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大學校 떼大論裝 第21輯 (1980. 6. 30)

大學生을 위 한 敎養國語에 판한 陽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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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問題의 提示

우리의 敎育法에는 大學의 팀的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大學은 國家와 A類社會 發展에 必몇한 學術의 深與한 理論과 그 廣m.하고 精級한 應用方法을 敎

授陽究하며 指導的 A格을 隔治하는 것을 덤的으로 한다.

위의 1 敎育法 (第108條) 를 원용할 것도 없이 大學이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연마하

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로 足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인 이전에 하나의 A

間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大學에서는 전문교육과 함께 교양교육을 꾀하게 된

다. 교양교육을 英語로 igeneral e~ucationJ이 라 이르는 것은 저간의 사정을 웅변적으로 제

시해 주는 것이다. 곧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 란 실용적 교육과 구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지식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전문화되는 「전문 교육」에 대한 「일반 교육」의 의미를

지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편협한 지식 축적을 지양하고 인간 형성， 인격 형성을

꾀하기 위함인 것이다.

大學國語는 이러한 敎養敎育을 위하여 개설되는 科目이다.

國語는 道具 敎科인 동시에 內容 敎科이다. 大學國語는 이 가운데 道具 敎科로서의 意義

가 좀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大學國語 敎育의 의미가 A間形成이 란 본래의 敎養 외에 基鍵 敎育에도 있음을

의미한다.

人間은 社會的인 동물이다.J..間生活의 원칙은 協同에 있고， 이 協同은 오직 言語에 의

해서만 달성된다. 따라서 λ、間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言語의

효과적안 운용에 대 한 교육이 국어 교육이다. 大學國語 교육은 지도자로서의 효과적인 言

語 遇用을 치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大學國語 교육은 그리 바람직한 것ξ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敎育課

程이 不備하며 , 敎材에 많은 問題點이 있고， 또 學習指導上에 여 러 가지 問題가 가로놓여

* 봉 논문윤 1979년 도 문교부 학술연구 초성바에 의한 연구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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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운이다. 그러기에 종래에 大學國語 교육의 正常化을 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論議

와 昭究가 속출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大學國語 교육의 개선 및 정상화휠 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논의이다.

종래의 %究를 바탕￡로， 抽象的 理論에 치 우치 지 아니 히→고， 大學國語 교육의 현장을 분석

하고， 質問紙를 통해 學生들과 敎授들의 意識을 조사하묘로 보다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改

善 方案을 모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改善方案을 보다 敎養敎育을 충실하게 할것이

며， 나아가 바람직한 指훨者륜 많이 배출합우로， 우리 나라와 겨례의 밝은 來日을 약속할

것오중 기대된다，

2.

大學國語 교육에 관한 論議 및 冊究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大學國語를 포함한 교양 과정(과목)이란 폭넓은 영역의 주변적 연구요， 다른 하냐

는 국어 교육개선이란 구체적안 문제를 요구한 핵심적인 연구이다.

그러면 먼저 교양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갓이 있다.

李榮德 外， 大學敎育 內容애 관한 經合的 l다究-大學敎育課程에 관한 핍究， 다」央敎育wt究所， 1967.

金明햄 外， 大學에 있어서의 敎養課원敎育의 改善을 위한 %究， 술조성 u] 에 의한 연구보고서， 인

문과학제 2, 서 울， 문교부， 1968.

李鐵柱， 大學의 敎科課程編成上의 問웰와 展뿔(高等敎育의 단X훨에 관한 國l썼심포지웅)， 서울， 문교

부， 1972.

高秉宇 外， 줌쫓驗大學을 위한 基鍵科目의 敎育課J울에 대한 經合없究， 大田， 몇田大學校， 1974.

劉仁鍾 外， 大學 敎育課程 改善에 관한 쩌究報告합， 서 울， 文敎部 敎育政策審議委員會 高等敎育 分

科委員會， 1975.

洪雄善， 大學의 敎養 敎育 않雄善， 敎育課程新講-韓國敎育의 E표標， 文音社， 1979.

成宗圭， 大學 敎養課꿇의 問題點과 改善의 方向， 淑大論文集， 第19輯 1979.

李京求 外， 敎育課程 改善에 관한 댐주究， 高等敎育 改華 事業中 寶驗大學 댐주究報告휩， 文敎部， 敎育

政策審議會 高等敎育分科委員會， 1979.

鎭南大學校 寶驗大學 運營委員會， 敎科課程 냉〔編에 관한 k다究， 홉等敎育 改휠 事業中 寶驗大學 없

究報告書， 文敎部 敎育政策審議會 高等敎育分科委員會， 1979.

辛寬永 外， 大學敎育과 高等學校 敎育의 連緊性에 關한 f다究--敎養敎育의 內容을 cp心요로←

實驗大學 冊究報告書， 文敎部 敎育政策審議會 高等高育分科委월會， 1979.

趙핏秘 外， 系列分類 및 基짧共j댄敎科 課程의 開發어l 關한 꺼究， 質驗大學wf究}굉告휩，;Y:.敎部 敎

育DY:策審議쉽 高等敎育分科委員쉽， 1979.

鄭哲仁 外， 寶驗大學 週營을 협한 敎養敎育課程 檢討 및 內容 改善에 關한 wt究 ， J핫驗大學f다究報

告띔， 文敎部 敎育政策審議會 高等敎育分科委員會， 1979.

이들 가운데 李榮德外의 「大學敎育 內容에 관한 綠合的 찜究」는 大學 敎科課程構成의 중

요한 源果을 이룬 것이며， 敎養科目의 性格을 구체화한 것이다. 金明會外의 「大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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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敎養課程 敎育의 改善을 위한 %究」는 교양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비교 확립하고 교양

과목 各科에 대 한 교육과정과 개 선 방안을 제 시 한 勞作이 다. n짜宗圭의 「大學 敎養課程의

問題點과 改善의 方向」은 敎養敎育의 意義와 目的을 밝허고， 質問紙를 바탕오로 敎養課程

의 問題點을 제시 改善의 方向을 제시한 것이다.

幸옳永의 「大學敎育과 高等學校 敎育의 連緊性에 關한 船究」는 특히 敎養敎育의 內容을

中心하여 그 連擊性을 考察한 것으로 마땅히 고구되어야 활 一面을 연구한 것이라 하겠다.

이밖의 쟁주究들도 많던 적던 敎養敎育S로서의 大學國語 敎育과 관련을 갖는 것A로 大學國

語 敎育을 위해서 참고하여 야 할 연구들이 라 하겠다.

그라고 大學國語 敎育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李z煥， 大學國語의 意義 淑大新報 第70號， 1961. 4. 30.

金錫得， 韓國大學國語敎育論(I) 延世論靈 제 5 집 ， 서울， 延世大學校， 1968.

全圭泰， 후후國大學國語敎育論( II ) 延世論옳 제 5 집 , 서 울， 延世大學校， 1968.

안병희， 킴진세， 우리나라 대학국어 교육의 질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학술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

서， 인문과학계 4, 서울， 문교부， 1970.

황희 영 , 융홍로， 大學 敎養國語 敎材의 問題點과 그 是正策에 對한 1PF究， 학술조성 비 에 의 한 연구

보고서 , 어 문학계 5, 서 울， 문교부， 1971.

鄭愚相， 國語敎育을 위한 漢字 漢文敎育의 實態調호찜究，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語

文學系 2, 서 울， 文敎部， 1971.

高:tE願 鄭tE洗， 大學敎養國語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語學敎育 제 5 집 , 光州， 全南大學校， 1973.

朴桂弘， 大學敎養國語 敎育論(I ), 人文科學論文集， 제 l 권 제 1 호， 大田， 忠i휩大學校 A文科學liJf

究所， 1974.

朴桂弘， 大學敎養國語 敎育論( II )， A文科學論文集， 제 2 권 제 6 호， 大田， 忠i혐大學校 A文科學맑

究所， 1975.

朴훌順， 敎養國語敎材와 敎科運營上의 諸問題考， 大田， 빛田大學校 文理科大學， 1974.

康龍權， 鄭尙土~， 大學敎養國語 敎材의 分析과 새로운 構成， 高等敎育 改華事業中 寶驗大學 船究報

告書， 文敎部數育政策審議會 高等敎育分科委員會， 1979.

이상태， r대 학국어 」 무엇을 어떻게 가르져야 하는가， 한국 언어둔화회 제 20회 전국 연구말표 대회

1979.7.14. (경 상대 학)

E:昌煥， 大學國語敎育의 改善 方案， 한국언어문학회 제 20회 전국 연구발표대회 1979.7.14(경 상대

학)

柳在泳， 敎養國語 敎育의 問題點， 한국언어문학회 제 20회 전국 연구발표대회 1979.7.14(경 상대 학)

이상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類型ξ로 나늪 수 있다. 곰 敎養國語의 意義， 敎育論， 敎材

論이 그것이다. 李ζ煥의 「大學國語의 意義」는 敎養國語의 意義를 밝힌 것이다. 敎養國語

敎育論에 해당한 것은 金錫得， 全圭泰， 안병휘 • 김진세， 鄭愚相， 高在願 • 鄭在混， 朴뾰弘

(L ]1)의 論文과 이 상태 ， li昌煥 柳在泳의 발표가 있다. 황펙영 • 운홍로， 朴쫓}順， 康龍權

• 鄭尙土f의 論文은 敎材論이 마. 金錫得의 論文은 言語表現을， 全圭泰의 論文은 作文 및 文

學敎育 개선을， 鄭愚相의 論文은 漢字 漢文敎育의 살태를， 안병희 • 깅징세의 論文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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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의 실태를 分析한 것이다. 황희영 • 윤흥로의 論文은 -般意味論의 理論을 적용한

것으로 다른 論文과 그 碩向을 달리한 것이다. 敎材論은 康龍權 鄭尙u의 연구가 광범한

조사 분석을 꾀한 勞作이다.

II . 本 論

1. 敎養敎育의 意義와 大學

(1) 敎養敎育의 홉義

우리 나라의 大學敎育의 目的은 앞에 서 서 솔한 바와 같이 敎育法 第108條에 明示되 어진

바와 같다. 이 러 한 敎育 目的을 달성하기 위 하여는 敎育法施行令 第119條의 다음과 같은

敎育課程을 이수하게 된다.

제 119조(대학의 교과) CD 대학(사범대학을 포항한다)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옥으로 하

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정공과목”이라 향은

그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 일반교양과목의 학첨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의 30펴센트로 한다.

@ 일반교양과목으로는 국민윤리 • 국억 • 철학 개폰 • 문화사 • 자연괴학개흔 • 체육 • 교띤 • 외국악

및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과한다.

이러한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明示는 자칫하면 펀협찬 지식 위주의 不具者블 낳기

쉬운 大學敎育의 병폐를 방지하고， 원만한 λ、格을 소유한 指導者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大學의 敎科는 專攻科目에 옷지 않게 敎養科目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띤 敎養敎育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敎育法施行令에는 지

도적 인격을 도야함야 필요한 과목」을 일반교양과목이략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에

로 국민윤리 이하의 과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려 냐， 이것만으로는 敎養敎

育의 성 격 이 분명 치 않다. 中央敎育%究所의 「大學敎育課程에 관한 陽究J (1)는 이 를 부연

설명해 준다. 곧 「敎養敎育」이란 「高等敎育을 받은 市民￡로서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자

질」이라 전제하고 敎養敎育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人間과 社會에 대한 基本的 理解

@ 明確한 言語能力

@ 合理的이며 批判的인 思考能力

(1) 李榮德外， 大學敎育 內容에 관한 練合的 흉다究， 大學敎育課程에 관한 없究， 中央敎育陽究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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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創意的인 問題解決力

@ 健全한 價f直觀의 確立

@ 韓國人으로서의 自覺과 世界A으로서의 視野

@ 洗練된 審美感

@ 不斷한 自己改善 및 民主的 指導性 배양

이러한 敎養敎育의 目的은 버쿨러 (Buckler W.E) 의 「敎養」의 정의에 어울리는 것이다. 버

클러는 「敎養」이 란 말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 이 들어 있다고 본다 (2)

1. 그것은 직업 교육이나 전문교육과 같은 당장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이 나니다.

2. 그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여러 가지 특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3.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자유 사회의 자유만에게 어울리는 교육이다.

이 러 한 敎養敎育의 目的은 各大學의 形便에 따라 다소 차이플 보여 준다. 美國大學의 교

양교육의 目的을 類型化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區分되는 것을 보여 준다.

1. 순전히 교양 교육만을 목적￡로 하는 대학

2. 교양 교육과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을 밟게 하는 대학

3.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생활지도를 목적우로 하는 대학 (2)

이 러 한 碩向은 韓國大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1967년 12월 4일자로 公布된 「國立大學

校 設置基準令」에 따라 설치되었던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設置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과목을 연구하는 데 불가결한 학문적 기초의 구축과， 넓은 교양 및 시아 획득을 기하는데 있

다. 지나친 전문화 과정이 빚어내기 쉬운 펀협한 지식의 축적을 지양함으로써 앞으로 전공 분야의

더욱 효과적안 추구를 더욱 가능케 하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지도적 지식인을 기르는 것

‘은 오늘날의 대학 교육， 특히 서울대학교의 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學問的 基鍵와 폭넓은 지도적 지식인을 기르는 데 目的을 둔 것 o

로 앞의 類型 가운데 둘째에 해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의 교양교육의 目的응

A格關治에 중점을 두어 첫째 類型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교양학부 설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교육은 국가 사회가 요청하는 지도자로서의 인격 형성을 위하여 박학의 기만 위에 전공 학문

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본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대학의 뇨과목을 일반교양 과목과 전공과목ξ로 분

류한다는 교육범 시행령 규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떤학기 위하여 본대학교에서는 1964년 3월 에 교

양학부를 설치하였다.

세째 類型은 別問題이나， 첫째 둘째 類型의 敎育目標는 그 敎養科目과도 밀접한 관계블

갖는 것이라 하겠다. 敎養敎育의 目標는 「지도적인 λ、格 도야」를 정제로 한다. 그러나， 국

'Z) 洪雄善， 敎育課程新講「韓國敎育의 념5標， 文音Iit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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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및 외국어와 같은 語學敎育은 그 敎科의 性質로 보아 內容 敎科만이 아니고 形式 敎科

로서의 구질을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道具的 기초 교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

게 볼 때 교양교육은 學問的 기초와 지도적 人格의 도야라는 두가지의 目的을 지니는 것으

로 봄이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2) 大學國語 敎育의 目的

大學國語 敎育은 일반교양과목 o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敎育法施行令에 分明허

明記되어 있는 바이다.

敎養敎育은 한마디로 A文科學 (Humanities) 的 敎育이라 할 수 있다. 人文科學의 敎育은

다음과 같은 훨目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러진다.

@ 明l康하고 創意的인 思考力과 價{直判斷의 培養

®A間의 多樣性 및 獨自性의 認識과 個λ、의 濟1£力의 發見과 發展

@ 永遠한 生命울 지 닌 (第一級作品)의 鍵賞과 理解

@ 審美的 鍵賞과 表現能力의 培養

@ 自國語 및 外國語 習得을 通한 意思流通 機能의 1댄養과 練뺑 (3)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語學敎育이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도 自國

語 敎育에 대한 比重이 크다는 것이다.

國i語敎育을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國語가 意思傳達 (Communication)의 수단이 되며，

또 文化의 創造 傳承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적 A格을 도야하기 위해서 敎

養을 쌓고， 知識을 연마하는 大學生들에게 國語敎育이 강조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

겠다. 이들은 指導的 A格者로서 自國語에 대해 올바른 認識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효과

적으로 영위하고， 國語에 의한 인식력 사고력을 높이며 國語文化를 애호 육성하도록 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은 中高等學校에서의 敎育 目標와의 연계성을 보아서

도 당연한 것이다. 中高等學校의 國語科 敎育課程에 보이는 -般目標는 각각 네 가지썩 列

學되어 있거나와 이것을 알기 쉽게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

이러한 敎育目標는 中學校가 「건설한 國民으로서 J， 高等學校가 「中堅國民흐로서」의 機

能과 態度라는 정도의 差異가 있을 뿐 同-한 것이다. 이러한 推論은 大學校의 경우 「指導

的 A格者로서 」의 機能과 態度라는 좀더 高次元으로 昇格시키는 것外에 별다른 차이가 없

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따라서 大學國語의 一般目標는 다음과 같아 규정할 수 있을 것이

다. (4) (圖表 2)

이러한 敎育目標는 國語에 의한 敎育과 國語에 대한 敎育의 두 가지로 類型化해 볼 수

(3) 李榮德外， Ibid.
(4) 康龍權 • 鄭尙싹， 大學敎養國語 敎材의 分析과 새 로운 構成， 高等敎育 改후事業中 實驗大學 liff

究報告書， 文敎部敎育j攻策審議會 高等敢育分科委負會，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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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1)

| 과 정 (手 段) I 도 달 점 ( 덤 的)

中 校(가) I CD 국어 사용의 기능신장 ICD 효과적인 언어생촬 영위

I® 성실한 태도 육성 !

高 校 1 I CD 교양생활에 필요한 국어사용 기능 ICD 효과적이고

I® 성실한 태도 육성 I® 품위 있는 언어생활 영위

中 校(나) I CD 국어를 통해 지식 경험 확대 ICD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

I® 국어를 통해 문제해결력 양상 I® 스스로 앞걸 개척

高 校 3 I CD 지 식 경 험 의 확대 ICD 스스로 자기 전도 개 척

I® 문제 발견， 해결력의 양성 I® 사회 발견에의 적응 및 이의 선도

中 校(다) I 바른 사고력과 자주적 핀단력 양성 ICD유능한 개인과

| 풍부한 정서함양， 아름다운 꿈의 배양I ® 건실한 국민으로 성장

高 校 2 I 사고력 판단력 창의 력 함양 ICD유능한 개 인과

l eg: 풍부한 정서와 아릉다운 꿈 육성 I® 건설한 중견l국맨으로 성장

中 校(라) I 국어 존중의 뜻 고양 ICD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결의

l eg: 국어 문화의 애호 |

高 校 4 I CD 국어 및 국어로 표현된 문화 사랑 ICD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I® 국어 및 국어로 표현된 운화 이해 1

大學數養國語의 -般 目 標〈圖表 2>

行動領域 l 敎 育 의 過 程 l沒劃l 敎 育 의 目 標

1. 技能과 態度1 敎養있는 생 활과 學問의 探究에 必훨한 效果的이고 品位있고 洗練된 言語生活을

1國語使用의 技能과 성실한 態度흘 킬러서
指

영워하게 한다.

2 經驗과 問題 國語를 통하여 知識과 經驗을 擬充活用 導 社會發展에 적응하고 스스로 앞길을 開

解決力 하고發展한問題를提起하고解決하는 的 招하고 냐아가 이를 先훨한다.

힘을걸려서 國

3. 思考와 情縮 國語를 통하여 思考力， 判斷力， 認識力 民 원만하고 유능한 個A과 건설한 指導的

용Ij意力을 함양하고 풍부한 情錯와 高遭
。

國民이 되게 한다.

한 理念을 킬러서
로

서

4. 國語語文 h및의 國愛I 國語와 國語로 표현된 文化를 깊이 사랑 民族文化의 繼承과 發展을 主導한다.

護心{ 하고 ?벤캔한←뿔解윷현콘 깊게 하역

있다.

첫째 國語에 대한 敎育

@ 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설한 태도

@ 국어 국자에 대 한 이 해 및 애후

좋째 國語에 의한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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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지식과 경험의 확대와 問題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

@ 사고력 판단력 창의력 함양 및 풍부한 정서와 꿈의 배양

@ 국어로 표현펀 文化률 애호하고 이블 육성함

이러한 敎育目標블 바탕￡로한 大學國語 敎育을 좀더 보충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指훨的 敎養)、 9iD識λ、S로서 高度의 言語技術을 체득함

言語의 機能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대표적인 기능은 Communication이 다. Com

munication은 사회 구성의 기본 조건이며， 社會를 유지 통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다. 그러기에 S.l‘ Hayakawa는 A生의 大原則을 協同으로 보고 이것은 오직 言語에 의해서

는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성경의 바벨播의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實例이다.

이렇게 볼 때 Communication은 원활하게 능률적오로 수행될 것이 요청된다. 여기에 言語

技術이 必흥용하게 된다. 言語의 네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

도록 해야 한다. 大學生은 무엇보다 讀書力이 필요할 것이나， 그들의 취약점이 되고 있는

話法 (speech) , 作文과 같은 表現力의 신장도 적극적으로 꾀하도록 할 일이다.

둘째， 國語 國字에 대한 이해 및 애호

이 것은 指導的 카口識人￡로서 국어 의 音題 語棄 構文 正書法 및 國語의 歷史에 i 의 해 상당

한 理解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국어의 語順이 英語와 다름을 알듯， r -11J와 r HJ의

발음이 차이， r눈물」과 rtearJ의 구조적 차이와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마한

다. 이것은 전문적인 國語學的 뻐識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 교양

우로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國語 國字에 대한 애호란 國語 國字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등 의미한다. 특히 混潤해진 국어， 문란해진 國語를 醒化하고자 하는 마음과

態度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일 것은 漢字에 대한 理解이다. 국어 어휘의 과반수가 漢字語요，

우리의 言語 現實이 國漢混用의 文字生活이며， 특히 전문적인 知識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漢字 學習이 불가결한 것아다. 더구나， 學生들의 讀解力이 부족한 理由가 어휘 • 한자 실력

이 不足하다는 데 있다고 많은 學生이 반응하고 있고， 국어 학력 의 가장 큰 취 약점 이 漢字

寶力에 있다고 하는 반응이 있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세째，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問題플 해결하는 能力을 기름

A生은 직 정 적 인 體驗만으로는 不足하다. 그러 기 에 認활룹 통하여 지 식을 축적하고 간접

적인 체험을 쌓는다. 그리하여 자거의 전도블 개척하고 사회 말전에 적응하며， 나아가 우

리가 직면하는 問題를 해결하고 사회를 선도하게 된다. 指훨的 )、格을 도야하는 大學敎育

의 이벽한 敎뀔目標는 무엇받다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中高等學校의 敎育이 敎科書 위주

의 선다형 入試로 말미암아 讀書를 外面한지 오래이고 보면 國語를 통한 지식과 경혐의 확

충을 위한 讀書敎育은 大學國語가 젊어져야 할 重흉흉한 敎育目標가 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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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사고력 판단력 강의릭을 함양하고 풍부한 정서와 미래에 대한 꿈을 기릅

指導的 人間을 지 향하는 大學生응 國語에 의 해 論理的인 思考를 하며 , 自主的인 判斷을

내리고 獨創性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

고 A間性을 지난 指違者로서 포용력을 지니며，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이 나라의 指導者

로서 많은 꿈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讀書를 통해 엄어지는 敎育的 효과이다.

특히 정서의 함양과 꿈의 육성은 文學敎育에 의존하는 바 크다.

다섯째， 國語로 표현된 文化를 애호하고 육성함

言語는 文化를 창조 전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指導的 A格을 연마하는 대학생은 전승되

는 「국어 문화」 곧 古典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 야 한다. 이것은 國文學

의 여러 가지 형식이나， 개요를 알며， 史的 흐름을 학습 이해하고 이블 아끼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애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새로운 國語文化를 창조 육성함오로

써 民族文化 발전에 또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國語를 통하여 民族1많 國民精神를 고취함

國語는 國土 國民과 더불어 國家의 三몇素가 된다. 또 國語와 民族間의 관계는 不可分의

것이며 국어가 民族을 결속시키는 거멀못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찰 알려진 사싶이다. 이것

은 작게는 方言이 地域間의 유대를 강화하고， 外國語에서 母國語가 親愛感을 느끼게 하는

데서 充分히 感知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語에 대한 自함을 가지며， 이를 갈고 닦고 사랑함

￡로 民族과 國家의 단결 통일율 꾀하게 함도 大學國語 敎育의 한 目的이 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祖國이 分斷되고 安保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오늘의 현질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 大學國語 敎育의 目的을 살펴보았마. 그러면 이러한 敎育目的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다음에 그 寶態룹 살피고 改환點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ff. 敎科書의 基本要件과 現行 大學國語의 敎科書 문제

1. 敎科書 編醫의 基本原理

1) 學校敎育과 敎科활

f홈學의 傳統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古來로 學問은 JL굶之道와 일치하였고， 書堂이라는

곳은 곧 四書三經을 배우는 곳이라는社會的 通念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타성은 오늘날

까지도 낭아， 學校敎育에 있어 敎科書를 聖典視하는 경향이 없치 않다.

물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現代敎育學의 理論으로 비추어 보아 의당 시정되어야 할 것

이다. 敎科書는 일종의 學習의 資料集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敎師와 學生은 敎科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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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쳐 놓고 딴 곳에서 敎材를 발굴하여 學習할 수 있￡며， 흑은 밖에 나가 觀察이나 見

學 같은 것￡로 敎科時間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로 말하면， 오늘날의 學校敎育

에서는 敎科書 없이도 한 敎科가 運營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理論에 불과하다. 學習活動이냐 敎育에 있어서의 敎科書에의

依存度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各級學校의 모든 敎科에서 觀科

書가 採擇되고 있음은， 敎科書의 機能。l 얼마나 重몇한 것인가를 단적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묘로， 실제면에 있어서 敎科書의 잘되고 못됨은， 그 敎科學習의 成敗를 좌우하는 결정

적 요인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현채 우리냐라 각 大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大學國語의 敎科書들을 살펴보면， 이

런 體制와 內容으로 大學에서의 國語敎育이 원만하고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겠는지 다소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 E로， 이 章에서는 敎科書가 갖추어야 할 몇件을 지적한 다

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大學國語」 敎科書의 問題點을 파헤처 그 改善策을 강구하고자 하

는 바이다.

2) 敎科書 編鍵홉의 흉質파 識見

좋은 敎科書를 만들려 면， 우선 編驚者플이 歐1語 • 國文學의 各領域을 커 버 할 수 있도록

多樣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各自가 그 專攻分野에서 權威者일 것이 바

람직하다. 또 아늘 人土들은， 權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國語敎育 내지 敎育學의 理說에

도 밝아야 할 것이 요청된다. 學問的 權威와 敎育的 識見의 均衛의 바탕 위에， 大學國語의

敎科目의 性格을 잘 살련 敎科書가 만들어질 수 있다.

3) 敎育課程과 敎科書

學習의 場인 敎室에서 敎科書가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 앞에서， 敎科書 없이도 學

習이 행하여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理論上 그 可能性을 지적한 데 불과하다. 실제

로 敎室에서 敎師와 學生의 손에 들라는 것은 敎科書。1 며 , 敎師와 學生은 이 敎科書플 媒

介物로 하여 서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밝히거니와， 이 때， 학생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題材냐 資料 그 자체를 학

슴하는 것이 아니라， 그 敎材 속에 포함된 기본 요소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敎科書는 敎育課程에 明示된 學習g標를 달성하기 위한 道具에 불과하며，

敎科書에 수록된 資料들은， 敎育課釋에서 지시된 바 學習領域과 일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요로， 學科書블 編驚하자면， 그에 先行하여 敎育課程이 整備되어 있어야 하며， 編驚

者는 이 敎育課程을 熟짜口하고 있어 야 한다.

敎科뿔 편찬에 있어 , 初 • 中等學校에 관하 한， 敎育課釋은 文敎部에서 制定되 어 있오묘

로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大學의 경우에는 全國의 모든 大學敎育의 해당 敎科에 공통되

는 敎育課程의 細部가 정해져 있지 않으묘로 難點이 있다각 대학에서는， 해당 學科나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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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目의 敎授들이 任意로 엮은 編著나 著書를 교과서로 샤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大學에서 敎科書플 제작하려면 그에 앞서 敎育課程에 해대하는 敎授훨目을 細

部에 이르기까지 치말하게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全國의 모든 대학에 공통되는

敎育課程을 편성할 수는 없으으로 각 대학에서는 大學의 水準을 유지하면서도 그 대학의

特많이나 학생을의 실정에 알맞도록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大學國語」 교과서 핀잔에 있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國文學의 學問￡로서의 性格

을 강조할 것인가 혹은 國語 사용의 기능이나 A間形成을 위한 經驗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韓國敎育開發院의 %究報告書 I S)에 의 하면， 과거 의 敎育課程은 敎科中心과 經驗中心이 었

음에 비 하여 1960年代 이 후의 敎育課種은 學問中心으로 方向을 轉換하여 , 敎育의 目的이

“知識의 構造”에 치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敎科書도， 知識의 構造를 學生 스스로 再調훌

하고 再組織하는 方法 맞 探究過程이 반영되어야 하게 되었다.

다음은 敎育課程의 類型과 敎科畵騙의 變化를 보이는 도표이다 (6)

敎育 課程 類型

指導흉흉素의 反映

敎授節次의 反映

敎科듣량의 位置

敎 科 中 心

O 知識體系

O 原 典

(細對的 權威)

느Z븐

經 驗 中 心 學 問 中 心

O 生活問題

O 問題解決過程 O 知的探究過程/

。 연습 맞 실습 \0 體系的인 敎모授형節)次
(授業過程

O 資料集

(學習의 道具) (學習의 道具)

그러 나， r大學國語」는 國語國文學을 專攻하는 學生들만을 상대 로 하는 것이 아니 며 , 國

民의 指導者가 될 좁年틀을 위하여 知性과 敎養응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인만치 學問中心보

다는 經驗中心으로 펀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의 大學敎育은 入學考훌가

系列別로 설시되어 新入生 시철은 대다수 학생아 전공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E로， 이런 상태에서 학습하는 국어과목의 敎授몇目이나 敎

科書가 學問性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얀 펀다는 말이다.

4) 敎科書의 意暴와 機能

敎科書가 그 敎科의 學習을 위 한 敎材集이 라는 것은 이 비 지 적 하였다. 그러 냐 이 것만.Q..

로 敎科書 편찬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그 敎科書가學習指훨上 담당할 역할과 지녀야 할 기

능이 무엇인가 이 점을 확질히 알아 두어야 한다.

敎科書는 그 단독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다. 敎育課程이 具顯化 내지 實體化되었을 때 비

(5) 韓國敎育開發院， 敎科올좋構造 改善에 관한 짧究(맑究報告 第109輯) ， 197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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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의미가 있다.

敎育의 過程은 ‘기르려는 行動特性ξ로서의 目的이 설정되고， 그것을 기블 수 있는 일련

의 學習經驗이 計劃 實錢되며， 걸러진 程度가 확인 평가되는 과정?이라 한다 (7) 學習目標

의 設定--學習內容의 選定과 組織化--學習經驗의 過程〔指導方法， 節次， m織， 賢料， 相互

作用， 零圍氣 등)--評價 등으로 이 어 지는 學習活動의 프로써l 스는， 그러묘로 敎科書에 반영

되도록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前記 敎育開發院의 %究報告書는， 敎科렬가 學習아 이루어지는 全過程--計劃， 該斷，

指導， 發展， 評價에 관한 것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5) 敎科書의 體制와 單元

前記 敎育開發院 班究報告書는， 國民學校 敎科書의 體制 개선을 위한 기본 업장을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교과서 펀찬에도 참고가 될 듯하다.

CD 敎育課程의 기본 정신에 따라 목표 • 내욕 • 방법 • 자료 등이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조직되도록 한다‘

@ 각 교과교육의 기본 정신을 찰 구현할 수 있는 單元의 類型과 構成形式을 검토 構案

하여 이를 적절히 배열한다.

@ 교과서에 반영될 指導흉흉素의 量;을 적절히 조절하여 체계 있게 제시함으로써 학생틀이

敎科/特有의 질현 가능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보다 많은 思考의 r기회플 가질 수 있노록 敎

材환 구성한다.

@ 학생과 교사가 배우고 가르치기 쉽도록 敎科書의 機能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학생들

의 자율적 인 학숨과 敎育課程의 質的 管理를 위한 中間 點檢이 나 보충 등의 활동이 효과적

￡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敎材 및 資料 構成의 方法을 多樣化하여 학생들의 學習動機와 흥비를 유발하도록 한

다.

@ 紙質 .{:{]剛 •股짧 • 分量 퉁 外形的 體制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개선

해 가는 方向을 모색한다.

그런데， 軟科書 體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單元의 構成이 아닌가 한다. 특히 大學國

語의 경우， 專攻科目에 드는 國文學椰論이나 國文學史가 청:르나 時代別로 章· 節로 갈라져

記述되고 있옴에 비 하여 國語生活에 있어서 의 領域이 나 技術 中心오로， 單元으로 組織化될

것이 펼요하다.

單元은 대체로 主題나 領域(예컨대 修養을 위한 誼뽑生活의 경장이라든카 혹은 뿔簡文 쓰71， 小

(6) 韓國敎育開發院， Op. Cit., p.33. 參照、

(7) 鄭範證， 敎育과 數育學， 1976, 제 3장 歡育의 週程.

(8) 韓國數育開發院， Op. Cit.,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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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의 鍵賞 따위)別로 묶여져 있는， 그 敎科書를 이루는 單位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敎科

書의 性格은 그 單元들이 어 떤 主題 어 떤 領域別로 묶여 있느냐에 따라 결청 된다.

單元의 類型을 目的이나 機能面에서 보면， CD 擺念의 理解나 知識 情報를 제공하는 것，

@ 探究 • 發見 • 表現 • 盤賞 • 實習등 活動中心으로 된 것，@ 知識 • 情報의 제공과 活動을

배합한 折喪的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9)

國語科의 경 우에는 @ 統合單元--國語敎育內容의 여 러 영 역 이 한데 合해진 것으로， 말

하기 • 듣기 나 期讀하기 , 資料分析能力， 語훌量 據大， 作文力 向上 등이 하나의 單元에 包

含된 것 @ 領域別 單元--한 領域의 敎材만을 모은 것， 예컨대 說明文 單元， 論文作成法

單元， 詩鍵賞 單元 등 @ 折表單元--統合單元과 領域別 單元의 長點을 取하고 短點을 補

完하여 하나로 묶은 것 등 세 類型을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類型의 性格差는 어떻든， 어느 類型의 單元이나 갖추어야 할 團素는 아래

와같다.

@ 單元의 學習目標 제시

@ 學習할 擺念的 몇素의 제시

@ 본 內容과 관련된 資料의 제시

@ 寶驗 • 輯察 • 調뿔를/ 통한 發見 •探究 흑은 表現 · 錯賞 •寶習 등 活動方法의 제 시

@ 學習結果를 확인할 수 있는 情報냐 方法의 제시

@ 學習한 內容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 펼요한 정보의 제시

따라서 , 일반적 인‘ 單元展開方式을 고려 하여 敎科書 單元의 體制 속에 包含되 어 야 할 몇

素들은 아래와 같다(10)

學習課題案內

·學習目標

·先修學習과의 관련

• 問題意識의 鼓吹(動機 •

興味유발)

·學習內容의 搬몇

·學習의 方向

敎科홈 單元의 一般體制

學習內容·關聯情報 方法 j 整 理·適 用 擬·補充

·主훨事實 및 擬念의 제시 I- 主훨事寶 및 權念의 發見 I- 點檢
과 適用，般化 I( 익 힘 문제 )

• 主훨內容과 관련된 寶料(사진 • I-主훨內容의 훨約 I-보충
그림 • 도표 • 이 야기 사례 )

• 學習方法 및 節次(觀察 • 調훌 • I- 學習結果의 經合

寶驗 • 表現 • 鍵賞 • 實習 등)

이제 각 項自에 대한 解說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Ill)

(9) Ibid. , pp.47-48.
(10) Ibid. , pp.47-49.
(11) Ibid. , pp.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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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學習課題 案內

이것은 單元 解說의 성격을 띤 것이다.

@ 學習目標의 題示 : 學習者가 學習目標를 인지하면 그 學習이 촉진되묘로 學習 전에 授

業目標를 구체적오로 분명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先修學習과의 관련 : 學習者가 先修學習의 몇素를 충분히 학습하였을 째 學習目標의

달성은 용이 하다. 특히 系列性이 강한 敎科에서는 그려 하다.

@ 問題意識의 고취를 위 한 資料 : 學生들이 課題에 주의를 캡 중하면 學習은 f足進된다.

課題가 學習者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흥미와 학습의 의욕은 왕성해진다.

@ 學習內容의 擺愛 : 敎材를 구성할 때， 學習內容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

직하여 주면 學習은 촉진된다. 學習課題에서 部分과 全體간의 統合度가 높은 것은 部分學

習으로 한다. 學習者가 많은 事寶的안 知識이나 情報와 정하게 될 때， 그 擺要나 上位擺念

을 알려 주면 學習效果는 촉진된다. 敎科書의 경우， 單元 전체의 內容의 개요나 上位權念

은 單元의 앞 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취급되는 것이 예사다.

@ 學習의 方向 제시 : 學習者가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節次를 파악하면 학습은 촉진된다.

敎師用 指導書에는 이와 같은 節次가 제시되어 있지만， 敎科書의 지띤이 허용되논 한， ‘~

을 조사 로의해 보자;와 같은 형식ξ로 學習方I허을 제시함이 좋다.

(2) 學習內容， 관련 情報， 方法의 제 시

이 부분은 敎科書의 本 內容에 해 당한다.

@ 主몇內容의 제시 : 敎科書의 機能중 전통적오로 가장、중요시펀 것이 가르쳐야 할 知識

內容이 었다. m識內容은 主몇事實 •椰念 • 原理 • 法則 등오로 조직 된다. 옛 날의 敎科書는

*口識內容을 체계적이며 모범적인 문장으로 설명하였￡나， 오늘날의 敎科書는 학생들이 스

스로 발견하고 이해를 할 수 았도록 여러 가지 資料를 그대로 수록하는 경향이 있다.

@ 資料의 제시 : 資料 중에는 교과서의 本文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있지만， 가르치려는 몇

素의 설명(地文)을 피하고，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 方法 및 節次에 관한 제시 :敎科書 자체가 學習過程을 홉導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整理 • 適用

學生들-이 學習 직후에 학습한 내용을 청리하고， 또 학습한 행봉을 주변 생활의 분제에

적용해 보는 경 험을 과하여 學習內容의 파악 • 일반화 • 轉移 등의 했果플 높이도록 해 야

한다.

(4) 點檢 및 補充

學習者 자신이 學習結果를 평가할 수 있는 71 회 가 많고 學習의 오뷰에 대하여 즉각적이

고 구체적인 교정이 가해지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敎師의 確認質問， 學習活動의 앓멍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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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紙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익힘 문제 P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

2. 現行國語 敎科書의 寶態와 體옮IJ에 대한 검토

1) 각 大學 國語 敎科書의 훌IJ-的 碩向

지금， 서울과 地方， 그리고 國立과 私立 등 모든 大學에서 쓰이고 있는 國語 교과서는，

그 편찬과 출판 과정에서 볼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 그 大學의 國文科 소속 敎授나 國語敎科 담당 교수을이 기획하고 간행한 교과서를 사

용하는 경우

@ 出版社에서 大學 敎材로 채택펼 것을 전제로 하여 편찬하고 간행한 것을 사용하는 경

。

πa

@ 敎育大學과 같이 그 設立者(國家)가 同-하고 設立目的이 나 與件이 같은 여 러 大學의

敎授들이 참여하여 간행한 교과서를 다 갈이 사용하는 경우

이상에서，G)과 @이 그 大學의 특성을 살란다는 면에서냐 敎授가 가르치기 펀하고 또

學生들의 士氣를 돋우어 준다는 뜻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學生數

가 적은 單科大學의 경우에는 어철 수 없이 @의 경우를 피할 수 없다.

그런테 @의 경우에도 문제는 없지않다. 敎科書의 체제와 그 속에 수록한 敎材(資料〉가

거의 大同小異하여， 重멜되는 것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理由블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몇몇 t學에 서 刊行된 敎科書플 검토한 바， 그 體制가 서울大學校의 國語 敎科

書와 共通點이 많았는데， 이는 서울大學校가 中央에 있는 國立大學校로서 사실상 우리나라

大學敎育을 대표하는 관계로 은연중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서울大 출

신자가 전국 각처의 대혁에 교수로 많이 재직하므로 일어난 현상이라고도 보여진다.

둘째로， 敎材로 수록된 論說文이나 文學{ip品들이 중챔되는 현상은， 그러한 여러 종류의

글이냐 作品들 중， 歡材로 活用될 수 있는 量이 철대적￡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서울大學校 國語敎科書의 寶態

서숲大學校의 國語敎科書 「大學國語」는 여 러 모에 서 全國 각 대 학교 國語敎科뿔의 原型

이라 할 수 있다.

서윷大學校의 國語敎科書는 「大學國語」와 「大學作文」 두 卷으효 되어 있는데， 천자는 國

語敎科의 全領域을 망라한 結合的 짧本 형식을 취하고 있옴에 비하여 후자는 標題 그대로

{ip文分野만을 독랩적으로 디루고 있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 全體 紙面의 過半數를 차지하

는 後半部가 例文오로서 거의 채워지고 있다.

大學 基鍵課釋部(敎養課程部)에서 행척여지논 國語敎育이 이처램 作文分野에 ft重을 크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펀다. 8.15光復 후부터 初·中等學校 敎育에 있어서의

學力許價는， 4展選擇型의 客騙式 出題 위주로 되 어 왔기 때 문에 思考力 • 推理力 • 判斷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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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力動的 思考의 過程이나 깊이 있는 情感의 表現力에 대한 評價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뭇

하였고， 따라서 그와 같은 면의 學力이 뼈張되지 옷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묘로 大學

에 올라오F서나마， 01 와 같은 폐단이 시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大學國語와 大學作文의 두 敎科書의 실태를 分析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大學國語의 體制와 內容

「大學國語」는 했뻐으로 총 542연 ， 原典의 影印 敎材를 제외하고 本文은 모두 8p 活字로

印剛되어 있다. 그 編暴 意圖와 몇領은 卷頭의 序文에 밝혀져 있다.

수록된 敎材의 性格과 種類를 옳어 보면， 다음과 같다.

I부 : 語學敎材로서 「月印千江之曲」등 7篇의 古典에서 그 ←→部를 발춰1 收錄하였다. 國즘홉

學에 관한 지식이나 理論을 알고 그 寶力을 옛 文歡 讀解에 適用해 보도록 하려는 취지의

單元이다.

R부 : 古典文學作品 15篇이 수록되 어 있다. 이중 첫 번째 敎材는 鄭炳몰 교수 집 펄의 「고

전문학 약사」로서 이 單元의 內容을 제시하고 해설하는 核心敎材라 할 수 있다.

m부 : 現代文學作品의 鍵賞을 主몇學習課題로 삼는 單元으로， 이는 다시 現代詩， 現代小

說， 劇文學(敵曲) , 隨筆， 批評 등 갱:르 별로 다시 分類되어 있다. 각 部門의 첫머리에 실린

敎材는， 그 창=르의 擺略이나 理論을 해설하는 案內 投홈U을 담당하고 있다.

W부 : 이 부문에는 성질을 달리하는 세 개의 敎材群으로 區分되어 있다. 첫째 묶음에는

논설문 • 我文 • 紀行文 • 宣言文 등 雜多한 種類의 文章이 실려 있고， 두째 묶음은 國語學

분야(文法책 서문 • 方言 • 標準語 • 文字 등)의 說明文 등이며， 세째 묶음은 國文學에 관한

說明文 • 論說文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 상을 보면 「大學國語」는 內容面에 서 는 國語學과 國文學分野의 敎材가 主宗을 이루고

있어서， 敎科의 特性은 살려졌으나 일반 교양언으로서의 품성 도야라는 면은 다소 소홀하

게 된 감이 없지 않다. 다만 文藝作品이 多數 실려 있어서， 文藝作品에 含홉된 敎育的 性

能이 발휘되어 A文主義的 敎養A으로서의 品뾰關治에 상당한 도움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 敎科書의 單元構成의 原則에 비추어볼 때， 單元이 敎材의 平

面的 羅列에 그쳤다고 보여진다.

(2) 大學作文의 體制와 內容

大學作文은 4.6:培版￡로 총455面， 本文 地文의 活字 크기는 「大學國語」와 마찬가지로 8p

이다. 모두 第 5 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各部의 目次는 아래와 같다.

第一部

I . 國語의 文章構週

n. 原橋紙 使用法 및 文章짜:號

第二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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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作文의 節次

ll. 段落
第三部

I. 作文의 記述

H. 修蘇와 文體

第四部

論文1''F成法

第五部

I . 說明과 主張

H. 隨想
J[. 報告

IV. 論文
v. 書評
VI. 詩와小說

123

위의 目次 중 第-部에서 第四部까지는 作文에 관한 理論 單元이고， 마지막의 第五部는

여러 가지 종류의 例文으로 채워져 있다. 分量으로 보아서， 第五部는 餘他 單元 全體의 總

紙面보다 많다.

그리 고 特記할 만한 일은， 이 第五部에 收錄된 글들의 主題 • 內容 및 筆者들이 歷史 • 地

理 • 生物學 • 考古學 • 哲學 • 文學 • 物理學 등， 모든 學問分野를 거 의 網羅한 것이 어 서 , 文

科系 學生이든， 社會系 學生이든， 理工系 學生이든 소외감 없이 열섬히 學習에 임할 수 있

다는 사질이다. 筆者들의 大多數가 서울大 現職敎授아거나， 서울大와 관계가 있는 A土들

이라는 점도 이 敎科書를 가지고 學習을 하는 서울大生들에게는 學習意欲을 높이는 데 도

움이 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大學作文 쪽이 大學國語 보다는 훨씬 짜임새 있고 內容도 좋다고 보

인다. 그러나， 前에 제시한 비 敎科書 編覆의 原則과 原理에 비추어 볼 때， 좀더 構造的ξL

로 改善해야 할 점이 많다. 이것을 조목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CD 單元解說을 붙여， 學習目標， 學習方向과 學習內容의 擺핏플 제시할 것.

@ 王몇事寶 및 職念을 좀더 알기 쉽게 제시할 것.

@ 主몇內容과 관련된 資料(사진 • 그림 • 도표) 등을 좀더 풍부히 첨부할 것.

@ 學習結果를 정리하고 그 適用能力을 確認할 수 있도록， 每敎材의 끝에 〈연습문제〉를

첨부하되 특히 文藝作品의 끝에는 鍵賞의 몇點을 밝히는 물음을 첨부하고， 鍵賞文을 써 서

제출하게 하는 풍 課題를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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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筆者 • 作者의 略歷， 관련 資料， 作品의 文學史的 의 의 , 思湖的 득갱등을 소개하고 지

적하는 解說을 첨부할 것.

®r大學國語」와 「大學作文」과블 상호관련을 갖도록 배 려 할 것

@ 敎授用指導書를 별도로 發行하여， 담당敎授들로 하여금 專攻分野와 다소 상치되는 單

元이 냐 敎材도 自信있고 했果的으로 가료칠 수 있도록 할 것

N. 學핍指導와 評짧

大學國語는 그 學習指導와 許價에 의해 目的을 달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起點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學習指導는 교양국어의 敎育 目標에 의해 정럽띈 學習內容을 완성시키는

過程이요， 그 評價는 學習目標의 달성 여부를 확안하고 그것을 生活化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아무리 완펙하게 學習內容을 정렵한 敎材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學習하고 評價하여 그 目標를 달성하고， 敎養댐語를 實用化에

까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교양 국어의 成敗가 결려 있음을 의미한다.

大學國語는 言話敎育과 A間敎育 그리고 文化創造의 敎育의 3段階의 발전 적 달성 에 의 해

그 目標를 성취할 수 있다. 물론 이 3段階에서 가장 훌本的인 과정은 국어블 理解하고 表

現할 수 있는 기 초능력 을 빼養하는 言語敎育의 단체 이 요， A間과 A格 形成의 애 처l 로서 외

교양국어의 A間敎育의 단계와 民族의 理解와 創造의 敎育文化創造의 단계는， 言語敎育에

서 수련된 기초학력을 더욱 深化 • 據大하여 生活化하고 應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단계

이다.

사실 大學國語가 지나치게 또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안이하게 發展的인 段階에 집착하

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J고등학교에 서 言語敎育오로서의 基짧 能力을 수련한 것을

前提로 한 자세일 수도 있고， 寶用的인 것보다 抽象的이고 理念的인 것을 종요시하는 學問

的 性向에서 오는 偏見일 수도 있다. 그러나， 民族文化의 理解나 創造와 같은 교양 국어의

第二義的인 目標 달성에 앞서 寶生活과 직접 연관이 되는 言폼敎育에 의한 기초능력의 함

양을 輕視해서는 안 된다. 물론 大學의 교양국어가 正書法이나 익허고 實用文 위주의 감독

으로 치 우쳐도 문제는 있다. lB. Carrol이 말한 읽 기 (reading) , 쓰기 (writing) , 微字 (spel·

ling) , 話法 (speech) 에 의 한 言語技術敎育 (the teaching of language arts)와 口頭文字表現術

(skill in oral and writing expression) , 意味의 理解 (comprehension of meaning) , 文學鍵賞

(l iterary apprehension) 에 의한 言語敎育이 이루어지고， 그 發展的 段階로 人間과 人格形成

을 위한 大學의 교양국어의 교육과 文化의 理解와 創造로서의 文化創造의 단계까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교양 국어가 大學을 나와 實生活에 임할 수 있는 技能敎科 (skill

subject) 와 訓練敎科(drill subject) , 道具敎科(tool subject)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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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융 人間形成과 文化創造에 t頁法해 야 할 理由가 있다.

大學의 교양국어에서 그 目標達成을 위한 修練過程인 科學指導와 그 달성 여부를 該斷하

여 學習 指導의 目標達成을 검증은 評價를 중요시하는 理由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學習指導

(l) 學習指導의 原理

學習指導란 학생이 보다 效果的인 學習을 敎授가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敎授가 도와주

는 學習의 樣相도 J.F. Herbart의 敎授 中心에서 20세 기 초의 進步主義에서 學生 中心￡로

변모되어 왔다. 그러기 에 A.T. Gates에 의 하면 “學習은 經驗과 訓練에 의 한 行動의 變容이

다" (12 )라고 말해 지고 있다. 이 런 學習指導의 이론은 C. Wolff의 能力心理學과 J.F. Herbart

의 聯想心理學을 주로 한 W. Wundt의 寶驗心理學이전의 古典的 學習理論과 학습을 J.P.

Pavlov의 條件反對의 形式過程우로 실은 J.B. Watson과 作動的 條件化(operant conditioning)

릎 展!펴한 B.F. Skinner 등의 行動主義 心理學 理論 및 學習을 知覺의 再體制化 또는 認횟口

構造의 再構造化 (restrueturization of congnitive structure) 등으로 보는 W. K6hlor의 洞察

說과 K. Lewin의 場의 理論 (field theory) 등이 중섬 이 되는 形態心理學의 理論이 그 中心

이 되어 있다. 이러한 理論들은 學習을 經驗과 訓練에 의한 認識의 再構造와 變容으로 보

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作用과 變容을 가져오는 心理的 形態的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러 한 學習指導의 理論을 근거로 한 學習指導의 原理는 무엇인가에 관심 이 集中된다.

學習指導에 원용될 수 있는 原理는 흔히 다음 다섯가지륜 든다.

@ 學習 效果에 대한 認船가 學習活動에 영향을 미친다는 했果의 法Jllj (law of effect)

@ 學習者의 마음 가집과 몸가짐이 學習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學習效果가 나타

나고 그렇지 옷할 때는 效果블 걷을 수 없다는 準備↑生의 法則(law of readiness)

@ 前後學習 사이에 時間， 空間， 表象的으로 접근하거나 類似性을 보일 때， 용이하게 學

習이 이루어진다는 接近의 法則(law of contiquity)

@ 學習의 頻度가 많을수록 학습의 효과기- 크다는 練習의 法則(law of exercise) 使用의

法則 (law of use) 또는 過剩學習 (over learning) 이 라고도 불리 워 지는 頻度의 法則 (law of

frequency)

® 學習者의 個別的인 能力이 나 性向이 學習처果를 달리한다는 個別性의 法則 (law of

individual)

이 려 한 學習指導에 적용될 수 있는 原理는 다음에 드는 學習指導의 原理에 의해 學習의

目的이 달성되어칠 수 있다. 그 學習指導의 原理는

CD ].H. Pestalozzi의 自己活動 J.J. Rousseau의 合 自然의 原理， ]. Dewy의 行動에 의 한

(12) AoT, Glit~~ et lil: EducatiQnaf ps;ycholog:y, :tvraqnilan Co. , 1~501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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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材의 特質

@ 敎育의 外的條件

學習과 관련되는 自發性의 原理 @ 視聽敎具에 의한 代理經驗의 제공￡로까지 據大한 直觀

의 原理 @ 目的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目的의 原理 @ 人間開發을 위한 個別化의

原理 @ 페스탈릇지 의 協同的 勞作， 듀우이의 生活敎育에서 볼 수 있는 社會化의 原理， 學

習敎材， 指導方法， 指導方向이 統合되 어 야 한다는 統合의 原理의 여섯 가지 로 集約되 어 지

고 있다(13)

이러한 原理에 의해 學習指훨의 形態가 이루어져 學習의 目標를 달성하려고 한다.

(2) 學習指導의 方法

學習指導의 形態는 敎育의 수업 활동과 方法의 特質에 의한 類型을 말한다. 그것은 學習

目標를 달성하기 위 한 최 선의 方法의 여 러 모습을 말하며 , 교수의 指導方法의 偏向性을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學習指導의 形態는 어 느 하나만￡로 고정될 수는 없고， 指導形態가 여 러 가지로 나타나

기도 하고， 또한 복합되어 그 成果를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지도형태는 여러 몇因에 의

해 變形되게 된다. 그 훨因유로서는

@ 授業의 目標

@學習者

@敎授目標

을 들 수 있다. 그러으로 교수는 이러한 몇因들을 고려하여 가장 學習目標플 달성할 수 있

는 學習指導의 形態를 선택해야 한다.

學習指導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類型化할 수 있우나， 여기서는 널리 活動되고 있는 기본

적인 지도볍을 잘펴 보기로 한다. 사실 단조로움을 띤치 옷하고 있는 大學의 교양국어의

指導에서 어느 分野보다 그 지도 방법의 改善이 몇求되고 있는 처지에서 이 學習指導의 形

態에 대한 關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요한 형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講義法 ; 이 강의 법 (lecture method)은 지도자가 직 정 강의 를 하거 나 解說을 해서 學

習者가 듬는 방볍 A로 古代 Aristote1es에 서 비롯하여 꺼口的內容을 注入하는 가장 중요한 方

法이었다. 現代에 와서는 진보주의 교육과 視聽覺的 지도방법에 의해 퇴색하고 있지만i 여

전히 學習指導의 중요한 方法ξ로 活用되고 있다. 강의법은 變化있는 話術과 조리 있는 板

書學習 內容의 흉륜約整理質間에 의 한 學習者의 參與로 學習內容을 전달하지 만， 지도자의 一

方的인 수업으로 學習者의 個性的開發을 유도하지 옷할 일면을 지니고 있다.

@ 間答法 ; 이 문탑볍 (question method)은 質問과 應答에 의해 學習이 전개되는 方法이

다. 이는 가장 요래된 學習形態로서 Socrates에 의해 體系化되어 反問에 의해 높은 차원의

知識으로 이끄는 方法이다. 또한 問答法은 단순한 문담에 의한 知識의 증진이 아니고， 學

習意欲을 높이고 학습자 자신이 買理를 發見하게 유도하는 밤법이다 F. A， . Bl，ltier의 12핑

(13) 李英柱 ; 學習指導(載東文化社! 1973) , pp.1l1-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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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친 학습자의 質問의 機能에 대한 目的分析(1 4)은 問答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 討議法 ; 이 로의 법 (discussion 、 method)은 1915년에 F.W. Parker가 제 안한 會話法에서

낼전된 것￡로， 토의플 學習수단우로 活用하여 目標를 달성하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集

團的 思考에 의해 論理的 組織的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제기하여 높온 차원에서 結論을 얻

으려는 망법이다. 이 討議學習에서는思考를 풍부히 하려는 노력과 態度를 비롯하여 명확

히 意思傳達의 能力， 자기 의견 고칩을 버리고 受容하려는 태도， 分析·批判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기블 수 있어서 大學의 수업형태를 중요시되고 있다.

@ 視聽覺法 ; 이 시청각법 (audio-visual method)는 言語的 經驗보다 具體的인 경험을 토

대로 수엽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시청각볍은 續畵， 사진， 치도등의 平面敎材와 模型， 표본

寶物 등의 立體敎材， 필렴， 슬라이드의 投影敎材에 의한 視覺敬材와 라디오， 錄즙機등의

聽覺敎材， 映畵， 텔레비 등의 視廳覺敎材를 活用하여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학숨효과를 증

진시키는 방법이다.

@ 問題解決法 ; 이 문제 해 결법 (problem solving learning)은 학습자에게 問題를 제 시 하여

이것을 解決하는 過程에서 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方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問題를 冊究， 調훌， 分析， 批判하는 創造的인 活動과 反省的 思、考에 의해 問題흘 해결해

니-가게 된다. 이 방법은 J. Dewy의 ‘反省的思考， (reflective thinking)에 기초를 두고 있다.

@ 構案法 ; 이 구안법 (project method)은 問題解決法이 발전된 것으로， 學習者 자신이 어

떤 目的에 대해 스스로 計劃을 세우고 실천하여 自發的이며 創意的인 學習效果를 거두고자

하는 지도법 이 다. 이 런 지도법은 Richard어il 의 해 工作敎授에 씌 어져 project라 命名되 었A

며 W.H. Kilpatrick에 의해 學習形態로 발전련 것이다. 이 지도법은 어떤 問題에 대한 集

中的안 관심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수련이 되어지면서도， 學習者間의 상호이해와 協

力에 의해서만 그 效果를 거둘 수 있다.

@ 系統學習 ; 이 학-숨은 科學的 知識을 論理的 系統에 따라 학습자의 지도아래 학습시 킨

다. 이는 言語學이나 文法의 學習에서 活用될 수 있는 方’벌이다. 이 방법은 問題解決法에

도전하여 대두했으나 현재는 補完的인 입장에 서는 학습법이다. 敎材構造를 중시하는 면에

서는 發見學習과 비슷하고， 問題解決 學習과는 相補的안 立場에 서고 있다. 이 系統學習은

據備， 提示， 定훌의 3段階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 發見學習 ; 이 발견학습 (discovery method)은 학습과정을 生盧(發見)과 일치 시 켜 학숨

자를 작은 發見者로 만드려는 방볍오로 학습자들의 知識의 발견과 학습활동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J.S. Brunner가 제 창한 지도법 이 다. 發見學習은 系統學習 및 問題解決學習과

멜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語學이 文學敎育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도법이다.

(14) F.A. Butler; The hηψrovement of Teaching Secondary School, 1939,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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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그램 學習法 ; ~l 도로그램學習法은 個別學習을 구처l 화한 것으로， 사전에 지도자

가 세밀한 學習표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學習者는 적극적 인 活動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학습방법은 1920년에 S.L. Pressy에 의해 創案되고 B.F. Skinner에 의해 크게

발전되어， 요늘에는 가장 重要視되는 學習의 하나가 되었다. 이 方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학습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냐와 그것을 효과 있게 지도하는 데 있다. 스키너에 의하

면， 이 학숨을

@ 적극적 反應의 원리

@ 自己構成의 원리

® !!P時 確認의 원리

@ 작은격차 (small step)의 원리

@ 자기 步調 (pace) 의 원리

@ 자기 檢證의 원리

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 15 )

@ 完全學習 ; 이 완전학습 (mastery learning) 은 학습의 성취도기- 正常分布가 아니고， 극

히 편파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學生이 바람직한 學習成就度를 얻게 하자는 지도

법 이 다. 이 학습은 학습자의 95%가 줄어진 學習課題의 약 90% 이 상을 완전히 학습해 내

는 學習오로 보고 있다 ( 16) 이 학습은 B.S. Bloom이 J. B. Caroll의 學習模型의 근간 o 혹 하

여 H.C. Morrison, J.S. Brunner, B.F. Skinner, Suppes , Goodlad 등과 Anderson; Glaser ,

Scriven에 게 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채택하여 體系化한 것이다. 케롤은 學習에 사

용한 時間을 學習에 필요한 時間으로 나누면 學習의 程度가 나타난다고 하며， 이것을 결정

하는 變因으로 適性， 授業理解力， 授業의 質， 學習機會， 學習持績力을 들고 있다. 이 방법

은 大學의 교양국어에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지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상에서 본 學習指훨對의 方法을 大學의 대학 국에의 學習에 적용하여 소기의 目標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學習指導는 무엇보다 敎育目的에 따라 적절하게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大學生의 實

用을 위한 正書法이나 贊用文은 講義法과 問答法을 佛用하는 것이 좋고 敎養論說文이나 文

藝文은 討議法과 問題解決學習法을 佛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作文은 講義품과 問答法 그리고 프로그램學習法을 알맞게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學習指導는 지도계획에 따라 各大學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變形하여 소기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 S.G. Cal\ahim: Sμccessful Teachiηg iη Secondary Schools (Scott & Foreman Co. 1966),
p.427.

(16) 金豪權 ; 完옳學習의 原理 (培英社， lWO)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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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學習評價의 原理

학습평기-는 學習 目的의 達成度를 측정하여 學習의 結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

나 학습평가는 학승자를 대상으로 學習 目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物理的인 측정과는

달리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교양국어나 作文의 경우 道具로서의 국어와 文化創

造로서의 국어를 통시에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學習評價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學習評價의 原理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나， 쭉當性(validity)과 信賴性(reliability)이

그 기본이며， 客觀性(objectivity)과 寶用性(utility)의 요소을 들 수 있다. 學習評價의 측

정이 이 네 요소를 충족시켜 줄 때， 學習效果을 분명하게 該斷할 수 있고， 학습을 위한 새

로운 資料를 얻을 수 있다.

@ 쫓當度 ; 學習評價에 있어서 타당도는 무엇을 評價하느냐의 문제로， 評價 道具가 측정

하려는 學力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반드시 측정해야 문제를 알맞게

측정했는가로 귀착된다. 무엇을 측정하느냐，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程度 측정 하고 있느냐

의 두 가지 問題로 몇約된다. 쭉當度를 진단하는 方法3로는， 측정 내용을 論理的오로 分

析， 抽出하는 論理的 쫓當度(logical validity) , 미래 행동에 대한 緣言의 적부， 정확도를 보

는 據言的쭉當 (predictive validity) , 평 가에 밝혀진 行動의 특성 이 현재 의 行動準據와 어느

程度 일치하는가의 共因的 쭉當度 (concurrent validity) , 검사 정수의 意、味플 心理學的 개념

에 따라 分析하는 構因的 쫓當度 (construct validity) 의 네 가지가 있다.

@ 信賴度 ; 신뢰도는 學力評價의 측정의 결과가 -實性이 있느냐， 곧 측정의 誤差가 얼

마나 작으냐의 問題가 된다. 측정에 절대적인 嚴密性을 기하기는 어려우나 조그마한 學力

差도 판별되도록 최션을 다히며 , 언제 어 디 서 뼈!1定하든 그 結果는 一實性이 있을 것이 요

구된다. 그려므로 一實性， 正確性， 信態、性， 據言性이 있어야 信賴度가 높아진다. 쭉當度가

무엇을 評價하느냐의 問題인데 만하여 信賴度는 어떻게 評價하느냐의 問題가 된다.

이 같은 信賴度의 측정 방법은 같은 對象을 같은 평가 도구를 가지고 반복 측정하는 再

檢훌信賴度 (retest reliability) , 같은 問題룹 측정하는 同型檢훔{言賴度 (equivalent→ form relia

bility) , 신뢰의 감소를 가져오는 折半信賴度 (split-half reliability) , 문항의 합치를 보는 問

項I쳐的合致度(inter“item consistency) 의 네 가지가 있다.

@ 客騙度 ; 학력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채점자가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이 客親度

가 된다. 곧 채점과의 主騙에 의해 採點 結果가 바뀌지 않는 것을 의마한다. 그러기에 客

觀度란 ‘檢훌者의 信賴度’ (tester's reliability)를 말한다. 객관도플 높이기 위해서는측정 도

구의 客顆化와 평자자의 素養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 기줍의 明確性， 다수에 의한 共同評

價에 의한 方法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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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用度 ; 이것은 검사문제를 쉽게 使用할 수 있는 정도플 말한다。 문제는 용이하게 측

정할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실용도에서는 검사문제가 적절할 것，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어 야 할 것， 檢훌， 採點이 客聽的이고 용-이 할 것， 검 사의 比較가 가능할 것， 經濟的이 야

할 것등의 문제가 중요시된다(17)

(2) 學習許價의 類쩔되

學習評價는 어떻게 評價하는 데에 따라 그 했果가 달라질 수 있기 해문에 評價의 方法은

매우 중요하다. 評價는 @ 觀察法 @ 質問紙法 • 面接法 @ 事例陽究 @ 테스트法 등 네 가

지 類型이 있 o나， 주로 테스트法을 많이 쓰고 있다.

CD 觀察法 ; 관찰볍 (observation method)은 다른 方法으로 측정하기 힘 든 能力이나 態度

를 평가할 때 적당한 方法으로， 觀察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관찰법은 自然的觀察과

組織的 관찰로 나누어지 며 , 다시 組織的관찰은 自然的관참， i專記的관찰， 行動몇約法， 시 간

표칩 볍 , 場面選擇法， 參加관찰볍 , 寶驗的 관찰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自然的 관

찰볍은 學習者가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볍게 관찰할 수 있다. 훌댐

察法은 學習活動의 敎育成果， 학습 활동에 대한 興味와 欲求， 학습 활동에서의 담主性， 自

發性， 創意性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법에서는 @ 觀察者의 主離이나 先入觀을 배제하

여 가능한 한 客觀的으로 할 것 @ 복합된 現寶評價에 대한 숙련된 기숭을 쌓을 것 @ 斷

片的인 사질에 의한 속단을 피하고 많은 사질에 의해 추론할 것 @ 관찰되는 현상의 肯後

의 原因을 추구할 것 등의 주의 가 필요하다. ‘

@ 質問紙法 •面接法 ; 질문지 법 (questionaire)은 몇 개의 問項을 갖춘 調훌書에 學習者가

記入하거나 체크하게 하는 방볍이며， 面接法 (interview method)은 직점 면접하여 對話를

통해 평가하는 方法이다. 이 두 方法이 성공하려면 률寶 그대로 답할 수 있는 λ、間關係가

맺어져야 한다.

@ 事例없究 ; 사례%究 (case study)는 특정 事例를 여 러 각도에서 分析 • 檢討하는 方法

이다. 사례연구에서 얻은 資料는 개개의 事例에 적용되어 그 成果를 올리게 된다. 大學의

교양 국어에서는 漢字， 독서 등 특정한 事例블 昭究하여 그 성과를 學習에 적용시킬 수

있다.

@ 테스트法 ; 테스트볍 (test method)는 學習評價에서 가장 많이 便用되는 方法우로， 出

r圓f옳型(true false variety)

휩f隔뭘型 (tn뼈"t
!群集型(“c이1ωus얀te야r variety)
l휩隱變型(modified true-fales variety)
{單純配合型(simple matching type)

選擇型( 뿜1:1암型(matching type)j複合配合型(compound matching)
I l 分類配合型(classi ficat ion method)

(17) d , 李應百外 國語科敎育 (韓國能力開發社， 1977), p. 331.



大學生을 위 한 敎養國語에 관한 Wf究

選多型(multiple-choice type)

排列型(re-arrangement type)

r最選多型(best -answer variety)

l正 答 型(correct -answer variety)

| 合 答 型 (combined-response variety)

l否 定 型(negative variety)

i31

{短答型(short answer type)
뿔答型(supply type) 1完成型(completion type)- f不完全文型型

l論文챙(essay type) l 不完全圖表型

題에 의한 시험을 통해서 學力을 評價하는 方法이다. 테스트法은 選擇型(selection type) 과

書答型(supply type) 의 둘로 나눈다. 이것은 수험자의 反應에 따라 區分하는 방볍오로， 다

시， 몇 가지로 下位 分類된다.

大學國語의 評價는 이러한 評價法을 가장 적철하게 活用하여 大學國語의 目的을 달성했

든가를 評價해야 한다. 또한 그 領域에 알맞은 評價法을 적용하여 學習目標의 달성 여부를

진단하여 大學國語의 成果를 평가해야 한다. 正書法이나 實用文은 테스法을 쓰고， 論文과

文藝文은 論文法으로， f!P文은 테스트法과 作文을 作成으로 평가법을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V. 結 論

大學國語는 寶用國語와 敎養國語의 兩面뾰을 지난다. 그것은 道具敎科로서의 正書法과

寶用文의 理解와 表現力의 빼養의 면과 A、間의 함양과 民族文化 創造의 자각과’ 신장이 라는

양면을 지님을 말한다. 따라서 大學國語는 生活人과 敎養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에에 대

한 소양 그 應用力을 기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大學國語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그 改善의 主眼點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 大學國語는 敎養人과 짜1識λ、으로 高度의 言語技術을 취득과 國語， 國家에 대한 理解

및 애 호， 그리고 쩌]識經驗을 확대하고 問題블 解決하고 文化創造에 기 여 할 수 있고 能力

기록을 目的으로 해야 한다.

@ 大學國語와 大學作文의 敎科書는 大學國듬협의 目的을 달성 할 수 있게 편찬되 어 야 하며

大學國語는 많은 文章이 제시되어야 하며， 大學作文은 理論 위주를 지향하여 作文能力의

함양이 그 中心이 되어야 한다.

@ 大學國語의 1實效를 걷우기 위해 大學國語와 大學作文의 워크북을 펀잔하는 것이 바란

직하다.

@ 大學國語의 學習指導는 講義法 위주를 지양하여 領域에 알맞게 그 方法을 活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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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實用과 敎養의 兩面性의 均衝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

@ 大學國語의 評價는 테스트法 위주를 지 양하여 각 領域에 알맞게 그 方法이 적용되 어

야한다.

@ 大學國語의 학점이 보다 증가되어야 自國語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

며， 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本例究는 그 理論的인 추구에 中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寶錢的언 면을 연구하고 또 되어진 것을 基鍵를 大學國語의 끊임없는 改善을 시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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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hns at solving the problem of College Korean by way of analysing it, and

exammining its texts and groping for right methods of its estimate.

Asits main goal lies in gaining knowledge thatis expected of persons of culture and

life, College Korean focus its attention on the following points.

1. College Korean should emphasize both the practical and the general side.

2. The text of College Korean should be published so as to attain the goal of article

NO ‘l ' .

3. The workbook of College Korean and College Compostion‘ should be published.

4. In the course of teaching , other various methods of it should be· developed rather

than that of lecture.

5. As themethods of grading , test method should be averted.

6. In order to awaken the significance of College Korean, the number of its credits

should be increased.

Though this study stressed its theoretic sides, a study on practical sid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College Korean needs to be done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