 정의된 서식과 내용 구성 방법들이 제공
된다. 이 마법사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의 형식, 유형, 선택 사양, 그리고 인쇄 옵션
들을 지정하면 프리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생
성되는데, 사용자들을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의 구성에 따라 내용만 입력하면 된다.

-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

․ 서식 파일 :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서식을 이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한다. 서식에는 배경 그림,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 새 슬라이드 구성 : 기본 값으로 설정된 문
자열과 색을 이용하여 새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한다.
2. 서식 파일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여기에서는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프레젠테
이션을 작성하기로 하자. 앞의 그림에서 서식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서식 파일은 다음
1. 시작하기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 ‘디자인’, ‘프레젠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테이션’, ‘Web 페이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창이 나타나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먼저 부류를 선택한 다음에 서식 파일을 선택
것인지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열을 것인지를 하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해당 서식이 나타난
다.
선택하게 된다.

앞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새로운 저작을 원하는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슬라이드 구성 방식

을 선택하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서 저작하려는 학
습 자료의 제목을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그 다
음부터는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구성을 선택한다.

제목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는 학습 내용
을 입력할 슬라이드를 생성하기 위해 삽입 메
뉴를 선택한 다음에 새 슬라이드 항목을 선택
한다. 그러면 앞에서 제목 슬라이드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구성 선택 대화 상
자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잘 생각한 다음에 적합한 구성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문자열
로 이루어진 구성을 선택한 경우에 나타나는
슬라이드이다.

슬라이드 구성 대화 상자에서 왼쪽 맨 위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
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제공된다. 이 기본 틀에서
점선 사각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내용을 입
력할 곳이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표
시된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한다. 다음에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표시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과 소속 등
을 입력한다.
앞의 그림과 같이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과
문자열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를 마우
스로 선택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문
자열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문자열은 다음과 그림과
같이 여러 단계의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첫 째 수준의 항목 1
○ 둘 째 수준의 항목 1
- 세 째 수준의 항목 1
- 세 째 수준의 항목 2
○ 둘 째 수준의 항목 2
□ 첫 째 수준의 항목 2
□ 첫 째 수준의 항목 3
문자열을 입력하다가 Enter 키를 누르면 현

재와 같은 수준의 다음 항목이 나타난다. 그리
고 한 항목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나타나야 할
때에 단지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
른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르면 된다. 첫 째 수
준의 항목을 입력하다가 둘 째 수준의 항목을
입력한다거나 반대로 둘 째 수준에서 첫 째 수
준으로 이동하는 작업, 즉 항목들의 수준을 변
경하는 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은 서식 도구에
서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는 항목의 맨 앞에 커서가
놓여있을 때에 Tab 키를 누르면 한 수준 아래
로 이동하고 Shift-Tab키를 누르면 한 수준 위
로 이동한다.

3.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작성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림, 오디오, 비디오 파
일을 삽입함으로써 단순한 멀티미디어 프레젠
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메뉴의 그림 항
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은 부메
뉴가 나타나는데, 클립 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클립 갤러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삽
입할 수 있는 그림들을 의미한다.

클립 아트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클
립 갤러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수천 가지의
그림들이 들어 있어서 웬만한 그림은 새로 그
릴 필요 없이 불러다 사용할 수 있다
.

직접 그린 그림이나 다른 곳에서 받아온 그
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림 파일 항목을 선
택한다. 그러면 파일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
서 삽입할 그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도형 항목을 선택하면 사각형, 원, 화살표,
순서도 등의 기본적인 도형들을 삽입할 수 있
다. 다음에는 클립 아트, 그림 파일 및 도형 등
을 삽입하여 만든 예가 나타나 있다.

WordArt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멋
있는 문자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

동화상이나 소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동화상/소리 삽입 항목 동화상 모음집이나 소리 모음집 항목은 클
을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메뉴가 나 립 갤러리에 포함되어있는 동화상이나 소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CD 오디오 재생 항
타난다.
목은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삽입되어
있는 오디오 CD를 플레이시킬 수 있는 아이콘
이 생성되도록 한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곡을 플레이할 지를 선택하
도록 한다.
이 부메뉴에서 동화상 파일 또는 소리 파
일 항목을 선택하면 파일 선택 대화 상자가 나
타나므로 여기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
택한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소리 파일의
경우에는 스피커 형태의 아이콘이 나타나고 동
화상의 경우에는 첫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이
콘을 선택하면 곧바로 소리 파일이나 동화상이
플레이된다.
4. 멀티미디어 특수 효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학생들
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프레젠테이션
을 보다 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파워포인트에
서는 약간의 설정만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
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려면 슬라이드 쇼 메뉴에서 애니메
이션 사용자 정의 항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다
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소리 효과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이 대화 상자에는 시간, 효과 등의 네 개의
탭이 있는데, 위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시간
탭을 선택하면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들의 목록이 나타난다. 위의 그림은 슬라이드에
네 개의 객체(제목, 문자열, 화살표, 그림)가 있
고 이들에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먼저 애
니메이션을 지정할 객체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효과 탭을 선택하여 다
음 그림과 같이 대화 상자의 모습이 변화되도
록 한다.

문자열 드러내기 항목에서는 문자열이 한꺼
번에 나타나도록 한다거나 한 글자씩 나타나도
록 설정 할 수 있다. 문자열 드러내기 항목의
다음 수준 단락까지 애니메이션 지정에서는
여러 수준에 걸쳐서 작성된 문자열의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어떤 수준까지 적용할 지 설정한
다.
여러 객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한
경우에 각 객체간의 애니메이션 순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애니메이
션 순서 항목에서 화살표를 이용하여 순서를
바꾸면 된다.
5. 머리글과 바닥글 설정

각각의 슬라이드에는 작성 시간, 작성자 정
보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는 보기 메뉴에서 머리글과 바닥글 항목을 선
택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
나는데, 슬라이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날짜와 사간, 슬라이드 번호, 바닥글 등이 제공
날짜와 시간은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하면
먼저 애니메이션 및 소리 항목의 아래 방향 된다.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반영되게 하
화살표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 유 자동으로
거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형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7. 결론
본 원고에서는 아주 간단한 멀티미디어 저
작 도구라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작성된 프레젠테 멀티미디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멀티미
이션을 보이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쇼 메뉴의 았다.
특수 효과를 삽입할 수 있고 동화상, 소
쇼 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그 디어
리,
그림
삽입도 간편하기 때문에 컴퓨터
림과 같이 전체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타난다. 비전문가라등의할지라도
약간의 정성만 쏟으면 훌
륭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6. 슬라이드 쇼

Space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거나 다음 애니메이션
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
면 된다. 슬라이드간의 이동은 PgUp 또는
PgDn 키를 이용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 화면
왼쪽 아래 구석에 나타나는 버튼을 누르면 다
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

<교육개혁과 열린교육과정 운영>

열린수업 전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장수군 산서초등학교
Ⅰ. 필요성 및 목적
첨단 과학과 정보 산업이 발달된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학교 교육에서 모두 학습해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그렇다면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꿈나무들이 급변하는 21세기의 주역으로 등
장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교실 수업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했을 때의 책임 또한 교사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 변화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요,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
이 될 꿈나무들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교실이 자주적인 학습의 장으로 변화되고 자기 탐구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함은 시대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를 요구함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전통적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단편적 지식 전달이나 암기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적에는 전통적 학습으로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 학습 방법은 본교의 경우에
서도 교사나 학생 모두가 가장 선호하며 이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개선의 필
요를 동감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육성하는 데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은
미래 적응에 한계성이 있음을 공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실 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안내자, 보조자, 조언자가 되어야 하며,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길
러야 한다.
이러한 학습력은 허용적인 분위기와 다양화된 교실 환경에서 자기 탐구를 바탕으로 한 지
도의 개별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 향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지향하는 수업이 바
로 열린 수업이다. 하지만 열린 수업이 학습의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일선의 학교나 교사들
간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열린 수업을 부정하는 요인에는 학습 준비와 진행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해 부족에
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학습지 개발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
다.
이에 본 운영에서는 일반 교실에서 열린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며, 열린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일반
화 해 보고자 하였으며, 또 본교의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일제 학습의 흐름을 열
린 수업으로 변화시켜 봄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신장시켜 보고자 하였다.

Ⅱ. 운영 계획
A. 대상 및 기간
1. 대상 : 장수군 산서초등학교(남 98명, 여107명, 계 205명)
2. 기간 : 1997. 3. 1~1998. 2. 28 (12개월)
B. 운영의 중점
1. 교실 환경을 재정비, 구성하여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2. 자주적 탐구학습에 기초한 다양한 열린수업 유형을 적용한다.
3. 수준별 자기 학습지를 개발하여 열린 수업을 전개한다.
C. 운영의 절차
단 계
시 기
계

실 천

획

선행연구 고찰 및 참고문헌 수집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계획서 작성
1회
1회
1회
97. 3.
97. 3.
97. 3.
실

천

열린교육 이론 연수
열린 교실 학회 세미나 참석
선진 학교 방문
열린교실 Workshop참가
아동 생활지도
학부모 보조교사 연수
열린 수업 정보실 설치
열린 수업 연수 및 연구원 지도

내 용

목

표

연중
2회
5회
2회
연중
수시
1회
4회
97. 3~97. 10
97. 8.
97. 3~97. 8.
97. 8.
97. 3~97. 11.
97. 3~97. 7.
97. 3.
분기별


열린 수업을 위한 자기 학습지 개발
열린 수업 실천 연구회 조직 운영
열린 수업 유형 적용
열린-학습 과정안 작성 활용
오름길 학습지 활용
열린 수업 공개 및 워크샵 개최
열린 교육 홍보자료 개발 보급
10종
연중
연중
주 1회
연중
3회
10회
연 중
97. 3~97. 10.
97. 3~97. 12.
97. 3~97. 12.
97. 3~97. 12.
4월, 5월, 6월

매월
정

리

운영결과 분석(1차)
연구보고서 작성(1차)
보고회 개최
추후 지도
1회
1회
1회
연중
1차 97. 10.
1차 97. 10.
97. 11. 8.
97. 3~계속

Ⅲ. 운영의 실제
A. 열린학습 환경 조성
1. 시설, 환경의 재구성
열린 학습 환경은 기존의 교실을 물리적으로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급 특성, 허용
성, 다양성,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조성되었다.
2. 열린 학습 조직 편성 운영
a.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아동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급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협의하여 `
쫛학년 쫛반 학습 수칙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아가도록 하였다.
b. 열린 학습 훈련안 마련 지도
자율, 개성, 개별화가 강조되는 열린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자주적 학습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은 계속적인 자기 학습 훈련에 의한 학습방법의 학습 훈련
이 병행될 때 길러지는 것이므로 「36단계의 열린 학습 훈련안」을 활용하여 열린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학습 기반을 조성하였따.
c. 학습 조직의 편성
학습은 개인의 탐구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은 놀이나 학습에 모

듬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본 운영에서는 학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학급 구성원을 4~6모듬으로 편
성 운영하였다.
B. 열린 수업 유형 적용
1.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열린수업 과정안 마련
a. 자기 탐구에 의한 사고 활동 과정안 마련
자기 탐구에 의한 사고 활동 과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1. 학습문제를 인지한다. --> 2. 개인 사고를 한다. --> 3. 소집단에서 협의한다.
--> 4. 간추린다. --> 5. 발표자를 결정한다.--> 6. 분단내에서 발표한다.
--> 7. 전체 발표 및 협의 --> 8. 주제를 정리한다.
좰도 1좱 사고 활동 순환 과정안

b.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과정안 정립
다음과 같은 자기 주도적 열린 교수 과정안을 구안하여 열린수업을 전개하였다.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
집단과정
쪾새소식 발표
쪾학습문제선택(흥미, 적성, 능력별 선택, 지킬점 약속)
열린 학습 과정
쪾문제 해결 과정 구상
쪾자료 수집
쪾분석, 추리, 해석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쪾탐구학습, 자리학습
쪾토의학습, 협력학습
쪾역할놀이 학습, 주제학습
쪾탐구학습, 통합학습
쪾조사학습
쪾발전적 사고
쪾현실에 적응
쪾확인

선

택

학

습

집 단 과 정
쪾토의, 협의 정리
쪾형성평가
쪾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본 능력
쪾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집단구성
집중 모임
개별, 조별 활동
집중 모임
문제의식
학습목표 선택
해결 방법 탐색, 적용
학습목표 달성
좰도 2좱 자기 주도적 열린 학습 과정도

c. 개별화 수업 과정안 마련
⑴ 개별화 수업 모형 마련
자기 탐구 중심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개별화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
여 열린 수업을 전개하였다.
① 문제 발견
쪾내용 분석
쪾내용 확인
쪾목표 확인
② 해결방법 모색
쪾학습자료 선택
쪾학습형태 결정
쪾학습순서 결정
③ 문제 해결
쪾자료활용
쪾상호협의

쪾문제해결
④ 결과 도출
쪾결과확인
쪾결과검토
쪾수정보완
⑤ 자기평가
쪾자기강화
쪾보충학습
쪾보충지도
쪾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쪾학생은 자기능력대로 자기주도적 학습 진행
쪾교사는 개별지도 또는 소집단 탐구학습 전개
좰도 3좱 개별화 과정도
2. 다양한 열린 수업 유형 적용
a. 시간 배당
⑴ 수업 유형별 주간 시간 배당
교육 과정의 연간 시간 배당을 준수하면서 학습 유형별 시간 배당표를 작성하여 학년, 교
과, 단원의 특성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⑵ 열린 수업 주간 시간
교과별 주간 열린수업의 운영은 주간 시간 배당시간을 준수하면서 학년별, 교과별로 열린
수업을 전개하였다.
b. 지도 계획
⑴ 연간 지도 계획 수립
열린 수업을 위한 교과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였다.(교과별 지도 계획 생략)
⑵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과별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열린 수업을 전개하였다.
좰표 1좱 지도 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안 예시 (수학 5학년 2학기)
시 기(월
주)
단원명
차시
학습주제 및 내용 개요
기본 교육과정관련번호
시량
조정근거
관련교과서
핵심지도(인성 창의성)
9

1
1. 소수의 곱셈
1-2/10
(소수)×(자연수), (대소수)×(자연수)의 계산원리
수-1-① ②

80
기본과정
1단원
타인존중
융통성
〃
〃
〃

3/10
(자연수)×(소수)의 계산원리
수-1-③
40
〃
〃

협동
〃

⑶ 주간 학습 안내
주간 학습 안내는 예시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 매주 토요일 배부함으로써 학생들 스스
로 학습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c. 열린 수업의 실제
⑴ 열린 수업 과정안 작성
① 학년, 교과의 특성에 맞는 열린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 활용하였다.
② 자기 탐구 중심의 열린 수업 기본 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③ 재 구성된 열린 수업 교육 과정안에 따라 학습안을 작성하였다.
④ 열린 수업안은 자기 탐구 중심의 열린 수업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평가 방법의 질적 개선
a. 다양한 평가 기법의 활용
다양한 평가 기법의 활용에는 교사의 관찰기록, 자기평가, 상담, 포토폴리오 기법 등을 평
가에 활용하였다.
b. 수행 평가 척도표 마련 활용
본 운영에서는 학습의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개인의 발달과정 및 행동 수행 과정에도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c. 통지 방법의 질적 개선
본 운영에서는 점수나 서열을 위한 평가를 지양하고 발달 과정과 수행 중심의 평가 결과
를 가정에 통지해 보고자 「열린학습 생활 통지표」를 제작 활용하였다.(1, 2년, 3~6년용 열
린학습 생활 통지표)

C. 자기 학습지 개발 적용
1. 수준별 자기 학습지 개발
생각열기 자기 학습지 6종, 오름길 수학 3종, 새로운 생각 창조의 기쁨 1종 계 10종
2. 개발 학습지를 활용한 열린 수업의 실제(생략)

Ⅳ. 효과 및 전망
본 운영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대응은 수업의
변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수업 개선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학
습의 흐름을 학생 중심의 열린 수업으로 전환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 보고자
계획되었던 바, 열린 수업 전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관한 본 시범 운영을 통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효 과
1. 시설의 재구성을 통한 학습 공간의 확대와 학습 코너의 설치는 다양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매우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이 조성된다.
2. 다양한 열린 수업 유형의 적용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지적 수준과 적성, 흥미에 맞
는 학습의 개별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이 신장
된다.
3.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열린 수업 전개는 교과나 일과 시간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학급 특성을 살린 학급 경영을 할 수 있었고, 개인차에 대응하는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4. 생각 열기 자기 학습지 및 신나는 오름길 수학, 오름길 국어 외 3종의 개별 학습지 제
공은 자기 탐구 기회가 확대되어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한
다.
5.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과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및 다양한 열린 수업 적용은 학생들
의 자기 주도적 학습 흥미를 증진시키며 성취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6. 자기 주도적 탐구 학습에 기초한 다양한 열린 수업 유형의 적용과 창의성 개발 학습
지의 활용은 자주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 시킨다.
B. 전 망
1. 열린 수업은 개인차와 교재의 특질에 따른 다양한 개별화 자료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학습자료의 개발과 학습지 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의 업무
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열린 수업에 필요한 자료 제작과 학습지 개발에 한계를 느낀다. 따라
서 이들 학교에서는 시범 학교나 열린 교육현장의 일반화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 실정
에 맞게 재 편집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 연구기관에서는 학습지 개발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일반화된 학습지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2. 열린 수업은 일정한 체제나 모형에 틀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학습의 개별화에 접근하면
서 다양성 교육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아동 중심의 자기 탐구 학습에 접근해 보려는 노력
이 중요하며, 지역의 실태나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개혁과 열린교육과정 운영 >
열린 공간과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개
채 정 미
Ⅰ. 지도의 필요성 및 목적
1. 운영의 필요성
아동은 그 발달 단계로 보아 다양성과 창의성, 신뢰성이 더하며 시 감각이나 시간 공간개
념, 방향감각, 어휘력, 사고력 등 많은 부분에서 개인차가 뚜렷하고 그 폭 또한 매우 넓어서
능력별, 개별화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열린 교육은 아동 개개인의 학습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수요자 중심
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아동 중심의 수준높은 교
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 학습 활동 중심의 학습 분위기를 활용하여 인간 교육을 실
현하는 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 학습, 탐구 학습, 실험 및 실습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학
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함이다.
2. 운영의 목적

⑴ 아동으로 하여금 지식의 생성 과정과 탐구 방법을 재발견하여 지식을 활용한 재창조를
위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⑵ 아동 각자가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와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 판단에 따
라 자기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기 교육력을 길러준다.
⑶ 아동의 사고 과정이 존중되고 자유롭고 특색있는 표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과 탐구적 자세를 습득케 하여 창의적 사고를 길러 준다.
⑷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따른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실현을 통한
인간화 교육을 실현한다.
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꿈을 키운다.
⑹ 자기표현의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생활한다.
Ⅱ. 지도 계획

1. 대 상 : 오산초등학교 3학년 1반
2. 기 간 : 1997. 3. 1~12. 17.
3. 지도계획
단 계
기
준비 단계
97. 3. 1~5. 1
▣ 열린 수업 참관 및 연수
▣ 기초자료 수집
▣ 열린 학습공간의 구성

간

내 용

비

고

실천 단계
97. 5. 1~12월
▣ 열린 학습 공간의 활용
▣ 다양한 학습방법 익히기
- 신문활용 학습
- 마음의 지도
- 컴퓨터 활용 학습
- 탐구조사 보고서 쓰기
▣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한 열린교육 실시
수업 공개
5월, 6월, 11월, 12월
▣ 영어(2회), 국어(2회)
▣ 열린 교육학회 웍샵시 국어과 공개
▣ 시범학교 보고회시 수업 공개
전교직원 참관
익산시 관내교사 참관(6. 11)

Ⅲ. 지도의 실제
1. 열린 학습을 위한 환경 구성 및 활용 방법
구분
학습 공간명
구 성 방법

활 용 방

법
1
시청각 코너
교육방송과 각종 비디오 테잎, CD롬 타이틀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비디오, 비디오 테이
프, CD롬 타이틀을 구비해 놓았다.

집단 또는 개별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하거나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시청
하도록 하며 조회용, 선택학습용, 열린학습에 투입하였다.
2
학습지 보관함
A4용지로 작성된 각종 학습지를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는 서류 보관함을 구입하였다.
학습지나 각종 양식(견학 보고서, 내가 읽은 책, 창의성 학습지)을 보관하여 수시로 학생들
이 활용토록 하였다.
3
조별 학습책상
조별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책상을 3조씩 모아 꾸미며 책상 덮개를 깔아 단정하고 사
용하기 편하게 하였다.
조별학습과 소집단 협력학습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용한다.

4
듣기 코너
듣기, 동화, 영어, 음악 감상 테이프를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와 분배
기, 헤드폰을 구비하였다.
집단 또는 개별 듣기 학습용이나 휴식시간에 음악감상, 동화감상, 자기녹음 등으로 활용하였
다.
5
독서 코너
학생도서를 진열하고 필독도서목록, 내가 독서왕, 독서록 등의 코너, 낮은 탁자, 카펫 등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읽은 책은 독서록에 간단히 기록하고 내가 독서왕에 스티커를 붙인다.

6
창의성 코너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장기, 바둑, 윷, 색종이 접기)를 준비하였다.
선택학습,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7
컴퓨터 코너
4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CAI자료를 저장하고 각종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 둔다.
교과활동, 아침 자율학습, 과외활동, 선택학습을 통하여 보충 심화학습을 한다.
8
관찰 코너

각종 식물, 수경재배, 관찰물을 심어 햇빛이 잘 드는 창쪽에 둔다.
자연, 실과학습에 이용하고, 변화를 관찰한다.
※ 수시로 보충하고 1인 1역을 통해 아동이 직접 관리하게 하였다.
2. 신문활용학습(NIE)의 사례
신문 기사와 사진 및 잡지를 이용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비판의식
및 가치판단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다.
① 만화보고 만화내용을 글로 써 보기
② 광고를 이용한 문안 작성하기
③ 창의적인 글쓰기-짧은 글짓기, 사진 설명하기, 사진 이어서 이야기 쓰기
④ 기사 내용의 요약과 제목 쓰기
⑤ 지역, 사회, 국가, 세계의 각종 정보 수집
⑥ 절기 및 국경일, 행사 등의 조사
3. 마음의 지도(마인드 맵)활용 학습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마인드 맵은 글자, 기호, 그림을 사용하여 생각을 표
현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다.
⑴ 학습전 소개
① 마인드 맵 소개(기초과정)-자신의 생각을 줄 없는 종이에 마음껏 표현해 보기
㉠ 준비물
쪾10~12개의 원(여러가지 색도화지에서 자른 것)
쪾줄 없는 종이
쪾색연필이나 사인펜 여러 색
쪾풀
② 주제 선정-쉬운 주제
㉠ 내가 할 수 있는 것
㉡ 나는 누구일까?(나의 관심, 목표, 특기, 친구, 가족)
㉢ 미래의 소망
㉣ 어제 한 일
㉤ 내가 배우고 싶은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③ 학습에의 활용
㉠ 글짓기-마인드 맵으로 글의 개요를 짠 뒤 글로 옮기게 하면 좀더 논리적이고 이
해하기 쉬우며 주제가 뚜렷한 글이 되었다.
㉡ 일기쓰기-매일 쓰기 힘들어 하는 일기도 마인드 맵으로 표현하게 하여 흥미를 잃
지 않도록 하였다.

㉢ 주제 학습-연구 조사 활동의 주제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의 개요를 작성할 때
먼저 마인드 맵을 구성하고 적절히 활용하였다.
㉣ 협력학습-직소우학습에서 각기 조사한 학습 내용을 마인드 맵으로 작성하여 발표
하였다.
㉤ 상상력 기록장-언제 어디서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상을 마인드 맵으로 그려서
내재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였다.
㉥ 신문 학습에 함께 활용-신문을 읽고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하고 신문에서 그림이
나 글자를 직접 오려서 중심 그림과 가지를 붙여 가며 주제를 파악하였다.
④ 그 밖의 활용 사례
㉠ 방학 생활 계획표 짜기
㉡ 예습하고 복습하기
㉢ 편지 쓰기
㉣ 나의 작은 책 만들기
㉤ 독후감 쓰기
㉥ 탐구 조사 보고서 쓰기

4. 컴퓨터 활용 학습
교실에 배치한 4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로 자율학습 시간과 열린 학습의 심화 및 선택
학습으로 활용하였으며, 특별히 CAI 자료를 통해 심화학습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CAI 자료 목록
교 과
교 과
수 학
도형
분수
덧셈 뺄셈
덧셈 단계
대응 규칙
곱셈 단계
수 학

국 어
영 어
소수 공부
삼각형

CAI 자료명
CAI 자료명

교 과

CAI 자료명

징검다리
속담풀이
ABC
ALPHABET
자 연
국 어
수 학
개구리
말공부
세자리수
삼사각형
오름길 산수
오름길 수학
5. 탐구 조사 보고서 작성
지역 사회의 자연과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
여 개인별 소집단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조사 연구한 후 조사 보고서 쓰기 활동을 전개하였
다.
a. 탐구 주제 보고서 쓰기 활동 과정
① 탐구 주제 찾기
② 연구하게 된 까닭
③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점, 예상되는 결론 추출
④ 연구의 방법 찾기
⑤ 연구 보고서 작성
⑥ 연구 보고서 발표 및 전시
b. 탐구 주제 선정
3학년의 교과 내용과 관련 지어 주제를 선정하였다.
소집단별 탐구 주제 선정
순
모둠 이름
모
둠 원
1
2
3
4

펭 귄

탐

구

주

제

우 정
한마음
으 뜸
우리 조상들의 의식주 모습에 관한 조사
익산시의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
익산시의 문화재 조사
익산시의 공공기관에 관한 조사
한식, 은영, 인용, 미연, 영길, 범율
종배, 용규, 영애, 가희, 태헌, 환희
정훈, 진용, 실, 미나, 희화, 은미
윤미, 영훈, 가람, 태건, 수희, 홍석
개인별 탐구 주제
순
비
1
2
3
4
5
6
7
8
9
10

김용규
최홍석
김태헌
김윤미
채희화
최은영
한수희
박가람
김미나
장한식

이
고

름

탐

구

주

제

명

공기의 힘은 정말 있을까?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구분
별자리 관찰
공기와 식물의 성장
인공위성에 대한 연구 조사
달팽이의 비밀
과일에 들어있는 물의 양
물자절약
매미의 한살이
여름에는 왜 하얀색 옷을 많이 입는가?
개 인 별
〃
〃
〃
〃
〃
〃
〃
〃
〃

Ⅳ. 효과 및 제언
1. 열린학습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교실공간
구성과 다양한 학습과정을 전개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조성되었다.
2. 아동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들이 증대 되었다.
3.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과 기능으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신장되었다.
4. 학부모편에서는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태도로 흥미있게 학습함을 보고 암기위주, 설명위
주의 수업과 비교하여 크게 만족해 하며 기대하고 있다.
5. 그동안 주로 고학년 중심으로 CAI 자료가 개발되어 저학년이 활용할 만한 CAI 자료
는 손꼽을 정도로 적었으나 매수업시간마다 보충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CAI 자료가 개발
되었으면 학생들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율장학>

3절(충절)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자율장학 실천사례
전라북도 장수교육청

Ⅰ. 필요성 및 목적
장수는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인심이 순후한 고장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겨레를 지켰던 훌륭
하신 어른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과 부모 섬김이 지극하여 효가 효녀로 이름난 분들
이 많았기에 이 고장은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 내려오고 있다.
삼강록 충신편에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열아홉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왜장 게다
리나무라 로꾸스케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진주남강으로 몸을 던진 논개(論介).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쳐들어 오자 모두 도망쳤는데 장수 향교지기였던 정경손만은 향교
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왜장을 꾸짖어 그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한 왜장은 `이 향교는
불태우지 말라는 글까지 써주고 물러나게 함으로써 향교를 지킨 정경손.
현감을 수행하여 전주 감영을 가는 절벽길을 가다가 꿩이 나르는 소리에 말이 놀라 현감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니 관노는 주인이 죽었는데 의리상 혼자서 사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 하여 따라 죽었다는 뜻에서 세운 타루비를 장수 3절이라 한다.
이와 같이 충절의 표상 의암 주논개, 왜장도 감복한 충의(忠義) 정경손, 현감따라 목숨버
린 순의사(殉義史)의 절의(節義)를 장수 3절이라 한다.
한편으로 의병활동, 효자 열녀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며, 특히 3.1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인중의 불교 대표인 백용성 스님이 출생하신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이기에 오늘날에도 3절의 정신을 추모하는 제전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 가치에서 밀려 퇴색되어 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고장을 가꾸어 다듬고 지키며 살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가치, 의식, 신념화
교육을 시켜야 함은 물론 장학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오늘날은 교육과정의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때에 지방 문화(3절 정신)를 교육 내용
으로 발전시켜 지역화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일은 장학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3절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구체적인 장학목적을 제시한다.
1. 3절 정신을 비롯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효자 선현들의 충
효 정신을 발굴 계승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2. 향토자료를 제작 지역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꾀하고 고장 탐구생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밝힌다.
3. 3절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위 목적으로 전개하여 보상의 기회를 확
대함으로써 지원 장학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Ⅱ. 장학지도 계획
영

역

주 요 내 용

세 부 실 천 계 획

자문위원회조직
쪾자문위원선정

시 기

대

상

쪾자문위원 위촉
쪾향토문화 연구회장
쪾교육전문직
쪾관내유관기관단체장
3
도내 관내 향토 문화 연구가
도서확보
쪾충효정신
발굴계승
자료개발
쪾절의에 빛나는 장수
쪾장수의 얼
쪾주논개
쪾동화로 엮은 장수의 얼
쪾청정장수 향토문화순례 프로그램
쪾지역화 교과서 개발
쪾지역화 교사용 지도서 개발
쪾지역화 교육과정 학습 센터 운영
쪾장수의 얼 픽쳐 파일 자료 제작
쪾장수의 맥 VTR
3
초등 전문직 관내 교장, 교감
교육활동전개
쪾3절 정신의 내면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전개
쪾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열린 교수학습 실천
쪾테마중심 현장체험
학습교사 연찬

쪾테마중심의 보고서 쓰기
쪾의암 사생대회 백일장 대회
쪾행정교사제 운영 19명
쪾의암 주논개 제전 행사
쪾3-1, 3-2 장수지역 사회교과서 다양한 열린 수업 모형 적용 실천
6, 10
10
10
10
연중
10
10
관내 교장, 교감, 교사
관내 교원 열린교육 시범학급
일반화
쪾3절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 내용 정리
쪾관내 전교사 연수자료 배부
쪾3절 정신의 내면화 교육활동 정리
쪾자문위원 협의
쪾충효정신 발굴 계승 자료정리
쪾지역교과서 지도서 협의 수정 보완
쪾지역화 열린수업 협의 및 반성
쪾개발자료 학교 학급 배부
97. 12 ~98. 1



관내 교장, 교감, 교원, 전문직
Ⅲ. 장학지도의 실제
3절(충절)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는데, 관내
교원들이 계획을 세워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자율장학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1. 효자 선현들의 충효 정신 발굴 계승

가. 장수에 태어난 주논개, 정경손, 통인(성명 미상)등 세분의 행적이 기록, 장수 3절의 내
용, 고장을 빛낸 인물, 서원에 배향한 인물, 향토 문화재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
하여 장수군청 문화공보과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도서를 구입하였다.
1) 벽계승람(1975)
2) 장수군지(1990)
3) 장수읍지(1997)
4) 장수군지(1997)
나. 충효 선현들의 충효정신 발굴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자문위원 : 전라북도 향토문화연구회장 : 양만정
장수문화회장, 향토문화재연구 : 고두영장수문화원장 : 김진영
다. 참고문헌, 자문위원의 감수를 받아 충효 정신 발굴 계승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
다.
1) 절의에 빛나는 장수(고두영, 양만정 집필)
○ 내용(절의에 빛나는 고장 장수, 진주성의 전투와 논개, 순국 충절의 표상 주논개,
장수문화유적, 호남지방에서 전기홍의 의병 활동) … 83쪽
2) 장수의 얼
○ 내용(장수 3절, 충, 효, 의, 학, 기타) … 137쪽
사례와 학생이 생각해 보는 문제로 활동이 엮어져 있음.
3) 주논개(고두영씀, 장수문화원) … 230쪽
4) 동화로 엮은 장수의 얼(상․하권) … 560쪽
5) 청정장수 향토문화 순례프로그램
`책가방 없는 날 운영자료 : 팜프렛 6매
가) 문화유적 현황
나) 향토순례 프로그램(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다) 특산물
라) 토종음식
마) 문화제전
바) 역사의 현장
6) 경로효친 지도 사례집 … 214쪽
○ 내용(경로효친 지도 자료, 장수군 효행 사례, 학생지도 실천 사례, 학부모 실천 사
례, 경로효친 실천 작품편, 경로효친 격언 수록)
2. 3절 정신의 내면화를 돕는 향토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의 자료로 활용
가. 지역화 교과서 개발 활용
1) 지역화 교과서 : 연구진 4명, 집필진 8명이 집필
2) 3-1 사회과 장수지역 교과서 94쪽
연구진 3명, 집필진 9명이 집필
○ 내용(장수 여행, 장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산활동, 장수의 시장)
3) 3-2사회과 장수지역 교과서 74쪽

연구진 4명, 집필진 8명이 집필
(우리 고장의 풍습과 행사, 발전하는 우리 고장, 우리 고장 장수의 탐구 자료)
4) 3-1 사회과 지도자료 33쪽
5) 3-1 사회과 장수지역 교사용 지도서 81쪽
전라북도 초등사회과 교육연구회 발행 자료 활용
6) 3-2 사회과 장수지역 교사용 지도서 232쪽
연구진 4명, 집필진 8명이 집필
○ 내용
가) 사회과 학습의 수업 모형
나) 지도서의 활용
다) 지도의 실제(단원 개관 소단원 지도 계획)
수업목표,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활동
본시 핵심내용, 동기유발 및 활동 내용, 주요 내용 해설 삽화 해설, 형성평가)
라) 교수학습 활동에서 장수 3절 정신을 강하게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31가지의 수업 모형
을 적용하여 학생의 흥미가 촉발되도록 구성하였다.
마) 지역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장수의 자연 지리, 유물, 유적에 대해 참고 자료로
상세히 제시하여 지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바) 3절 정신의 내면화 3-2 장수지역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진도표
2학기 총 47차시 지역 25차시 (수업안 19차시, 더 공부할 문제 6차시) 국정 22차시
단원
주제
차시
제재
구분
서
쪽수
적 용 모형
1. 우리 고장의 옛날과 오늘날
⑴ 달라진 생활 모습
2
3
4
5
6
7
8
9
① 민속자료실
② 민속자료실
③ 개교기념일
④ 개교기념일
⑤ 빨래터와 세탁기
⑥ 빨래터와 세탁기

교과

⑦ 가마와 자동차
⑧ 가마와 자동차
⑨ 더 공부할 문제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6-10
6-10
11-13
14-15
16-17
18
19-20
21-22
국정 23
⑵ 생활속에 숨어있는 조상의 슬기
10
11
12
13
14
15
16
⑩ 김치
⑪ 김치
⑫ 한복과 양복
⑬ 한복과 양복
⑭ 할아버지의 벼루
⑮ 할아버지의 벼루
더 공부할 문제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24-25
26-27
28-29
30-32
33-34
35-36
국정 37
⑴ 우리 고장의 행사
17
18
19
20
21
22
23
① 장수 풍습
② 장수 풍습
③ 삼촌의 결혼식
④ 삼촌의 결혼식
⑤ 구락리 마을 이야기
⑥ 구락리 마을 이야기
⑦ 더 공부할 문제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607
6-7

43-45
46
9-11
12-15
16
역할놀이학습
조사학습
⑵ 우리 고장의 행사
24
25
26
27
28
29
30
31
⑧ 논개제전
⑨ 논개제전
⑩ 국악 큰 장치
⑪ 국악 큰 장치
⑫ 주민 화합잔치
⑬ 장수 사과
⑭ 장수 사과
⑮ 더 공부할 문제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17-18
19-20
21-22

22-23
24
25-29
25-29
30
토의학습
토의학습
자원인사초빙 학습
역할놀이
설명학습
조사학습
토의학습
1. 우리 고장의 옛날과 오늘날
⑴ 깨끗하고 여유있는 생활
32
33
34
35
36
37
38
① 깨끗한 물
② 깨끗한 물
③ 푸른 신호등
④ 푸른 신호등
⑤ 아기 놀이방
⑥ 아기 놀이방
⑦ 더 공부할 문제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지역
66

67-69
70-71
72-73
74-77
74-77
국정 78
⑵ 힘모아 일하는 고장 사람들
39
40
41
42
43
44
45
46
47
⑧ 군청
⑨ 군청
⑩ 부녀회
⑪ 부녀회
⑫ 군의회
⑬ 군의회
⑭ 우리 고장 앞날의 모습
⑮ 우리 고장 앞날의 모습
더 공부할 문제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31-33
34-35
36-37
38-39
40-41

42-43
44-45
46-47
48
현장학습
자원인사초빙학습
조사토의학습
조사학습
모의상황학습
자원인사초빙학습
미래예측학습
미래예측학습
사회과 수업은 2학기에 주당 3시간씩 총 45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위의 교육과정 운영 진
도표에 제시된 시간은 총 47시간이나 부족한 2시간은 교사 재량시간에서 할당하여 지도하도
록 한다.(논개제전 2시간 수업 이행)
나. 지역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학습센타 운영
1) 장수 3절 정신의 내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화 학습 센터를 관내 계북초등학교로
정하고 설치, 운영하여 지역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2개년 계획을 세워 97학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정비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학습센타 조성의 연차 계획 (단위 : 만원)
영 역
추
진
계
획
1차년 (97학년도 2학기)
2차년 (98학년도 1학기)
세부계획
예산
비고
세부계획
비고
가. 학습관 조성
○학습관재목부착
○진열장 7개 구입
○가리개 설치
15
175
50
자료종류별 진열
○진열장 3개 구입

예산

○면별, 특화사업별 재목부착
○게시판(3m×1.5m) 4개
70
70
80
○ 면, 특색, 특화사업별 진열
나. 지도 제작
․․․․
○백지도, 지형도, 교통도, 인구 분포도, 산업도, 관광도, 미래의 장수도
100
○ 전지크기 제작
다. 사진
○2학기 지역화 교과서 50매
․․
○1학기 지역화 교과서 50매
500
라. 녹음
․․․
○1, 2학기 각 10편
50
마. 참고 도서
○장수군지, 장수군사, 장수의 일 등 4권
30
장수군내의 안내책
○전북의 뿌리, 문화재지, 전북의 민요 등 10편
50
○ 통합된 전북 내용책

바. 실물
○석기, 사과, 오미자 등 4종류의 각종 특산품 일절 전시
100
종류별, 다양 생산별
○석기, 사과, 오미자 고랭지 채소, 한약재, 화훼작의 생산과정 사진, 녹화, 녹음
120
○ 과정안내
사. VTR제작
․․․
○공장, 유원지, 관공서, 등산로 등 10편
200
○장수안내 및 특화사업소개 (자원인사)
아. 각종 통계자료
○년도별, 10년도별
○5년도별
○각종통계
쪾군별
쪾민별
10
․․․․
자. 학습 지도
○실태분석자료 1, 2학기
○사회과 수업모형 32종
○1학기 수업안 27시간
○2학기 수업안 19시간
30
A4확대
-코팅
-TP자료
․․․
☆
울장 및 예비비
40
․
․
50
․
☆

계
950
․
1,275
차. 기타
※ 1. 교사용 지도서
(3-1) 수정, 보안
2. 3학년 1,2학기 수업안 열린교육 수업안 재구성
○지역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 전문위원, 전북 사회연구회 및 본군 사회과 연구위원과의
긴밀한 협의로 추진 할 계획임.
다. 장수의 얼 픽쳐 파일 자료 제작 33매 배부
1)논개 사당 2)충복 정경손비 3)타루비 4)청계서원 5)충간공 유현정 선생 지묘 6)정
인승 박사생가 7)충신정원길비 8)정충신 장군 영당 9)의병장 김동신장군묘 10)의병대장
문태서 기공비 11)박춘실의병장 묘 12)전해산 장군비각 13)산림 수호비 14)반공투사 강
백규 추모비 15)순직교원 묘소 16)반공투사 전갑순 선생 묘소 17)양재철 효자비 18)윤필
은 효자각 19)임옥산 효자각 20)박비암 열녀 비각 21)효자 장사명 비각 22)의사 최성식
사적비 23)효자 이병학 부부비 24)효자 김씨비 25)효자 김흘정려 26)은정려 27)김해김
씨 효열비 28)구락리에 얽힌 전설 29)경주정씨 효열비 30)경주김씨 비각 31)장수향교
32)계남향약소 33)어서각
라. 지역학습 보조자료 `장수의 맥을 찾아서라는 VTR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관내 16개
교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3. 3절 정신의 내면활동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장수 3절의 체험 교육을 위하여 테마 중심의 현장 체험학습, 의암 사생대회, 백일장 대
회, 장수군 군민의 날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테마 중심 현장체험 학습 교사 연찬
- 3절 정신의 내면화가 되는 테마 중심의 현장체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교장, 3
학년 담임, 내년도에 담임 예정인 3학년 교사 중심으로 향토문화유적 순례 순서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현장학습의 방향을 체감하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체험 학습 대상일 : 1997. 10. 9 (13:00~19:00)
2) 장소 : 장수교육청 회의실쭭관내 향토 문화유적지
3) 현장체험 학습 순서
가) 개최
나) 격려사
다) 강의 : 내용 - 절의에 빛나는 장수
강사 - 고두영(장수향토문화연구)

양만정(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라) 현장체험학습 : 관광버스 2대 탑승(고두영 안내)
향교(정경손비)쭭의암사쭭전해산장군 기념비쭭백용성스님쭭생가(번암면 죽림리)쭭정인승 생
가쭭타루비쭭용연정쭭수열비
4) 현장 테마중심의 보고서 쓰기와 토론 실시
활동 계획 협의쭭활동 계획서쭭준비활동쭭체험활동쭭정리활동쭭평가 반성
나. 학교에서는 청정장수 향토문화 순례 프로그램 활용과 체험 활동 모형에 의하여 테마
(충효정신) 중심의 보고서 쓰기를 하여 모으도록 하였다.
다. 의암 사생대회 실시
- 일 시 : 97. 5. 23 (10:00~15:00)
- 장 소 : 의암사(장수읍 장수리)
- 참가대상 : 초등학생 156명
- 수 상 자 :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20명, 계 26명
라. 의암 백일장 대회 실시
어린이들의 소질 계발 및 향토 문화 창달로 의암 주논개님의 충절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 일 시 : 97. 10. 1 (10:00~16:30)
- 장 소 : 장수군 장계면 대록리 논개 생가
- 참가대상 : 초등학생 120명
- 수 상 : (운문) 장원1, 차상2, 차하4, 가작10명
(산문) 장원1, 차상2, 차하4, 가작10명
계 34명
마. 97 장수군 종합예능 발표회
- 일 시 : 97. 10. 17
- 장 소 : 장계중학교 강당
- 시 연 : 26개의 프로그램
바. 장수의 3절 정신의 내면화와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우수한 장수 산업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관내 기관장, 자영업 독농가 등 19명으로 행정 교사로 위촉해 주고 학교에서
58회 초빙하여 학생들의 체험 교육을 강화하였다.
좰행정교사 위촉 명단좱
- 장수교육청 교육장 조금숙, 장수군청 김상두, 장수경찰서 한생수,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장 박성수, 장수임업협동조합장 권종소, 장수전신전화국장 강쌍환, 장수축산업협동조합장 장
채영,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장수우체국장 정진창, 장수군의의회장 정희택, 장수군농촌지도소
장 박덕순, 장수. 등기소장 정용식, 장수농수산통계출장소 소장 최영훈, 남원소방서 소방파출
소 소방위 김영태, 장수농업협동조합장 한순태, 교육장․전교장 고두영, 화훼단지 정수영, 사
과단지 송재득, 한국전력공사 장수지점장 윤철원
사. 의암 주논개 제전
의암 주논개 탄신 43주년을 맞아 주논개님의 애국 충절의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자 하는 행
사이다.
-일 시: 97. 10. 34 - 10. 5

-장 소: 의암사, 군내 일원
-내 용: 한시 백일장, 농악시연, 전통혼례, 의암시화전, 국어공연, 의암백일장, 논개선발,
미술전시회, 사진전시회, 시낭송.
아.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열린 수업실
천 지역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
흥미를 가질 수 있도
록 16개학교에서 지역화의 열린수업을 연중실시 하였다.
Ⅳ. 효과 및 전망
1. 3절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각종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향토 사학자의 자문을 받아 6권
의 지도자료를 개발 교단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적
으로 지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장수의 3절 정신의 내면화를 돕는 지역화 3-1, 3-2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개발활용
은 학생들에게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혔으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3. 지역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학스센터를 1개교로 정하여 실물, 사진, 녹화, 녹음된
자료를 정비함은 현장 학습의 간접 경험이 용이하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있도록 대여
할 수도 있고 직접 지역 학습관에 와서 현장수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수군 지역화 교육
과정 센터의 구실로 이어질 것이다.
4. 테마식 장수3절 역사체험 교육 연찬은 교사들이 현장체험 지도 방범을 알게 되고 학교
장은 현장체험 학습의 운영 방향을 체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체험활동이 테마
중심 현장 체험 학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5. 충절정신을 함양하는 사생대회, 백일장 대회, 예능발표대회, 논개뽑기 등의 행사는 현대
적 의미의 충, 효, 예, 학 등의 계승 교육으로 애향심, 애국심과 역사를 빛내려는 가치 지향
적 태도가 함양되고 있다.
6. 3절 정신의 내면화를 통한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이 교과서, 지도서 개발이 현장 탐방학
습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의 다양한 열린 수업 모형 적용의 실천으로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 개성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7. 신체를 죽여서 인의를 이룩하고 생명을 버려서 의리를 취하신 주논개 부인의 거룩한
순절의 정신, 장수향교를 수호한 정경손늬 충절의 영혼, 순의를 추앙하는 타루비(충절의 정
신)을 이곳에 뿌리 내릴 학생들에게 본받게 하는 자율장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고장에
태어나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장에 좀 더 알려는 의욕과 장차 고장의 발전에 봉
사하려고 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8. 지역화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들에게 장학활동을 다각적 측면에서 조언함으로써 자주적
결정과 자기실천, 자기책임을 갖게 하는 자율장학이 실현되어감을 느낄 수 있다.

<자율장학>

동학년 협의회 운영을 통한 동료장학 사례

이리동북초등학교

Ⅰ.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장학의 본질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수업의 질 개선에 있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교수-학습 지도 능력은 교사 자신의 개선 의욕과
자기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장학의 주체는 교사 자신이 되어야 한다.
97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서 밝힌 역점 시책 중에는 학교 현장의 혁신운동 확산
과 교직 사회의 활성화, 자율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제는 학교 현장에 충분
히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학교 현장의 혁신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내
자율장학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바로 교사 자신들이 현장 장학을 인식하고 장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
여 실천하여 나가야 하겠으며, 교사들이 서로 합심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료
자율장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동료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학년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통
하여 동료 교사의 입장에서 부담없이 서로의 수업을 상호 관찰하고 협의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목 적
교내 자율장학을 동학년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동료장학으로 체계화하여 적용하
므로써 교사 상호간의 교수력을 증진시키고 교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Ⅱ. 장학지도 계획
1. 동료장학 운영 방침
가. 학년별로 동료장학 팀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나. 자율적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교장, 교감의 관여를 적게한다.
다. 열린학습 방법 적용을 위한 수업 개선에 주력한다.
라. 수업 실시 교과는 동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연구 교과중심으로 정한다.
마. 수업공개는 동학년별 매학기 1회 이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력이 많은 교사중에
서 실시한다.
바. 협의 장소는 수업자의 교실로 한다.
2. 동료장학 실시 계획
월
대상
교과

학년반

수업자

월

대상
교과
학년반
수업자
4
5
6
3학년 A팀
국 어
3-3
유병갑
3학년 B팀
영 어
3-1
박순진
6학년 B팀
국 어 6-7
김갑수
6학년 A팀
사 회
6-1
최영화
2학년 A팀
슬기로운
2-3
이행심
2학년
B팀
수 학
2-5
김귀례
5학년 B팀
수 학
5-2
임규인
5
학년 A팀
사 회
5-5
이영옥
1학년 A팀
바른생활
1-4
최원자
1학년 B팀
즐거운생활
1-5
김인순
4학년 B팀
4학년 A팀

자 연

3. 동료장학의 과정
과 정
방법
사전 협의
① 수업 연구 과제 선정
② 공동 지도안 작성
③ 수업전 사전 협의회
④ 수업 지도안 수정 및 보완
매월 1-2주
※ 3월초 동학년 협의회 조직
※ 팀별 협의회
수업 관찰
① 동학년 중심의 수업 참관
② 수업 참관 결과 정리
매월 3주
※ 동학년 전체 협의회 실시
환류 협의
① 수업 참관 협의회
② 일반화 적용
매월 3주
〃

음 악
시기

4-4

4-3
비고

소병직

옥정숙

Ⅲ. 장학지도의 실제
1. 동료장학 팀 조직
동학년별로 3-4명의 교사를 1개조로 하여 한 학년마다 2개 팀씩 12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은 경력이 많은 교사, 교과 연구 경력이 많은 교사 순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였다.
동료장학 팀 구성 현황
학년
1학년
5학년
팀명 A
B
A
A
B
팀장 최원자 김인순 오근자
호
김영자 고석운
팀원
정영숙 윤경인
숙
서병권 심현섭 최영우

보

2학년
B

3학년

6학년
A
B

4
A

B

A

학

년
B

이숙자 유병갑 이현례 옥정숙 소병직 박호자 이 재
김정옥 강정례 전희범 장혜윤 손창애 서천식 권 근

임규인
양철호
조정숙 박옥희 이행심 김귀례 홍성태 박순진 김경숙 심 광
이영옥 최영호 최영화 김갑수

2. 교수-학습 지도안(예시:1학년 B팀을 중심으로)
수업 개선 및 연구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교과별, 영역별,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호 교재연수를 통하여 팀별로 공동 사고를 통하여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즐거운 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초안)
(11월) 동료장학 1학년 B팀
작성자 : 윤 경 인
일
시 97. 11. 12 (수)
대 상
1학년 5반
지도교
사
김 인 순
단
원
2. 신 호 등
학습형태
동일주제
소집단지
도
개별학습
본시주제
교통표지판 만들기
학습목표
네거리 놀이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꾸미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교 수 - 학 습 과 정
학습단계
학습 내용
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내용
교사 활 동

시간
학생활동

자

문제파악
동기 유발 및 문제발견
○마음 문 열기
쪾반가 부르며 사랑방에 모이게 한다.
○학습동기 유발
쪾학교에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나요?
○신호등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요.
○그럼 왜 신호등이 있을까요?
쪾즐거운 마음으로 앞에 나와 앉는다.
쪾신호등을 보았어요.
쪾자동차를 보았어요쪾사람을 보았어요
쪾건물, 횡단보도, 교통순경
쪾빨강불요. 쪾노랑불요.
쪾녹색불이 있어요.
쪾사람과 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10
학습목표 알기
가져봅시다.

네거리 놀이에 필요한 교통 표지판을 꾸미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문제추구
학습 안내
○학습활동 안내
쪾다함께 공부할 활동과 내용을 알아봅시다.
○활동1 : 교통표지판 꾸미기
○활동2 : 상상의 자동차 꾸미기
○활동3 : 만든 작품 꾸미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쪾스스로 학습활동 계획을 세워본다.
쪾횡단보도
쪾아동보호
쪾신호등(사람, 자동차)
쪾철길 건널목
쪾협동하여 꾸미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씩씩한 노래를 부른다.
5

쪾교통표지판
쪾크레파스
쪾싸인펜
쪾가위
쪾색종이
쪾4절지
쪾풀
차시 예고
○교통 표지판 신호의 종류를 조사해 보기
○알림장에 적기
학습요점
○교통표지판 꾸미고 내용 알기
○네거리 꾸미고 안전한 길로 다니기
형성평가
○네거리에 필요한 교통 표지판을 잘 꾸밀 수 있는가?
3. 동료장학 수업전 사전 협의회
교수-학습 지도안 초안을 중심으로 각 학년의 팀별로 협의회를 갖고 협의록을 작성한 후
이에 의거 팀원들끼리 상호 협동하여 수정한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협의 일시
교 과
차시목표
수 있다.
참 석 자

1997. 11. 17 수요일
시간 15:30~16:50
즐거운 생활
단 원 (제재)
2. 신 호 등
네거리 놀이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꾸미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김인순, 윤경인, 박옥희

협
의
사
항
협의관점
협 의 내용
1. 수업안 작성
○ 교사활동․아동활동이 뚜렷하게 계획되었음
○ 학생 활동이 주된 것인데 20분동안은 부족하며 도입부분이 너무 많이 시간 배당이 되었
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 정리 단계에서 모듬별 협의 과정을 거쳐 서로 발표를 하면 함
2. 수업 목표
○ 학습내용 요소와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수업목표가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였으면 함
○ 학습문제 형태로 제시하되 시기는 교사 의도대로 제시
3. 수업모형 적용
○ 수업흐름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한 과정임
○ 소집단 지도를 하기 위한 적절한 모형임
4. 교사발문 계획
○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으로 보완하였으면 함
○ 발문을 되도록 세분화하여 제시해야겠음
5. 판서계획
○ 수업 목표에 맞는 간결한 판서계획이 요망됨
○ 수업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판서
6. 수업매체 활용
○ 문제 파악 단계에서 다양한 교사용 다양한 자료의 활용
○ 활동 내용을 아동이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작 필요
7. 형성평가
○ 수업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겠음
○ 학습의 과정중에 수시 관찰평가를 실시해야겠음
8. 학습준비 상황
○ 가위, 풀 등 사전 사용능력이 파악되어야 하겠음
○ 모듬별 준비물을 사전에 잘 안내해야겠음
4. 교수-학습 활동 참관록
매월 3주 해당 수업 전개시 동학년 전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수업을 실시하고 참관 교사
는 참관록을 작성하였다.
일
시
1997년 11월 26일 3교시
교과
즐거운 생활
단원
(제재)
2. 신호등
수 업 반
1학년 5반
수업자
김 인순 참관자
최
원자
본시목표
네거리 놀이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꾸미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
질 수 있다.
분야
영역
참관 관점
평 점
의견
3 2 1

교재연구
사전 연구
학습 목표
지도 계획
○ 다양한 수업기술을 위해 교재연구를 철저히 했는가?
○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수업에 임하는가?
○ 지도계획이 학습유형에 맞게 짜여졌는가?
○ 학습분량은 단위시간에 맞게 조절되었는가?
○ 수업과정은 단계가 뚜렷한가?
아동에게 학습문제를 철저하게 주지시킴
교사활동
동기 유발
교사 발언
교수 기술
개별화
교육 과정
자료 활용
판 서
평가 활동
○ 학습자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하였는가?
○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시킬 발문인가?
○ 학습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 수업과정에서 교사․학생 상호작용 빈도가 많은가?
○ 학생 능력, 흥미, 욕구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가?
○ 학습준비도에 알맞게 활동을 개별화 시켰는가?
○ 지역학교 실정에 맞게 교재를 재구성 했는가?
○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
○ 판서는 명료성, 간결성 있게 구조화시켰는가?
○ 형성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아동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학습을 전개 하였음
아동활동

아동발언
참여의욕
학습방법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는가?
○ 학생 의견을 학습활동에 적극 반영시켰는가?
○ 발표하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는가?
○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강화시켜 주는가?
○ 흥미와 창의적 활동을 격려하는가?
○ 기본 학습방법 훈련이 잘 되었나?
○ 학습 진단을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는가?
고정된 자리 학습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을 구성했으면 함
학습환경
분위기
환 경
○ 학습분위기가 자유롭고 태도가 진지한가?
○ 개방적인 학습 분위기인가?
○ 학습 공간, 시설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는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학습이 이루어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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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전반적으로 아동 활동 중심의 학습을 전개하여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나, 자신의 의견을 자
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였으면 함
5. 동료장학 수업후 환류협의회
교수-학습 활동 참관록과 협의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 참관 결과를 협의하고 수업 연구과
제 해결 및 수 적용하였다.
협의 일시
1997. 11. 28 금요일(시간 15:30~16:30)
교
과
즐거운 생활
단 원 (제재)

작성자
윤 경 인
2. 신 호 등

차시목표
수 있다.
협의주제
참석 자

네거리 놀이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꾸미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 자리 학습 시간의 교사의 역할
1-1, 1-2, 1-3, 1-4, 1-5, 1-6

협
의
사
항
협 의 관 점
협
의
내
용
교재 연구
○ 수업모형을 문제, 예상, 계획, 관찰, 기록 단계로 뚜렷하게 계획하여 수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학습계획이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됨
○ 다양한 수업기술 적용이 연구되었음
○ 지도안에 교사 활동, 아동활동을 더 뚜렷하게 제시해야겠음
교사 활동
○ 수업단계별로 아동과의 약속 훈련이 잘됨
○ 아동 활동을 많이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많음
○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이 많고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줌
○ 학습집단을 더 소규모로 조직하여 활용했으면 함
아동 활동
○ 학습 참여도가 높고 의견 발표요령과 태도가 좋음
○ 필요한 학습량을 전 아동이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음
○ 아동의 의견과 활동 과정이 중시되고 지루하지 않고 활발한 분위기임
○ 학습활동 단계에서 적절한 강화와 개별지도가 제공되었으면 함
○ 활동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 해야겠슴.
○ 수업과 관련된 선택 학습자리를 제공하여 학습 속도가 빠른 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였음
학습 환경
○ 개인의 창의적 생각을 권장해 주는 학습 분위기임
○ 관찰물을 개별적으로 관찰토록 관찰 코너를 확대 설치해야겠음
협의 주제 관련
○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음
○ 아동의 발달 과정, 능력,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력을 지녀야 하겠음
○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고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학습
을 진행시켜야겠음
○ 학습 활동이 끝난 후에는 정리 정돈을 하게 함으로 기본 생활습관 지도는 매일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겠음

○ 아동 활동에 관심을 표시해 주고 격려해 주며, 학습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
하도록 해야겠음
Ⅳ. 효과 및 전망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업의 질 개선에 있다. 따라서 장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을 통해 수업 개선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으로 촛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본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 개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 교
내 자율장학 영역중에서 교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동료장학을 체계화하여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양하였다.
1. 동료 장학팀의 조직으로 교과별 수업 주제 선정 등의 사전 협의, 수업 참관, 환류 협
의 과정을 통하여 동학년 교사들의 연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다.
2. 동료 교사 사이에 수업과 관련된 자료 소개 및 제작을 돕는 협동적 분위기가 조성되
었다.
3. 공동 지도안 작성 및 수정, 수업후 협의회의 의견 교환 등으로 교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동학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4. 교사 상호간에 신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사들이 장학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수업
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5. 서로 발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실한 교재 연구와 자율적인 연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시대회 지도논문(특상)-

할아버지의 지혜에서 고안한손가락 칫솔의 지도 연구

박 왕 우

Ⅰ. 머리에
21세기를 몇 년 앞둔 지금 기술은 그 나라의 앞날을 좌우한다. 지적 소유권이라는 낱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지도 10년 남짓하나 지금은 그 말에 거부감이 없어진지 오래이고 발명과
기술의 시대 특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떤 이가 이야기한 말 `유학은 선진국의 수준 정도를 이해하거나 배우는 것이지만 발명
은 선진국을 뛰어 넘어 그들을 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란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가 지금 주춤한 상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도 기술의 발달없이 선진국의 모방에만 급급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경종의 말은 우
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에서 아동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생각의 방향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명의 기법을 터득케 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에밀레종의 주조, 고려청자의 단아한 신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등 우리에게는 위대한
발명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의 책임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발명반을 조직하고 육성하여 왔다.
Ⅲ.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위생 도구는 칫솔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세 번 정도는 칫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칫솔의 형태는 작은 슈퍼마켓의 진열장에만 가 보아도 갖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칫솔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 때마
다 이 칫솔 저 칫솔을 골라 써 보지만 그렇게 사용상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칫솔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강의 어금니 안쪽을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방법
둘째, 이빨의 표면의 마모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셋째, 이빨 사이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부러진 칫솔이 나왔고 더 나아가 전동칫솔까지 나왔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2)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칫솔 모를 부드러운 모로 대신한다든지 실리콘을 이용한
제품까지 나왔지만 막대 칫솔은 특성상 이빨을 닦는 것은 지렛대의 힘을 이용하게 되어 무
리한 힘이 가해져서 이빨의 표면이 마모되고 잘못하면 잇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다.
3)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줄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나왔으나 이빨 사이를 벌어지
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 칫솔은 치솔모가 망가져 버리려고 하면 멀쩡한 막대기까지 버리게 되어 물자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재고할 점이 많았는데 마침 교체형 칫솔이 나와 이를 해결하게
는 되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막대 칫솔의 여러 단점을 개선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Ⅲ. 이론적 배경
A. 칫솔1)
가. 칫솔의 구비조건
1) 구강내에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두부가 전 치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결하여야 한다.
4) 강모가 가늘어야 한다.
5) 강모가 일정한 탄력을 가져야 한다.
6)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8)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나. 칫솔의 특성
1) 칫솔의 두부 크기 : 칫솔의 두부 크기는 일반적으로 구치부 치아를 2~3개 정도 피개
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
2) 칫솔의 강모 강도 : 환자의 평균 치면 세균막지수가 높거나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가
적으며, 심한 흡연습관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강강도 및 증강도의 칫솔을 권장하며, 구
강 위생상태가 좋고,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도 낮으며,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가 비교적 높거
나, 치경부 마모증이나 과민성치질 증상이 있거나 심한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약강모의
칫솔이 권장된다.
3) 강모 단면의 형태 : 일반적인 환자에 있어서 회전법 잇솔질을 교습시키고자 할 때에
는 3~4줄모의 강모단면이 수평인 칫솔형태가 평이하다.
4) 손잡이 모양 : 일반적인 손잡이의 모양이나 직선형이나 근래에는 목부위에서 15도정
도 구부러진 형태도 많이 시판되고 있다.
5) 전동 칫솔
다. 칫솔의 보관
1)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서로 접촉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B. 잇솔질 교습(Toothbrushing Instrustion)1)

가. 회전법
1) 방법:한국구강보건협회 및 미국치과의사회(ADA)에서 일반대중에서 추천하는 방법으
로, 칫솔의 강모를 치은 깊숙이 치아장축에 평행하게 위치시켰다가 교합면을 행해 칫솔의
잡은 손목을 힘을 가하여 돌리면서 쓸어내는 동작을 취하는 방법
2) 장점
① 치면 세균막 제거 효과가 높다.
② 치은에 마사지 효과가 높다.
③ 비교적 배우기 쉽고 실천성이 높다.
3) 단점
① 7~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실천성이 없다.
② 구강내 특수환경이 존재하는 환자에게는 권장하기 힘들다.
나. 횡마법(Scrub Method)
1) 방법 : 칫솔을 치열에 따라서 옆으로 문지르듯 전후 행정으로 치아를 닦는 방법이다.
실천성이 높아서 유아나 소아에게 교육시키기는 좋으나, 초등학교 학령기 이후부터는 사용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장점
① 실천하기 용이하다.
② 순면과 협면 및 교합면의 치면세균막 지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3) 단점
① 치간 사이나 인접면의 치면세균막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② 치아의 설면이 잘 닦이지 않는다.
③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치경부 마모나 과민성 치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치은퇴축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 바스법(Bass Method)
1) 방법 : 1950년대에 내과의사인 Dr. Bass에 의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한 줄 또는 두 줄
모의 비교적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모가 치은열 구내에 들어가도록 칫솔을 치아
장축에 대하여 45도 각도를 삽입시킨 후, 치은열구내의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치은에 마사
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짧은 진동을 주며 닦는 방법이다.
2) 장점
① 치은열구내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탁월하다.
② 치은열구내 마사지 효과가 좋다.
③ 치은염 완화 및 치주조직 건강회복 능력이 좋다.
3) 단점
① 환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실천하기 어렵다.
② 잘못 시행하면 치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③ 오랫동안 계속 시행하면 치면세균막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④ 치간 사이 음식물 잔사가 잘 제거되지 않는다.
라. 스틸맨법(Stillmans Method)

1) 방법 : 칫솔의 강모단면이 치근단을 향하게 하고, 강모를 치아 장축에 45도 각도가 되
도록 하여 강모단 치근단 부위의 치은에 위치시킨다. 그 후 칫솔에 빠른 동작을 주며, 잇몸
부위에서부터 치아 표면까지 이동시키면서 치아와 치은을 닦는 방법이다.
2) 장점
① 치은에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② 잇몸의 마사지 효과가 좋다.
3) 단점
① 부드러운 칫솔 사용과 진동 동작으로 닦기 때문에 치아면의 치면 세균막 치수가 놓아
질 수 있다.
② 잘못 사용할 때 치은에 위해작용을 줄 수 있다.
③ 쉽게 숙지하기 어렵다.
마. 챠터스법(Charthers Method)
1) 방법 : 강모의 단면이 교합면쪽을 향해 역으로 45도가 되게 칫솔강모를 위치시키거나,
치아 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위치시킨 다음, 치아 표면과 치간 및 인접면 그리고 인공 치아
의 기저부 등을 중심으로 짧은 진동을 주는 방법이다.
2) 장점
① 치간 사이와 인접면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크다.
② 인공치아 기저부에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크다.
③ 고정성 보철물 주위, 치주조직에 대한 마사지 효과가 크다.
3) 단점
① 실천하기 힘들다.
② 잘못 시행시 치은에 손상을 준다.
③ 구강내 정상 부위와 구분해서 시행하기 복잡하다.
바. 폰스법(Fones Method)
1) 방법 : 상하악 치아를 지그시 다물고 칫솔 모를 치아 장축에 직각이 되게 위치시킨
다음, 비교적 큰 원을 그리듯이 칫솔모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순면과 협면의 치아 및 치은을
닦는 방법이다.
2) 장점
①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다.
② 치아를 닦기 쉽고 치은에 마사지 효과가 있다.
③ 후에 회전법 잇솔질 방법으로 전환하기 쉽다.
3) 단점
① 설면을 닦기 곤란하다.
② 치간 사이 음식물 잔사가 쉽게는 제거되지 않는다.
③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C. 마모증3)
마모증은 교합과는 무관하게 이물질과의 마찰에 의해 치아 경조직이 마모되는 병리적 현

상으로 그 원인에 의해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가. 칫솔에 의한 마모증
가장 흔한 형태로 상악전치부와 소구치부의 순면, 치경부에 많이 나타나 대개가 좌측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구강위생상태가 비교적 좋은 30대 영자환자에서 빈발하여,
이러한 경우 환자는 이가 시림을 호소하게 되므로, 올바른 잇솔질 교습을 시키고 불소국소
도포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지각과민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마모력이 약한 세치제
사용을 권장해 주어야 한다.
Ⅳ. 제작 지도 동기
본교 발명반 아동들에게 칫솔 사용의 경험을 발표하고 칫솔의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각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오게 했다.
그때 3학년 노연정 아동이 할아버지와 손가락으로 양치질하는 칫솔 방법을 발표했다. 그
래서 손가락으로 칫솔질을 하게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했다.
A. 손가락 양치질의 장점과 단점
손가락은 막대기와 달리 세마디로 되어 있어 원형의 치아상태를 생각하면 깊숙한 어금니
의 형태에 가장 잘 적응될 수 있으며, 특히 어금니 안쪽과 깊숙한 곳에까지 미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손가락 양치질은 자신의 손가락의 감촉으로 이빨을 닦으므로 이빨의 상태나 양치
질의 정도를 쉽게 파악하면서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손가락은 피부에 의존하여 닦기 때문에 이빨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 덩
어리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소금의 거
친 성분을 이용하기는 하나 이것은 순간 뿐이고 곧 소금이 녹아 버리는 점이다.
Ⅴ. 제작 지도 과정
A. 지도 과정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막대칫솔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게 하였다.
가. 손가락은 세마디로 이루어져 자유스럽게 구부러짐을 이용하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강을 휘감아서 닦을 수 있으며,
나. 손가락은 자신의 손가락이므로 칫솔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렛대의 힘으로 너무 무
리하게 가해지는 정도를 손가락의 감촉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특성.
즉,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칫솔을 구안하도록 지도하였다.
B. 지도 결과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골무 모양의 신축성 있는 소재에 모를 달아 이빨을 닦으므로 손가
락이 자유스럽게 구부러짐을 최대한 활용하고 손가락에 전달되는 감촉을 활용하여 이빨을
닦을 수 있어 막대칫솔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손가락 칫솔을 고안하게 되었다.
Ⅵ. 작품 그림
Ⅶ. 제작 결과
A. 활용성 및 전망
가. 손가락의 구부러짐을 이용하여 닦으므로 그 어떤 막대 칫솔보다 원형의 구강을 효과
적으로 닦을 수 있다.
나. 막대 칫솔은 지렛대의 힘을 이용하여 이빨을 닦으므로 치경부에 마모증이 발생할 소
지가 많으나 손가락 칫솔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닦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다. 막대 칫솔은 나항과 같은 이유로 잇몸을 다치는 경우가 있으나 손가락 칫솔은 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라. 쓰고난 후 버리는 양이 막대형 칫솔의 1/10, 교체형 칫솔의 1/3도 안되어서 자원을
절약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유아교육현장연구 인성교육실천사례-

<동화속 주인공 닮기>를 통한
유아의 착한 심성 기르기
김 은 아
Ⅰ. 실행의 개요
A.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갑박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변해
가고 그 변화되는 일면을 우리는 메스컴을 통하여, 혹은 자신이 당하고 느끼면서 차츰 차츰 순수
함, 고운 마음씨, 남을 배려하는 여유 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로 정신적인 가치가 경시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풍조가 결국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범람하
는 유해한 환경 등이 서로 공존하면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은 ‘더불어’라는 개념보다는 ‘나 만
이’라는 개념이 우선하여 결국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자리매김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 속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
고 공격적이며, 협력할 줄 모르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간의
성격, 생활습관 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유아기임을 감안한다면 어릴 때부터의 심성교육
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린 유아기부터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면 밝고 건강한 사회, 더불어 느끼고 사랑할 줄 아
는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난 사람보다는 든 사람이,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라”는 옛 말을 되새기며 내가 맡고 있
는 유아들만큼은 ‘나만 아는 잘난 사람’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나,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
지 않는 착한 심성을 갖게 해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실행의 목적은 <동화속 주인공 닮기>를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도함
으로써 유아의 착한 심성을 기르고자 함에 두었다.
B. 기초 실태 분석

유아들의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해 본원의 유아, 부모에 대한 실태를 관찰 및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
1. 유아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려는 행동과 마음이 부족하고,
2. 바쁜 농사일로 자녀와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본생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운영 범위의 제한점

1.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화 활동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후 활동의 일부시간에 국
한시켜 운영한 점.
2. 나타난 결과는 교사의 주관적 관찰로 내면적인 태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둔 점이다.
D. 용어의 정의

1. 착한 심성

또래간의 긍정적 대화와 이해하기, 협력하기, 동정심 갖기, 아껴주기, 나눠주기, 도와주기 등
친사회적 행동을 가리킨다.

2. 동화속 주인공 닮기

들려준 동화의 주인공 특성을 행동으로 반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Ⅲ. 실행 과제

A.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한 동화자료를 선정하고 지도방안을 구안 적용한다.
B. 착한 심성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구안 적용한다.
Ⅳ. 운영의 설계

A. 대상 : 본교 병설유치원 원아 6명
B. 기간 : 1997. 3. 1 ～ 1998. 2. 28 (12개월)
Ⅵ. 운영의 실제
A. 실행 1의 실천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한 동화자료를 선정하고 지도방안을 구안 적용한다.
1. 동화 자료 선정

a. 유아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 착한 심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동화 31편을 선정
하였다.
b. 오전 교육활동중에 들려주는 동화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동화자료 연간 계획안

월 주
1
4 23
4

동 화 명
세 마리 염소
벌레들아 도와줘
모두가 기른 벼
우리는 돕고 살아

주 제
협동, 지혜
협력
협동
협력

관 련 활 동
자 료 이야기 극놀이 그 림 동시 작업
나누기
그리기 짓기
융판동화 ○
○
○
그림책
○
○
○ ○
그림책
○
○
VTR
○
○

2. 동화자료 활용 방안

a. 동화자료 활용 시간
오후 연장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본 원에서는 낮잠 및 휴식시간이 끝난 후, 20～30분을 정
해 매일 동화자료 활용 시간으로 조정 운영하였다.
b. 동화자료 요일별 활용방안
유아들의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하여 동화 들려주기 및 관련 활동 시간을 요일별로 다양하
게 운영하였다
요일

동화자료 요일별 활용 방안

월
화
수
내용
듣고 내 - 자신의행동
동화 듣고
동화자료 동화
반성하기
난 후 관련
활용방안 용이야기하기
(토의)
- 약속정하기 활동하기
- 동화속 주인공
모델링하기

목
금
토
동화 듣고 반성.다짐하기 부모님이 들
난 후 관련 (토의)
려주는 동화
활동하기

c. 유아의 활동
(1) 동화 듣고 난 후 느낌을 이야기 해 보며 서로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2) 닮고 싶은 동화 주인공을 선정한 후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델링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3) 동화를 듣고 난 후 관련 활동을 해 본다
(4) 동화속 주인공과 자신의 마음, 행동을 비교 해 보며 한 주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해 본다.
(5)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짧은 동화 1편을 부모가 들려주고 함께 이야
기 해 본다.
d. 교사의 역할
(1) 20여분간의 동화자료, 활용시간에 교사는 주로 문제성이 있는 유아 즉, 공격적 성향이 두드
러지는 유아, 욕설이 심한 유아, 놀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유아. 행동이 거친 유아. 양보할
줄 모르는 유아등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활동 속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사는 월요일에 들려주는 동화는 녹음을 해 두어 다음 날 수시로 활용토록 한다.
(3) 동화를 들려주고 변화되는 유아의 행동을 기록해 두어 그들의 심성 개발을 체크했다.
3. 지도 과정안 구안 활용

동화를 들려주고 유아들의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한 지도 과정안은 주제망 중심으로 구안하
여 활용하였다.
구안 방법으로는 먼저, 동화 들려주기 - 기억하기(동화 줄거리 기억) - 이야기 나누기(동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가정해 보기, 추측하기, 대안 마련하기 등) - 관련 활동 해보기(그림 그리기,
동시 짓기, 극놀이 해 보기 등) -모델링 하기(닮고 싶은 주인공 각자 선정 후 선정 이유 말한 후,
앞으로의 행동 약속, 규칙 정함) -반성, 다짐하기(1 주일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

짐해 보기)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유아 행동 관찰

a. 동화를 듣고 난 후 유아 활동 평가
(1). 유아 행동 관찰 기록지 활용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하여 유아들의 행동 특성을 일화 기록하여, 표출되어진 심적인 변화와
행동들을 나름대로 종합 분석한 후 수시로 동화를 들려주거나 그들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
수정토록 하였다.
(2). 동화 들려준 후의 관찰
동화를 들려준 후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강화된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후
유아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이거나 또래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녹음된 동화를 다시 한
번 들려주어 착한 심성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하였다.
․유아가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가?
․동화를 듣고 어떠한 개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속의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유아들이 특별히 흥미있어 하는가?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행동 중 어떠한 행동을 유아가 모방하는가?
5. 착한 심성개발을 위한 지도의 실제

a. 동화속 주인공 선정 활동
유아가 원하는 동화 속 주인공을 선정하여 각 주인공별로 캐릭터를 제작, 가슴에 부착토록
하여 수시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자제하고 발전시켜 유아 스스로 바른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수시로 녹음되거나 녹화된 동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다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b. ‘저는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의 생활화하기
본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등원이 끝난 09:00시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고, “저는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 달에 느끼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생활약
속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월별
4월
5월

구분

“저는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의 월별 약속

월 별 약 속
내가 도와줄께.
모두 모두 사랑해요

약 속 내 용
나보다 어린 동생들 잘 돌봐주기
넘어지거나 다친 친구 돌봐주기
엄마, 아빠 볼에 뽀뽀해 드리기
아침에 친구를 만나면 웃으며 서로 안아주기

이러한 월별 약속은 동화자료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월에 강조되고 있는 덕목으로 정
했으며 유아들의 일상에서 쉬우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약속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c. 개인별 생활 약속지 활용
생활 약속을 습관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위하여 개인별 생활약속지를 이용해 매
일 매일 귀가 전에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된 결과는 1개월 누계를 통하여 실천도가 높은 유아에게는 교사가 직접 만든 카드식 동
화책을 선물로 주었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유아들의 만족감을 높히고 스스로 자신을 반성 평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는데 비교적 선물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산골아이들에겐 커다란 즐거움을 주고 그로 인해 성취욕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나름대로 무척 유

익한 방법이었다.
d. “동화 들으며 생각하는 코너” 운영
유아들이 동화를 들은 후에는 조금 행동이 변화되는 듯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사
회적 행동 양상이 표출되곤 했다. 이러한 원인은 유아들의 착한 심성이 습관화, 정착화되지 않았
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원에서는 “동화 들으며 생각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유아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수시로
동화를 듣고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정서를 순화시키고, 동화 내용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바로 잡아보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어 결국 착한 심성을 갖고 자라
나는 어린이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B. 운영과제 2의 실천

착한 심성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구안 적용한다.
1.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한 계획

a. 가정과의 연계지도 방법
(1)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의 연간 계획에 의해 유아의 심성개발에 도움을 주는 동화 1편을
매주 토요일에 유아편에 가정으로 보냈다.
(2) 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의 생활약속>지를 가정으로도 보내 실천하고 그 실천여부
를 유아가 체크, 부모가 확인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유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쪽지 통신 활용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b.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 활용 방법
(1) 가정으로 보내지는 동화는 부모와 유아 모두가 흥미를 갖을 수 있는 창작동화를 주로 선정
하였으며, 삽화도 잊지 않고 그려 넣었다.
(2) 동화를 통해 유아들의 착한 심성뿐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코너를 마련하여 서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시간도 부모와 함께 갖도록 하여, 동화속에 숨겨
진 보물(주제)을 유아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월
4

주
1
2
3
4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의 연간 계획안

동 화
사자의 줄다리기
꾀돌이 다람쥐
코끼리 소방대
눈 먼 곰과 다람쥐

2. 연계지도를 위한 실천 내용

명

주
겸손, 협동
협동
협동
협동

제

a.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의 날 선정 운영
매주 토요일 <부모님이 들려주는 동화>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화듣기의 날은 유치
원에서 동화자료를 통해 유아의 착한 심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과의 연계성을

꾀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보내진 동화 1편의 내용은 부모가 유아에게 들려주기에 적당한 글자 수와 활자크기, 동화를
들려주고 난 후 유아와의 질문 예시, 그리고 동화에서 길러질 수 있는 심성개발덕목 등 부모가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내용으로 꾸미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보내 준 동화는 처음 얼마동안은 바쁜 농사일을 핑계삼아 부모가 직접 들려주기보다는
가족중의 형제들에게 읽어주게 하거나 귀찮아 그냥 던져놓는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부모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귀가 때 유아들을 교사 차에 태우고(매일 교사 차로 유아들
을 귀가시키고 있기에) 부모가 일하시는 들녘에 나가 본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5분이라도 자
녀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동화를 들려달라고 수 차례 부탁드렸다. 또한 수시로 가정통신을 발송하
여 어쩌다 한 번 들려주는 동화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녁 늦게 들일이 끝 나 집으로 들어오
는 부모를 위해 교사가 퇴근 후 가정으로 전화를 하여 동화기법에 대한 전화상담을 자주 가졌다.
유아에게는 부모님이 동화를 들려주었을 때는 유아로 하여금 그 기쁨을 표현하도록 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 볼에 뽀뽀해 드리기, 어깨나 다리 주물러 드리기,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
기, 엄마 아빠 모습 그려 드리기, 엄마 아빠 손 꼭 잡아드리기 등으로 고맙고 기쁜 감정을 표현
해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된 동화의 날은 점차 부모나 유아에게 기다려지는 날로 변해 어느 어
머니는 “토요일 아직 안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동화를 안 들려주면 잠을 안 자요”라고 웃으며
말하기까지 하여 교사로 하여금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b. 나의 생활 약속지 활용
유치원에서 들려준 동화 주제와 연관하여 유아들이 지킬 수 있는 행동 약속을 정한 후 가정
에도 똑같은 <나의 생활 약속>지를 보내 귀가 후에도 유아들이 변함없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부모들도 자녀의 노력을 격려해 주고 일깨워 주어 유아들의 착한
심성을 기르는데 다 같이 힘을 쏟았다.
c.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통신 활용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 부모들에게
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 단지 엉덩이를 또닥거리며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하는 지극히 본능적
인 표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이상 더 좋은 표현은 없지만 유아와 부모가 동시에 즐기
면서 표현 할 수 있다면 사랑과 애정은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원에서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쪽지 통신을 가정으로 보내 쉽게 유아
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
♥ 아이에게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아이가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 숫자만큼 아이의 볼에다 뽀뽀를 해 주는 거예요.
★ 아이들은 상을 좋아하죠? 조그맣고 예쁜 스티커들을 준비해서 아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주세요. 하나 하나 모은 스티커의 갯수가
30개정도 모아지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바꿔주는
것은 어떨까요?

Ⅳ. 결과 및 맺는 말

A. 결 과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유아의 생활에 쉽게 다가서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동화를 통해 그
들의 착한 심성을 길러주는 일이 운영과제 해결이라고 볼 때
1. 동화를 듣고 동화속 주인공을 모델링하여 그들의 착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익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 또래간에 긍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 실천 약속 이행 의지의 생활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반성 평가해보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므로써, 유아 자신 스스로 책임감과 판단력, 즐거움, 만족감 등을 느낄 수 있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주었다.
3. 교사와 부모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서로의 경험담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교사와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므로써 유아들의 심성이 바
르고 착하게 길러질 수 있었다.
4. 교사와 부모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유아의
의식과 행동에 많은 변화와 향상을 가져왔다.
B. 맺는 말

유아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굳이 동화에 비중을 두고 지도
한 이유는 동화가 갖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지만, 산간벽지에 위치한 본 원의 유아들에게서 느끼
는 문화실조와 다양한 생활경험부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고,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였다.
이런 면에서 동화만큼 훌륭한 교수매체는 없다고 보고 유치원과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연계적
으로 동화를 들려주었다.
그 결과 동화를 알고 즐길 줄 아는 유아, 동화 속에서 생활하는 유아, 그리고 동화를 통해 서
로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유아,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유아, 동 식물을 아끼고 사
랑하는 유아, 자연을 사랑하는 유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가 들려준 동화가 유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래간에 친화적인 인간관계
를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들었던 동화를 기억하며, 동화속
주인공처럼 아름답고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한 믿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오늘도 아이들에게 좋은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 바쁘게 자료
실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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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무릎 동화방 운영을 통한
유아의 바른 인성 내면화 지도
Ⅰ
1.

인성

교육의

정읍산외초등종산분교 병설 유치원 교사 김은아

.

서

론

필요성

21세기를 내다보는 현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물질
적 풍요와 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가치관의 혼란 및 물질만능주의의 사고,
비인간화 현상의 팽배등이 날이갈수록 증가되어가고 있다(경기도교육청,
1996).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며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교육적 기능마
저도 약화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많은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1997).
그러므로 유아들이 장차 한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의 자세와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 도덕적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이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다.
또한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써,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일
상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
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따뜻한 인간적 감성을 소유한
전인적 인간(a fully functioning perso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인성 지도 사례 연구에서는 예절, 질서, 효도, 인간존중, 청결,
협동, 자주, 환경보전, 성실, 절약 등의 10개 인성지도 덕목(전라북도교육청,
1997)을 근간으로
첫째, 그림편지 배달시간운영, 둘째, 사랑의 무릎동화방 설치 운영, 셋째,
NIE(중앙일보사, 1996)를 통한 토의시간 운영 등을 구안,적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유치원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상 경험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내면화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운영의 중점
본 유치원에서는 유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의
미있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운영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림편지 배달 시간을 운영한다.
둘째. 사랑의 무릎 동화방을 설치, 운영한다.
셋째. 신문을 통한 학습활동의 전개 및 토론을 위한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운
영한다.
Ⅲ
.

.

운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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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

1.

기간

및

대상

:본 교 병설유치원아 15명
1997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1년간)

가.

실행대상

나.

실행기간:

2
15명의 유아들을 Ⅰ그룹에 8명, Ⅱ그룹에 7명씩 무선 배정하여 하위 2그
룹으로 구성한 후 1학기동안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Ⅰ그룹에는 쓰기영역에서
그림편지 배달시간을 집중 운영하고, Ⅱ그룹에는 책보기 영역에서 사랑의 무
릎동화방을 집중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토요일 Ⅰ,Ⅱ그룹의 전 유아가 참여하는 작업활동시간동안 신
문 기사를 활용한 학습활동(기사 스키랩 및 토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사
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과
‘박 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사건’ 과 ‘괌 공항 비행기 추락 사고’등과 같은 사
건, 사고였다.
2학기에는 Ⅰ,Ⅱ그룹에 그림편지배달시간과 사랑의 무릎 동화방을 바꾸어
운영하였다.
Ⅳ. 운영의 실제
.

1.

운영의

그림편지

방법

및

절차

배달시간

운영

연간 인성교육 계획과 지도 덕목별 인성주제에 따라 매일의 자유선택활동
시간동안 쓰기 영역에서 가정,유치원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느낌등을 그
림이나 글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표현한 그림이나 글은 그 경험
과 관련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자신이 쓴 그림이나 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감정,느낌등을 교환해 보도록 하였다.
2.

사랑의

무릎

동화방

설치

운영

본 원의 연간 인성지도 운영 계획을 근간으로 인성 지도 덕목과 관련된
총 35권의 동화를 추출하여 인성지도 주제에 따라 책보기 영역에 비치한 후,
자유선택 활동시간 동안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그 동화 내용에 대한 심미적
입장에서의 질문 상호 작용을 통해 동화의 내용을 기초로 감정이입, 느낌,
경험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음으로써 바람직한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동화를 들려 주고 심미적 태도를 취하는 질문 상호 작용을 실
시한 후 쓰기 영역에서 동화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의미중심적 쓰기 활동
을 전개하였다.
3.
매 주 발행되는 신문을 미술 영역에 비치하여 두고, 토요일 작업 활동 시
간에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거나 바른 인성의 내면화를 위해 유아들에게 도
신문기사를 활용한 스크랩 활동 및 이야기 나누시간을 운영한다.(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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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유아들의 느낌을 적어보게 하였다.
스크랩한 기사 내용은 전체 유아들이 모이는 시간에 발표하게 하고 다른 유
아들과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운영의 결과
유아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성이 내면화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
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덕목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표적 행
동 기준을 발췌하여 표 1에서부터 표 11과 같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보
았다.
1.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예절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예절생활의 대표적인 예로써 바르게 인사하기와 고운 말 사용하기 항목
을 선정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
아보았다.
표 1. 바르게 인사하기(N=15)
예절

바른

실천항목
바 르게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2 13.3 3 20 5 33.3 9 60 12 80 13 86.7 14 93.3 14 93.3

인사 하기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른 자세로 적절한 인사말을 사용하여
인사를 할 수 있는 유아가 3월에는 2명(13.3%), 4월에는 3명(20%), 5월에는
5명(33.3%), 6월에는 9명(60%), 9월에는 13명(86.7%), 10월에는 14명(93.3%)
으로 학기초에 비해 그 실천의 정도가 80%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이
는 ‘바르게 인사하기’ 항목이 유아들로 하여금 내면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2. 고운 말 사용하기(N=15)
실천항목
고운말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1 6.7 2 13.3 6 40 7 46.7 11 73.3 12 80 14 93.3 14 93.3

사 용하기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월에는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아
가 단 1명이었고 대부분의 유아들이 가끔 욕설을 사용하거나 어른들에게 존
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4월에는 2명(13.3%), 5월에
는 6명(40%), 7월에는 11명(73.3%), 9월에는 12명(80%), 10월에는 14명
(93.3%)으로 그 실천의 정도가 학기초에 비해 86.6%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추이는 고운 말 사용하기 항목이 유아들로 하여금 내면화되어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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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질서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서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버스 승,하
차시 차례를 지키기’ 항목을 선정하여 표 3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3. 버스 승,하차시 차례지키기 (N=15)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n % n % n % n % n % n % n % n
3 20 5 33.3 6 40 9 60 10 66.7 13 86.7 15 100 15

실천항목

,

버스 승하차 시

체
%
100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학기초인 3월에는 차례를 지켜 버스에 승
차할 수 있는 유아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유아는 버스가 올 때 무조건
달려가서 이미 줄을 서 있는 유아까지 밀쳐내고 버스에 오르는 경향이 있었
으나 4월에는 5명(33.3%), 5월에는(40%), 6월에는(60%), 7월에는 10명
(66.7%)이 교사가 지켜보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차례를 지켜 승,하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8월 괌공항에서의 여객기 추락사고에 관한 신문 스크랩
및 토론 활동을 하고 난 후인 9월과 10월에는 교통 안전에 관한 의식이 더
욱 더 고취되어 각각 13명(86.7%), 15명(100%)의 유아가 자율적으로 시내버
스에 승,하차할 수 있게 되어 질서의식이 100% 내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3.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효도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효도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 말
씀에 순종하고 돕기’ 항목을 선정하여 표 4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4.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돕기 (N=15)
차 례지키 기

효행을

실천항목
부모님

실천하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3 20 4 26.7 7 46.7 9 60 11 73.3 13 86.7 14 93.3 14 93.3

말 씀에

순종하 고

돕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3명(20%)에 불과하였으
나 4월에는 4명(26.7%), 5월에는 7명(46.7%), 6월에는 9명(60%), 7월에는 11
명(73.3%), 9월에는 13명(86.7%), 10월에는 14명(93.3%)의 유아가 자발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림편지 배
달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받게
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울 수 있는 ‘효’의 마음
이 내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인간존중의

마음을

갖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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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인간존중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의 대표적
인 예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고 표 5 에 제시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5.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N=15)
실천항목
다른

사 람을

배려 하기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0 0 1 6.7 4 26.7 7 46.7 10 66.7 12 80 13 86.7 13 86.7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동화를 들어보는 경험과
이를 기초로 타인의 입장에 감정이입해보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보는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유아가 4월에
는 1명(6.7%), 5월에는 4명(26.7%), 6월에는 7명(46.7%), 7월에는 10명
(66.7%)으로 점차 인간존중의 마음이 내면화되어가고 있음을 표 15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박초롱초롱 빛나리’ 어린이 유괴 사건과 그에 따른
신문만들기를 통한 토론 활동의 기회를 갖음으로써 타인의 입장에 대해 생
각해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유아가 9월에는 12명(80%), 10월에
는 13명(86.7%)으로 조망수용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간존중의 마음이 1학기에 비해 많이 내면화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청결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결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유치원에서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기’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고 표 6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6.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기(N=15)
청결한

실천항목

,

장 난감

생활을

하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n % n % n % n % n % n % n % n
3 10 6 20 8 53.3 10 66.7 12 80 13 86.7 15 100 15

제자 리에

체
%
100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자신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을 정리정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3명에 불과
하였으나 4월에는 6명(20%), 5월에는 8명(53.3%), 6월에는 10명(66.7%), 9월
에는 13명(86.7%), 10월에는 전체 유아 15명이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청결과 관련된 무릎동화를 듣고 청결한 생활에 대한
질문 상호 작용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느낌을 그림 편지로 써보는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청결한 생활에 대한 바른 인성이 100%
정 리 정돈 하기

- 5 -

내면화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6.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협동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협동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유치원에서
의 활동 시간에 자발적으로 친구를 도와 주거나 나누어쓰는 행동에 대한 항
목을 선정하고 표 7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
다.
표 7. 유치원의 활동 시간에 자발적으로 친구 도와주기(N=15)
협동하는

실천항목
자 발적으 로

마음을

갖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2 13.3 4 26.7 7 46.7 8 53.3 10 66.7 11 73.3 13 86.7 13 86.7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활동을 할 때 교사가 언어적
지시를 하지 않아도 활동 도중 어려움을 보이거나 힘들어하는 유아들을 스
스로 돕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단 2명에 불과하였다. 이
러한 이유 또한 발달의 특성상 유아들은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옆자리에
앉아서 겪는 친구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화듣기 활동과 그림편지 쓰기 활동,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따뜻한 이
웃에 관한 신문활동을 통한 토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4월에는 4명
(26.7%), 5월에는 7명(46.7%), 9월에는 11명(73.3%), 10월에는 13명(86.7%)으
로 친구를 도와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점차적으로 내면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자주생활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주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유치
원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고 표 8
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8.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기(N=15)
친구

도와주 기

자주적인

실천항목
자기

일을

생활을

월

스 스로

하는

어린이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n % n % n % n % n %
2 13.3 5 33.3 6 40 9 60 11 73.3 12 80 14 93.3 14 93.3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이야기나누기 활동시 스스로
시간을 지켜 자리에 앉아 있거나 간식 후 양치질, 출석카드 정리, 언어카드
제출 등 교사의 언어적인 지시없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2명의 유아에 불과하였으나 동화듣기 활동과 그림
편지 배달 활동 등을 통해 4월에는 5명(33.3%), 5월에는 6명(40%), 7월에는
9명(73.3%), 9월에는 12명(80%), 10월에는 14명(93.3%)으로 시간이 경과할수
록 자율적인 행동에 대한 마음이 내면화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알아 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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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환경보전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보전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나누어서 버리기’ 항목을 선정하고 표 9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9. 쓰레기 나누어서 버리기(N=15)
환경

보전에

실천항목

앞장서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n % n % n % n % n % n % n % n
4 26.7 7 46.7 9 60 10 66.7 12 80 13 86.7 15 100 15

체
%
100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미술활동이나 간식 후 쓰레기
를 버릴 경우 ‘타는 것’ 과 타지 않는 것‘ 으로 나누어서 버릴 수 있는 유아
가 학기초인 3월에는 4명(26.7%)이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동화 듣
기와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보는
활동을 통하여 4월에는 7명(46.7%), 5월에는 9명(60%), 6월에는 10명(66.7%),
7월에는 12명(80%), 9월에는 13명(86.7%), 10월에는 15명(100%)의 유아 모두
가 쓰레기를 나누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통해 지구
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 용기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과 쓰
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환경 보전
의식이 유아들의 마음속에 100% 내면화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9.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성실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실한 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유치원
에서 전개되는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고 표 10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10.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N=15)
쓰레 기

분리수 거

성실한

실천항목

생활을

하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5 33.3 6 40 7 46.7 10 66.7 12 80 13 86.7 15 100 15 100

표 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미술활동을 하거나 게임 등
의 활동을 할 경우 처음부터 자신이나 의욕을 보이지 않고 ‘못하겠어요’, ‘선
생님이 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유아가 대부분이어서 학기초인 3월
에 맡겨진 활동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해내는 유아가 5명(33.3%) 정도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성실과 관련된 동화 듣기와 이를 기초로 하는 그림편지 활
동, 우리나라 축구가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있는 신문 기사 등을 스크랩
하여 보는 활동을 통해 4월에는 6명(40%), 5월에는 7명(46.7%), 7월에는 12
명(80%), 9월에는 13명(86.7%), 10월에는 15명(100%)의 유아가 모든 활동에
임할 때 자신감과 의욕을 나타내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성실한 생활에 대한 바른 인성이 유아들에게 100% 내
면화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최 선을

다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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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지도 10개 덕목 중 절약에 대한
덕목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절약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유치원에서
크레파스,물감,화장지 등을 아껴쓰는 것’에 항목을 선정하고 표 11에 제시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11. 크레파스,물감,화장지 아껴쓰기(N=15)
절약하는

실천항목

,

생활을

하는

어린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 3 20 5 31.3 6 40 9 60 11 73.3 12 80 13 86.7 13 86.7

크 레파스 물감
화 장지

아껴 쓰기

표 1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크레파스,
물감,화장지 등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어서
아껴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아가 학기초인 3월에는 3명(20%)에 불과하
였으나 동화 들려주기와 그림편지 배달을 통해 ‘낭비’의 개념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4월에는 5명(40%), 5월에는 6명(40%), 7월에는 11명
(73.3%), 9월에는 12명(80%), 10월에는 13명(86.7%)의 유아가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절약하는 생활에 대한 바른 인
성이 유아들에게 점차 내면화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Ⅴ. 요약 및 결론
A. 결 과
1.
총체적인 언어 발달의 관점을 수용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노력 과제인 그
림편지 배달 시간 운영을 통해서는, 유아들이 관습적 상징체계인 문자로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림 또한 의사소통을 위
한 문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총
체적 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바른 인성의 덕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었다.
유아들은 이러한 그림 편지를 써 나가는 경험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행동 덕목들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해보고, 표상
(representation)의 수준에서 올바른 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름데로 정
리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상활동은 유아들로 하여금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들에 대한 유아 스스로의 사고를 끊임없이 구성(constructive)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적(scaffolding) 활동의 성격을 띄고 있어, 미래 사회의 주
역이 될 본 원의 유아들이 미래의 중견시민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바른 인
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훌륭한 지렛대가 되었다.
그림

편지

배달

시간

운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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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의

무릎

동화방

운영의

결과

두 번째 노력 과제인 사랑의 무릎 동화방 운영을 통해서는, 유아들로 하여
금 바른 인성의 덕목들이 용해되어져 있는 많은 동화들을 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됨으로써 갈등상황을 합리적으
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화를
들려주고 난 후 동화의 내용을 기초로 심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질문, 즉, 타
인의 입장에 감정이입해보거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점
차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바른 인성이 내면화되어졌다.
3.

신문을

이용한

학습

활 동 (N IE )

전개에

따른

결과

세 번째 노력과제로 신문기사의 내용을 스크랩해 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
서 유아들은, 인간존중의 마음 및 봉사, 사랑의 정신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
는 우리 이웃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어 따뜻하고 인정어린 마
음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
운 사건,사고들을 접해봄으로써 이웃이 겪는 아픔을 함께 안타까워 할 수 있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나마 그러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불어 사는 21C 공동체적 삶에 대한 자세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되었다.
결 론
본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바른 인성 내면화를 목적으로 구안 적용한 그림
편지 배달시간 운영 사랑의 무릎동화방 설치 운영 신문활동을 통한 학
습활동 전개 등의 가지 과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유아들에
게 올바른 행동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
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B.

,

,

3

,

1. 바른마음,바른행동 정착을 위한 열린학습 연수 자료(1996), 군산구암초등학
교 운영보고서.
2.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자료(1996),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 장학자료.
3. 사랑의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유아의 바른 인성지도(1996), 전주풍남유치
원 운영보고서.
4. 유치원 교육과정(1997), 석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1996), 중앙일보사.
6. 유아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의 자료(1996), 교육부.
7. 예절생활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 지도자료(1997), 전라북도 교육청 장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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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

김동호(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매년 많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다가 떠나가지만, 그 중에는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내가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떠나간 아이들은 대부분 흐르는 세월 따라 시나브로 잊혀지게 마련인데, 그래도 가끔 고즈너기
앉아있는 시간이면 하나둘 떠오르는 얼굴들이 적지 않고, 또 어떤 얼굴들은 지금의 아이들로 인
해 연상되어 다가오기도 한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보고 싶지만, 재
회가 그리 쉽지 않다.
또, 그 얼굴들 중에는 특히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자주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인데, 나의
경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때때로 생각 속으로 들어와 마음을 곤혹스럽게 하다가 훌쩍 떠나
버리곤 하는 아이들이다. M도 그런 아이들 중의 하나이다. 그 M의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스
승의 날 무렵으로, 안부 전화를 한 어느 제자로부터 요행히 알게 되었다. 전부터 그를 알만한 제
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마다 그의 소식을 묻곤 하였는데, 이제야 그것이 이루어진 것
이다.
M은 고교 3학년 담임반 학생이었다. 체구가 우람하고 힘이 장사로 힘 자랑을 곧잘 하는 등. 생
활 태도가 건실하지 못하여 교사들 사이에도 꽤 알려진 아이였다. 그래서, 그가 처음 우리반이
되었을 때, ‘아, 참으로 버거운 상대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부터 M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을 하려면 병법을 알아야 하고, 그 병법의 기본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다. 그 아이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로는 너무 미흡하여 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통하여 알아보기
도 하고, 또 직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설픈 심리학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그의 내밀한 바
탕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패싸움 하기, 수업 태도 불량 및 자율학습 분위기 흐려놓기,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빠지고 시내 배회하기, 학급 질서 파괴 등의 문제 행동 지도하기에 들어갔다.
그 지도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아이 하나에게 빚을 지고 말았다.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
운 일 중 하나가 학급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파악하는 일이다. 학급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렇
다고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없으니, 방법이라야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리
구슬리고 저리 구슬려서 분위기나 감지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충성스런 정보 제공자를 한두 명쯤 두면 어느 정도 해결
된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 잘 알면서도 그 방법을 쓰고 말았다.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학급 관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 하나를 준비해 두고서 말이다. 물론 비
교육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한다고는 하였으나, 혹 그 아이의 인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을까 저으기 걱정된다.
어쨌든, 비교적 쉽게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M을 비롯한 몇 명의 요주의 학생들도
내 감시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지도하여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
느냐였다.
나는 M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고 싶은 영웅 심리와 지배욕이 강해서이지 본바탕
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얄팍한 상담 지식으로
상담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며 나름대로 마음을 썼다. 그러

나, 그럴 때마다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하다 다시 쳐들곤 하여 애만 탈 뿐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녀석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굵직한 사건 두 건을 일으켰고, 그 때 나는
힘겹게 움켜쥐고 있던 그를 놓아버렸다. 따라서 지도 방법도 달리하여 상담, 감화를 통한 깨달음
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체벌을 위주로 하여 비행의 일시 정지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바
꾸었고, 그럼으로 해서 나는 한결 편해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율학습이 시작될 무렵, 뜻밖에 M이 불쑥 들어서더니 잡숴보시라면서
노란 주전자를 앞에 내려놓았다. 그 큰 주전자 속에는 많은 낙지들이 뒤엉켜 꿈틀대고 있었다.
아버지가 잡아온 것인데, 어머니께서 선생님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너
무 뜻밖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애로서는 선생에게 맛보이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값싼 티가 역력한 노란 주전자를 버스에 싣고 와 학교까지 가져오는 일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집에서 읍내 버스 터미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져오고 터미널
에서부터는 다른 아이를 시켜 학교까지 가져오게 되었다고 실토하며 머쓱해 했다. 수하 몇 명을
거느리고 한껏 폼을 재며 다니는 아이가, 제 말대로 쪽이 팔릴대로 팔리면서 노란 주전자를 들고
온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에 대하여는 미움의 감정이 많을 텐데. 미움만이 아닌 애증을 품고 있
었던 것일까.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그 뒤, 졸업이 가까워지자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어떤 감회가 있었던 것인지 좀 자숙하는 듯했
고, 나는 나대로 진학 지도 때문에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M과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난 셈인데, 사실은 완전한 종전은 아니었다. 이후에 가끔씩 나
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심기를 불편하게 하곤 하니, 싸움이 깨끗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그 때, 그 아이의 본바탕에 대하여 좀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선도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듯, 아직까지도 내 마음 속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자폐증 징후로 여겨질
정도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암울하게 고교 생활을 마치고 나간 아이. 특별한 환경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한번 따뜻이 안아주지 못하고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떠난
아이. 수학여행 용돈을 타오지 못해 급우의 돈을 훔치고, 다그치는 내게 자백을 한 후 졸업 때까
지 한 번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이. 진학 지도시, 내 권유대로 대학을 선택했는데
내가 친 점이 맞지 않아 여러 면에서 좋은 학교를 놓쳐 버렸다고 서운해 하며 떠난 아이 등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두가 다 지도 방법의 미숙, 사랑 부족, 태만 등 나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
하여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 아이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알게 된 M의 소식은 그에 대한 나의 빚을 얼마간 덜어 주었다. 졸업 후 거친 세계로
가던 발길을 돌려 직업 군인으로서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참으로 반
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저런 제자들의 소식이 궁금하지만, 특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가끔 떠올라
따끔따끔 아프게 하는 아이들의 소식은 더 간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M의 경우처럼 내가 진 빚을
가볍게 덜어 주는 소식이기를 바란다.
지천명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있고, 초 중 고교에서 아이들과 보낸 경력이 적잖이 27년인데 아
직도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일이 갈수록 더 팍팍하기만 하다.
지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도 힘에 겨운데, 잦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떠나간 아이들을 떠
나 보내지 못하고 가슴앓이까지 해야 하니 더욱 편치가 않다. 그래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
생에 무슨 업이 있어 세상에서 그 응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실없이 해보게 된
다.

비오는 날의

短想

완산고등학교 교사 김수엽
비가 오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모양이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에 우리들에게
던져진 사회 현상들이 부딪혀 온다. 순간 내 등뒤에서는 복도를 따라 밝고 건강
한 웃음소리들이 둥글게 굴러 들려 오더니,수업 시작 종과 함께 이내 잠들어 버
렸다. 비는 계속해서 일정한 음률로 빗금을 긋고 있었다. 내 눈은 멀리 안수산을
바라보다 가까이 고정되었다. 그 때 문득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
이 슬그머니 기억으로 일어서고 있었다.
4명의 딸을 둔 부모가 있었다.아직 미성년자인 4명의 딸들을 소위 티켓 다방에
취업을 시키고 그 화대를 챙기더니, 마침내는 부모가 직접 다방을 차리고 딸들로
하여금 매춘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커다
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그
어머니 말씀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최고이고, 그래서 돈을 벌도록 하는 것
이 무엇이 잘못이며 그게 어떠냐는 식의 대답이었다. 그렇다 어쩜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고 또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교육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았나 하는 내 스스로에게, 어리석은 질
문과 대답을 해 보았다. 하지만 어쩐지 이건 아니다. 분명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
비가 더욱 새차게 내린다.살며시 눈을 감아 보았다.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은 우리들 생활에 여유를 준 만
큼 역기능적인 사회병리(社會病理)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풍요속에서 물질주
의적인 사고가 급속히 팽창되었고, 그 영향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아노미
현상은 정신 문화를 오히려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하였다. 이런 눈부신 성장 뒤
에 숨겨져 있던 독극물과 같은 부작용들을 우리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
께 키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중독에 빠진 우리들의 일부가 동물적 모습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 가슴엔 어느덧 물신론
(物神論)적 가치가 최고의 준칙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현상들이 썩고 병든 부
작용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선 것이다. 어찌 이런 일들 뿐이겠는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부끄럽고 추악(醜惡)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교육자로서 그 책임은
없는 것일까? 하는 죄책감으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고통스럽다. 자꾸만
머리속에서, 나의 사고를 윽박지르고, 귀에는 날카로운 꾸지람이 고함쳐 온다. 변
화에 적응 못하는 제도적 보수성이 문제일까? 아니면 일부 진보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의 의식이 문제일까? 그것도 아니면 무었일까? 자꾸 내 가슴을 두들겨 나
를 깨워 보았다. 그래 변화하지 않는 교육 제도와 교사들의 의식이 문제일 수 있
지,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적 이해와 열린 의식이 문제이겠지 이렇게 중얼
거려 보았다. 그럼！ 문제가 있어, 아주 큰 문제지, 이러다가는 모두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고 말거야…. 손가락을 몇마디 똑똑 분지르며 답답함을 달래 보
았다, 해결 방법을 그려 보았다.그러기위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나는 전문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나 철학적 깊

이, 아니면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지 못했다. 다만 처절한 변명과 같은 주관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한마디로 지식 위주의 교육 즉 일류를 위한 교육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류 대학에 입학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까닦에
우수 집단을 위한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과 경쟁하려면 또다른 대항 논
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재물(財物)에 가치를 두는 또하나의 목표을 설정하게
했을 것이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고를 높이 사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한 오늘의 획일적 교육이 빚어낸 숨막히는 삶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다수
의 제외된 사람들이 위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무형(無形)의 패러다임
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하나의 절규에 해당하는 예화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제도와 의식에서 태어난 필연적인 산물이
다.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황폐화와 소외감을 보상 받으려는 심
리에서 나타난 대응의 한 방법으로써의 고발로 보고 싶다. 아울러 잘못된 제도와
의식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비가 매섭게 내리고 있다. 어느 집단의 분노와 억울함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
는 듯하다. 학교 주변에 6월을 딛고 선 나무들의 잎새들이 한잎한잎 그 비에 떨
어져 뒹글고 있다. 마치 오늘의 우리 현실처럼 말이다. 아마도 이 잎들은 벌레를
먹거나 힘이 없어 그럴꺼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동안 땀으로 이
룩해 놓은 빛나는 업적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의 공간에서 수많
은 사람들이 쫒겨 나는 모습들이 안스럽다. 하루빨리 문제 해결의 명쾌한 답들이
순서에 맞게 우리 앞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 의식도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리라. 기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
제 성장에 걸맞는 질높은 의식으로 성장하여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되고 땀흘리는
사람이 잘 살고 존경받는 사회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도 획
일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식을 주입시키는 기계적 체질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인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물질에 최고
의 가치를 두는 서글프고 마음 아픈 희생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비가 그쳤다.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이번
에는 더욱 활기차게 가락을 지어 뭉치로 몰려왔다, 몰려간다.
문득 이런 기도문이 떠올랐다.
주여！세속(世俗)에 영화(榮華)와 물질의 매력이 저를 유혹할 때 저에게 이를 능
히 물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의혹을 느낄 때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총명과 예지를 주시옵소서！
주여！저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군림(君臨)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
는 생명을 돌보아 주는 어진 원정(園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맡고
있는 교실이 사랑과 이해의 질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책망과 꾸짖
음의 공포를 영원히 추방하여 주옵소서！ 모른다고 꾸짖는 대신에 동정으로써 일
깨워 주시고 뒤떨어진다고 억지로 잡아 끄는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제 길을 걷
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잘못 간다고 형벌(刑罰)을 주기에 앞서 관심으로써 바
른 길을 가르쳐 주옵고 저항한다고 응징하기에 앞서 애정으로써 뉘우칠 기회를
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을 듬뿍 품에 안고서
교실로 향한다. 교실에는 아이들로 눈부시다.

촛 불 들 의

함 성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실장 최 난 주
09:45. ○○국세청 K과장 전화.
내가 회의 참석중에 전화를 받은 직원이 책상위에다 깔끔하게 적어 놓은 메모지 내용이다.
고등학교 선배인 K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가벼운 안부가 끝나기 무섭게 농담조로 청탁을
좀 해야겠다고 한다.
왜 그렇게 거창하게 나오시느냐는 반문에 웃으면서 국세청 고위직에 있는 분의 부탁을 받았
다면서 1950년대 말에 H국교에서 근무한 K선생을 찾아 달란다.
현직교사 한명 찾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바로 본청 인사부서인 초
등교직과로 전화를 했더니 즉시 컴퓨터로 점검한 후 그런 교원은 없다는 회답이 왔다. 그
렇다면 정년 퇴임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을까?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리면서 조금전 전화로 자신있게 응대할 때와는 달리 막막해 진
다.
본도에서 정년퇴임을 했다면 민원실에 일부 비치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찾아보면
될성싶어 민원실 전직원을 동원하여 이잡듯이 뒤져 보아도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KBS에서 매주 1회씩 방영하는 ‘TV는 사랑을 싣고’ 의 프로듀서인양 여러방법으로 K교사
를 찾는 일에 몰두했다. 맨 먼저 본청 인사부서인 초등교직과의 전,현직 장학사, 장학관에
게 일일이 전화를 했으나 한결같이 잘 모르겠다는 대답 뿐이었다.
K선생이 당시 근무했다는 H국교와 관할 기관인 Y교육청에도 알아 보았으나 찾을 수 없다
는 대답만 계속 올라왔다.
이튼 날에는 막고 품는식으로 처음 근무한 학교에서부터 계속 추적해 보는 등 다각도로 알
아본 결과 4개군에서 42년간 17번의 인사 이동을 하고 7년전인 1991년에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됨과 동시에 명예퇴직 하였다고 전화로 일러준다.
42년간이나 평교사로 시외(市外) 지역에서만 근무 했다는 K선생의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이 페스탈로치에 버금간 모양이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가 전북의 명문 중학교 출신이
라니 더욱 더 이런 추측들이 춤을 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산간벽지 학교에서 촛불
을 밝히고 과외비도 주지 않는 보충수업(?)을 시켰을까?
중학 입시가 그 시대만 해도 더러는 국가고시를 통하기도 했고 J중학의 경우 국가 고시가
아니더라도 치열한 경쟁율 속에 치러지지 아니했던가 ?
그것도 아니라면 미술이나 웅변에 소질이 있어서 수업종료 후 별도로 남겨두고 특별분야를
심도있게 지도해 주었을까?
5년전에 평교사로 명예퇴직한 국민학교때 우리 담임 선생도 38년간을 주로 전주에서 무척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더러는 청춘을 불사르고 때로는 힘겨운 노교사로서의 나날을 보내셨
었다. 당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무 보상도 없고 또 철들지 않은 제자들로 부터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과외 수업과 한 번은 내가 지은글을 칭찬해 주셨었다. 또다른

담임들께서도 습자(서예)지도는 물론 몇 차례인가는 필자를 마이크 앞에 세워놓고 교과서를
낭독시켜 보신 후 졸업식때 답사를 읽도록 했었다.
물론 국민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한자를 붓글씨로 분판(粉板)에 쓰게 한 가정 환경의 영
향이 크겠지만 그때 그시절 명예와 금전을 외면한 채 오직 제자만 사랑하는 스승들을 만나
지 못했다면 어떠 했을까.
지금쯤 모르면 몰라도 서예를 한답시고 문방사우와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신변잡기를
늘어놓기 위해 원고지 한칸 한칸을 메꾸는 일로 더러 밤을 세우지 안해도 됐을 것이다.
또 마이크양(?)과 하루 24시간씩 군대에서 3년간이나 동거 생활을 할 일은 더 더욱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을 더듬어 보아도 대부분이 국민학교때 만난 스승의 영향이 진로 선
택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사실을 볼때마다 초등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는 나의 지나친 편견인가.
정년퇴임을 한 당시 교육청에서 팩스로 보내온 K교사의 인사기록카드를 받아보니 또 만
리장성 같은 절벽이 나를 기다린다.
수년전에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적난을 지우도록 했는데 그 지시에
따라 그곳은 까맣게 지워져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주소란은 당초에 기록한대로 위에 적힌 본
적지와 같다는 뜻의 ‘상동’으로만 되어 있다.
요즘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인의 알몸을 볼수 있다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특수 카메라를 동
원하지 않는 한 지워진 기록카드에서 주소를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궁리 저궁리 끝에 그분이 주로 근무한 학교와 생활근거지에 간단히 적힌 ‘○○군’이라는
세글자와 흔하지 않은 성씨라는 점을 착안하여 먼저 ○○군 출신인 K선생의 종씨를 찾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찾은 종씨로부터 ‘우리 일가는 일가인데 원촌으로 지금껏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사는곳이 아마 ○○면 ○○리인 것 같다’고 했다. 묻고 물어서 가까스로 그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환호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아뿔사 그쪽 대답이 “2년전에 돌
아 가셨다”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의 신분을 캐묻는다. 내쪽 얘기가 찾는이를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전후 사정을 전달하고 허탈해 하는데 까마득히 잊었던 옛이야기 한토
막이 새해 아침의 붉은 태양처럼 떠오른다.
서울을 떠난 하행선 기차속이라고 했다. 승무원이 승객 한사람 한사람씩을 상대로 검표
를 해오고 있었다. 이때 어떤 승객이 승무원을 보는 순간 의문에 쌓인다.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승무원이 가까이 다가오자 의문은 확신으로 바
뀐다. 승무원은 분명 자기를 국민학교때 담임한 선생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검표
받아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승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히 승무원에게 인사를 했
고 뜸금없이 깊이 머리숙여 올리는 인사를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무원은 당황하여 “누구신가
요” 하고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승객은 “예 제가 ○○국민학교 ○회 졸업생으로 선생께
서 ○학년 때 담임을 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그 한마디 말에 승무원은 주저함 없이 태
도가 돌변하여 “자네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나” 하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낮추더라는 것
이다. 제자인 승객이 “예! 선생님! 지금 재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끝
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이 쥐꼬리만 할 텐데 그걸로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했단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당황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의 상사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한다는 의

무감에서 자리에서 튀는 용수철처럼 일어섰다. 그런 연후에 승무원이자 남의 스승을 향해
서 “선생님! 이 어른은 현재 재무부 차관으로 계십니다” 하고 자기의 상사를 소개 했다고
한다. 승무원은 “그래......” 하면서 아무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주루륵 흘렸다니 그래서
선인은 ‘무명교사가 켜는 수 많은 불빛은 후일에 그에게 되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노니 이것
이야 말로 무명의 교사가 받는 보상이라고 ....’ 했던가.
언젠가도 그러했지만 금년 5월도 결코 평탄하게 넘어가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이 ‘책거
리 되살리자’는 특별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한 것도 그렇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교가 교
문을 잠그거나 사람을 세워놓고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 지나치다는 사회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촌지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히는 쪽도 있다.
우리청에는 일년내내 스승을 찾아달라는 전화가 간간이 이어지다가 유독 5월이 되면 하루
에도 여러건씩으로 늘어나게 된다. IMF 한파가 어떻고 세상인심이 삭막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대도 작년에 비해 스승을 찾는 전화의 통화수만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민원실에서 지켜본 목격담이다.
어쩌면 42년간 촌지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는 남의 은사가 사랑했
던 제자의 방문 일자마저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승을 하직한 것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아쉽게
만 느껴진다. 이는 남의 은사들과 우리 스승들의 지난날의 삶이 그러했고 어쩌면 오늘날
이땅의 대다수 교원들의 삶 또한 그러할진대 요즘 몰지각한 소수의 대도시 교사가 촌지를
수수했다고 해서 마치 전체 교원이 그러한양 매도하는 소리가 교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햄머 소리 보다도 더욱 크게 들려서 뒷날 전화선을 타고오는 촛불들의 함성마저 농촌의 반
딧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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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전북예선대회 개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와 외국어 교수-학
습 및 평가방법 개선, 외국어 재능학생 발굴․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9회 전국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전북예선 대회를 98. 6. 19(금) 09:00부터 17:00까지 시내 5개
고사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영어과에 165명, 독일어 50명, 프랑스어 27명, 중국어 34명과 일본어
36명 등 총 312명이 응시하여 제8회 대회보다 60여명이 더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구촌시대의 외국어에 대한 높은 학습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98학년도에 24개 대학에서 대입 전형시 외국어 특기자 선발을 한 바 있으나, 99학년도
에는 외국어 특기자 선발대학이 더 늘어나 44개 대학에 이르러 입상자들의 대학진학에도 크
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선대회의 상위 입상자 23명(영어 8, 독일어 4, 프랑스어 4, 중국어 3, 일본어 4)은
98년 9월 56일(토)에 실시되는 98학년도 전국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 참가 자
격이 주어지며, 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특별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대
학에서 정하는 전형 방법에 따라 특기자 심사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이 6월 23일에 문용주 교육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련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안 변산반도에 문을 연 학생해양수련원은 한번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강의실, 그리고 야외식 샤워장을 갖췄다.
앞으로 이 해양수련원은 3박4일씩 해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모험심과 호연
지기를 길러줄 예정이다.
결식아동돕기 행사 전개
6월 25일 최근 IMF의 영향에 따른 결식학생의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문용주 교
육감외 전직원 은 구내 식당에서 점심(중식)을 주먹밥과 된장국으로 하고 중식비 일부를
「중식지원 사랑의 성금」모금 구좌에 기탁하여 결식아동 중식지원운동에 몸소 실천함으로
써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전개 하였다.
◈ 중식지원 성금 모금 내역
쪾성금모금액 : 348,000원
쪾성금기탁처 : 「중식지원 사랑의 성금」 구좌
농협 513-01-008033

방과후 교육활동의 결실
98 남원시 초․중․고 예능경연대회 개최
전라북도 남원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닦아온 재주를
마음껏 펼치도록 6월 25일, 「98남원시 초․중․고 예능경연대회」를 관내의 56개교가 참
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남원 교룡초등학교 강당을 비롯하여 6개 장소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6개 부분 30여
종목에 걸쳐 1,573명의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였다. 개회식에서 「안한수 교육
장」은 「이 대회는 바르고 힘찬 남원교육을 지향하고자 98학년도에 남원교육청의 노력중
점으로 방과후 활동을 통한 신바람 나는 학교 조성과 특색사업인 남원의 새 별 키우기에 대
회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학교 교육 차원에서 IMF체제하의 국가 경제난 극복 분위
기를 확산하고 경제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차원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그 배경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 준 남원시의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협조 분위기는 대회 곳곳에서 찾
아 볼 수 있었는데, 남원시청은 광한루원을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
였으며 평소에도 남원시 국악연수원의 전문지도자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원하여 학부모와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계획 확정
전라북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우수학생 유치와 재학생의 면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였다.
학생 1인당 20만원씩, 2,700여명의 학생에게 지급하며, 사업예산은 국고 3억5천여만원, 지
방비 4억2천여만원 총 7억7천여만원이 소요된다.
이로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이 장학금 이외에 농어민 면제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자 등 각종 학비보조혜택을 받게 되며, 그 인원은 총 학생수의 56%에 달하는 21,083명으로,
IMF시대에 실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신 학교문화 2000운동 본격 전개키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적응할 새로운 학교 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계
화, 자율화, 개방화, 다원화 시대의 변화 원리를 다양화, 탈전문화, 탈동시화, 분산화, 개별화,
분권화로 진단하고, 이 원리에 비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개선․발전
과제를 설정하고 2000년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원리에 대한 교육적 해석의 기초 위에 학교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교육체제를 형성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되, 교육공급자와 수요자, 교육지원 유관단체가 책임과 과제를 함께 분담․공유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 학교별 홈페이지 구축과 학생 의견함 개설, ▲ 선택적 교육과
정의 다양화 확대, ▲ 자기 표현의 시간 설정과 확대, ▲ 학생이 선택하는 자율학습과 심화

학습,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정착, ▲ 학교별 만남의 장, 코너 학습장
설치․운영, ▲ 교원전문 동아리 및 교과 연구실 운영 지원 등이다.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초․중등학교 교사의 순수 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나아가 교육정보자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으로 경쟁력 있
는 선진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의 수기식(手記式) 학생부 처리를 전산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상급학교 입학전형시 학생부의 활용
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97학년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끝마치어 졸업생 보
관파일을 CD로 제작하였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전학
년의 학생부 전산화를 위한 연수를 고등학교는 98. 6. 2~5일, 초․중학교는 98. 6. 15~18
일까지 마치었다.
또한 99년도부터는 현행의 S/A방식에서 C/S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현재
고등학교 10개에서 운용중이며, 올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C/S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학
교생활기록부 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산중학교를 교육부 시범학교로 임실고등
학교를 도지정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중이다.
교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98. 7. 9(목) 09:30부터 12:30까지 전북학생회관에서 도내 초․
중․고 교장 및 직속기관장 874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방학중 학교관리 및 학생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 전달로 연례적으로 개
최하는 회의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방학중 적정한 체험위주
의 과제 제시, 여름철 학생 안전 사고 예방지도, 학생보건 및 건강관리, 학력 증진 방안 등
이고, 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교원 연수, 1학기 학교경영실
적 분석과 2학기 계획 수립 등이다. 기타사항으로는 방학중 시설관리 및 비품관리 등 학교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제44회(98) 전라북도 과학전람회 개최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원장:류근우)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교육
정보과학원이 주관하는 제44회 전라북도 과학전람회를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본 전람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공업, 환경의 7개 부문에서 시,군 예선을 거친 학생작
42점과 교원작 94점등 136점이 출품하였고 학생작을 지도한 교원의 지도논문도 42편이 출품
되었다.
과학기술분야 사계의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학생작품에

서는 전주 완산초등학교 양선식, 김나영 학생(지도교사 서명래)이 출품한 `미역은 오동나무
밑에서 왜 녹을까?외 6점이 특상작으로 입상되었으며, 교사작으로는 전북과학고등학교 장
남석 교사가 출품한 `인공 방조제 외측 갯벌 퇴적환경 변화-새만금 지역 만경강 하구를 중
심으로-외 10점이 특상으로 입상되었고 이외에 우수상 40점, 장려상 78점 등이 입상되었
으며, 지도 논문부에서 1등급 7, 2등급 14, 3등급 21편도 입상되었다.
한편 출품작중 특상 18점은 오는 8월말에 개최되는 전국과학전람회(국립중앙과학관 주관)
에 전북대표작으로 출품하게 된다.
가난한 제자들에게 급식비 지원
전북 부안군 곰소초등학교(교장, 고병섭)에서는 7월 3일 가정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내
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5월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학년에 1명씩 6명의 급식비 136,800
원을 지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6월말에는 가난한 친구를 위한 학교 바자회를 열어 큰 호응
을 얻어서 909,800원의 수익금과 교직원의 성금 136,660원 합계 1,046,460원을 모아 전교생
중에 가정이 어려운 10명을 선발하여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운동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
서기관 및 사무관급 인사
전라북도 교육청은 7월 7일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을 보면 총무과
장에는 오직환 행정과장이 임명됐고, 행정과장에는 권봉철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
관에는 권진홍 행정관리담당관이 각기 임명됐다.
또한 황영주 김제교육청 관리과장과 김경균 남원교육청 관리과장이 각각 재무과장과 행정
관리담당관 직무대리에 임명돼 사실상 승진했다. 이밖에 이한철 공보계장이 감사 2계장에
임명되는 등 사무관급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전라북도 유아 종합학습원 개원
유아들이 푸른꿈의 나래를 활짝 펴고 생생한 체험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전라북도 유아
종합학습원개원식이 오는 7월 15일 11:00시에 드넓은 금만경 평야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현장에 개회되었다.
지난 96년 10월에 차공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31,057㎡의 부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놀이실, 학습실, 강당, 예절실, 취침실, 식당 등을 갖추었다.
실외에는 대근육놀이장을 비롯한 10개 영역의 놀이장과 재배, 사육원 및 수영장과 야외공
연장을 설치하여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유아전용 시설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설환경속에서 유아들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알찬 현
장학습과 야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유아교육활동의 참신
한 새 장을 열고 괄목할 만한 교육성과를 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농간 이동 체험학습 운영
전주 남초등학교(교장 : 최두환)에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찾아 배우는 교육을 실
천하고 학생들의 폭넓은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이동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97년 3월부터 「도․농간 이동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이란 연구주제를 해
결하기 위해 농․어촌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 체험학습,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학습, 효
도 방문학습을 운영하고,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체험학습 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모 곁을 떠나 농․어촌 일가 친척을 찾아 숙식하거나 결연 친구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농․어촌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농․어촌 개별 위탁 체험학습, 다양한 집단 활동 프로
그램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공동체 의식의 싹을 틔우
는 집단 체험학습, 학부모가 명예 교사가 되어 가족이 농․어촌 현장을 찾아 생활 모습, 풍
습, 근로의 신성함을 지도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학습, 명절 또는 가족 행사를 이용하여
친척 혹은 웃어른을 찾아 뵙고 효․경애심을 키우는 효도 방문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도․농간 이동 체험학습을 통해서 교실의 제한된 학습의 장을 벗어나 다양한 열린
교육을 실천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폭넓은 인성을 함양시키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전라북도 교육청 평가 실시
교육부에서는 96년도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체제와 역량 및 실적을 종합 평가함
으로써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추진하고 책임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
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 15일~7월 1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하루씩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7. 2(금)일 평가를 받았다.
금년도 평가의 중점 방향은 기존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신정부의 정책의지와 전년도 평가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도 및 학교 현장보다는 시․도교육청의 노력, 실적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평가영역으로는 교실수업혁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수요자 중심의 학교
체제 구축, 교육지원체제 확립 등 4개 영역이었고 교실수업 혁신에는 다시 초등 열린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는 다시 재정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총 6개 분야에 15개 과제, 88개 항목, 170개 지표를 설정 서면평가와 도교육청 및 지
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직진단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조직진단 결과가 발표됐다. 아직 법령개정 절
차와 또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남아있지만 개편방향이 파격적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과
지역 교육청수가 대폭 축소되고 또 조직이 수요자 중심의 팀제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전
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조직 효율성이 D학점 수준
이라고 말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초등과 중등국으로 나눠진 3국14과인 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서 초등, 중등 구분없이 3국 11과로 줄이고 또 기능중심의 팀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기획과 조정역할을 맡고 지역교육청은 수행기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고등학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넘기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밖에 현재 14개인 지역교육청을 8개나 11개로 통폐합하고 그 예산과 기획기능
도 합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대통령령이 개정된 뒤 조례
개정을 거쳐서 10월쯤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 선출일정
업무
일정
선출일 공고
선거인단 구성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상황 공고
후보자 선거공보 접수
후보자 선거공보 추가보완 접수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장소 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선거인 명부 누락제 구제
투표소 소재지 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투표안내문 및 투표용지모형 우편 발송
개표 사무원 성명 공고
소견발표회 시간․장소 공고
투․개표 참관인 신청서 접수
투․개표 참관인 확정
선거일(소견발표회, 투․개표)
당선자 결정, 공고, 통지, 교육부 보고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작성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
기탁금 반환 및 귀속
당선인 관련서류 보관
98. 7. 10(금) 까지
98. 7. 10(금)~7. 29(수)
98. 7. 27(월)~7. 29(수)
98. 7. 29(목)
98. 7. 30(목)~8. 1(토)
98. 8. 2(일)~ 8. 3(월)
98. 8. 2(일)~8. 6(목)


98. 7. 30(목)~8. 3(월)
98. 7. 31(금)까지
98. 8. 4(화)~8. 6(목)
98. 8. 7(금)~8. 11(화)
98. 8. 9(일)까지
98. 8. 12(목)
98. 8. 13(목)
98. 8. 16(일)까지
98. 8. 13(목)~8. 17(월)
98. 7. 30(목)~8. 18(화)
98. 8. 18(화)~8. 19(수)
98. 8. 19(수)
98. 8. 19(수)
98. 8. 19(수)~8. 20(목)
98. 8. 20(목)~8. 29(토)
98. 9. 18(금)까지
당선인 임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