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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수엽의 내용조직 방법에 대한 연구*

柳 在 明

(지리교육과)

1. 서 르르
'-

지리교육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지리교육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인 연구의 역사

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사범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교과교육과 더불어 지리교육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나， 지리학내의 여타 전공분야와 달리 지리교육학의 경우， 그 연구대상과

연구과제가 분명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하면 대부분 초·중

등학교 지리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학습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

구로 인식되고 았는 정도이나， 학습 및 교수방법이라고 할 때 그 방법이 구체적으

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한 시간 단위로 운영되는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강의식 수업에 대한 비판적 대

안으로서 제시된 탐구수업， 토론식 수업， 발표수업， 역할놀이학습 등의 수업모형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지리교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류재명， 1993 b), 교사가 자신의 주관하에서 진행해

나가는 수엽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편이므로，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수업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현

실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과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더 긴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리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떤 수업방식이 더 효과

적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으며(류재명， 1993 a) 개별교사가 매번 수업을 준비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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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교사의 수업활동의 본질적 특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교사의 수업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내용의 조직방법은 현장 지리수

엽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활동은 의사

소통， 상호텍스트성， 해석과 이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기

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해석학의 기본 문헌을 분석하여 이에 관

련된 논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인의 독서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본 논문연구의 주요 목적이 수업활동의 해석에 관련된 철학적 논리 분석

그 자체 보다는， 지리라는 구체적인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과

제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련철학의 문헌 분석은 현장 교사틀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몇몇 번역서적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지리교사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명료화하고， 그 과제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업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수엽내용을 조직하는 방법론이 명

료화되면， 교사의 개별적인 연구활동이 누적되기 쉽고， 학습 및 교수재료의 개발 방

향도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T. 교사의 수업활동의 특성

1. 의사소통과정으로서의 수업

교사가 매시간마다의 수업에서 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 교사 활동

의 기본적인 특성은 구술적이라는 데 있다. 교사는 언어를 통하여 학습내용을 전달

하는데， 수업은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한 과정이다.<그림 1>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반응모델1)을 나타낸 것으로 의사소통으로서의 수업과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호화하여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

달한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전달된 이러한 메시지를 해독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축한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하는 말과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 그림， 도표 등은 일

종의 기호이며， 학생은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이 기호를 해독하여 자신의 아이디어

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해독상황은 교사에게 피드백되어 교사의

1) 홍기선( 1994)， W커뮤니케이션론~ ， 서울 : 나남출판， p.415에 있는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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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화 전략을 수정하게 한다.

→램꾀→

소음

학 생

반 웅

〈그림 1)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반웅 모델

따라서 수업 준비를 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와같

은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

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수업활동은 언어적 행동이며， 교사는 자신의 발

화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화(encod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

이 기호의 의미릎을 해석하지 못하고 기호를 접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무의미철자를

받아들인 것이 되고， 수업은 실패한 것이 된다.

기호화는 교사가 사실 진술 관념， 태도 등을 학생들이 그들을 동화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놓을 때 얼어난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메

시지가 인쇄된 단어， 시각적 영상， 혹은 소리로 기호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그 기호화가 학생이 그 자료를 수신하고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는지

를 점검할 책임을 지며(힐즈， 1987, 17), 학생들이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

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이해란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전화식의 의

사소통 모텔의 경우처럼 그렇게 단순한 해독 행위가 아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그럼 2>에서처 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요소진술들로 나뉘어져 하나하나

씩 전달되어 학생에게 그대로 단순 누적되어 가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

다. 이해는 이보다는 한결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문맥에 대한 묵

시적인 정의， 선택， 중요성의 평가， 문맥적 단서에 의해 신호되는 사회적 규칙의 발

동， 그리고 - 적어도 내적 언어의 경우에는 - 반응에 대한 준비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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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동 편， 1990a, 34).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교

사의 발화 내용중 이야기의 순서에 관계없이 앞뒤의 것이 서로 관련될 수도 있다.

진 진 진 진 진

술 걷~‘ 술 술 i/ksr

4 3 2 1

진 진 진 진 진

술 걷A ‘r 돋/‘r 술 걷/‘i

4 3 2 1

I' 과}의 지식 | 전달 I 학생의 지식

다편다흙爛다냄다
〈그림 2) 정보의 단순 나열식 전달

교사의 발화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문장으로 분해하여 순서적으로 나열하

고 이를 학생이 받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두뇌속에 교사가

말한 이야기 전체가 그대로 저장되기 보다는 주요 개념과 요소지식들만 저장되고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기본 개념이나 요소지식을 서로 조합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

는 과정을 통하여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모든 발화는 다른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며，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일어나

고 있는 발화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발화에 대한 반

응이며， 그것은 또한 미래에 있게 될 발화에 대한 반응을 의식하여 이루어진다. 독

립된 발화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항상 그것에 앞서 그리고 그것 다음에 일어나는

다른 발화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발화는 오직 쇠사슬의 한 고리이며，

어 떤 발화도 이 쇠사슬을 떠나서는 연구될 수 없다(검욱동， 1988, 137).

사실 교사가 교재연구를 하고 수업준비를 할 때 이 발화의 쇠사슬을 어떻게 의도

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된다. 의사소통은 대화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화자와 청자에 의해

서 공유되는 의미공동체가 가정되지만(리차드 팔머， 1988, 134), 교사는 자신의 발화

방식을 연구， 개선함으로써 이 공통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3>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교류된 의미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수업목표

로 설정한 학습내용에 대하여 교류된 의미의 영역이 극히 적다면 수업은 실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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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엽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사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묘]、

/
의미의 저장(B)

미디어

표시/상정

커뮤니케이션 행동

\
의미의 저장(A)

〈그림 3> 교류된 의미의 영역

(출처: 이정춘 편， 1991, 50)

2. 상호텍스트성과 교사의 수업활동

교사의 발화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발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으로 그 특정은 상호텍스트성에 었다. 상호텍스트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텍스트 상

호간에 존재해 있는 유기적 관련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어떠한 텍스트도 그 자체

로서는 자기 충족적인 완전성을 지닐 수 없으며， 따라서 폐쇄된 체계로서는 결코

기능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흔히 텍스트하면 교과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교과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헌 자료와 인간의 발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

의 개념이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

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전제란 주어진 한 발화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진

정한 의띠에서 독창적인 발화란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모든 텍스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이전에 이

미 존재해 았던 것을 다시 재결합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욱동，

1992, 202-214).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 의하변 모든 텍스트 혹은 발화는 모자이

크와 같이 여러 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그것을 변형사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텍스트들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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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들로부터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독창적인 것이라고는 없는， 다양한 여

러 글들이 서로 뒤섞이고 충돌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에 해당된다.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중심으로부터 취해온 인용문의 연속이다(김욱동， 1992, 197-234). 사실상 포

스트모더니스트들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듯이 독

창적이고 새로운 모든 텍스트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을 다시 재결합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김욱

동 편， 1990a, 315). 독창적인 것， 혹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육자료들은

이미 발견되고 논의 검토된 것을 정리해 둔 것이며， 수업시간에 하는 교사의 발화

는 특히나 기존의 텍스트에서 발훼， 인용하여 모자이크처럼 재구성한 것이다. 교사

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텍스트의 독자이며， 그가 교과서를 읽거나 수업을 할 때의

그의 언술은 이제까지 그가 읽은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동원하여， 남의 글을 인용

하고2)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교사의 발화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미 남이 사용해 온 기존의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화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도， 여러 텍스트로부터 옹 것틀이 재결합

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능동적으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피전달자의

언술은 전달자의 언술과 마찬가지로 의미와 구성 그리고 형식에 있어 독자성을 지

니고 있다. 그런가 하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

라 그것을 자신의 언어 속에 병합시킬 수가 있다. 바흐친은 언어 속의 말은 반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악센트를 그것에 부

여할 때， 즉 그 말을 전유하여 자신의 의미적·표현적 의도에 부합되도록 적응시킬

때 비로소 그 자신의 것 이 된다고 하였다(김욱동， 1988, 139-143).

마슈레는 문학작품을 여느 다른 생산품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원자재를 사용

하여 인간의 노동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품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우리는 수엽

시간의 교사의 발화도 원료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고

야 말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상호텍스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

다. 그런데 마슈레는 문학작품은 1) 생산품으로 변형될 어떠한 특정한 원자재， 2)
어떠한 특정한 변형기법， 그리고 3) 완성품의 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바로

두번째 단계로 말미암아 생산품은 결코 원자재의 표현이나 반영 또는 재생산이 될

2) 교사가 수업시간에 다른 텍스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대부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표절시비의 대

상으로 부각되지 않으며， 매번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수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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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김욱동， 1992, 210)고 한 것처럼 교사의 발화도 여러가지 텍스트에서 인용

발퀘하여 그것을 원료로 삼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원료로하여 재구성하는 아이디어

에서는 독창적인 영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수업시 하게 되는 발화도 여러가지 원료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조하게 되는 많은 텍스트나 다촌 사람들의

발화는 일종의 원자재가 된다. 이들로부터 선택， 삭제， 대체， 첨가， 변형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패스티쉬 방볍이 이에 비유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교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와같

은 재구성 작업에서의 아이디어에 독창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관이 수업을 이끌어가야 하

는 교사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구성주의란 단순히 예술을 현

실세계의 모방이나 재현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일종의 ‘구성물’로 파

악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가리키는데(지크프리트 슈미트 편저， 1995), 교사가 수업시

다루게 되는 지식를도 일종의 구성물로 볼 수 있다. 지식을 구성물로 보게 되면 전

문직으로서의 지리교사에게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즉 지리교사가 해야 할 일

이 보다 명료하게 부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엽내용으로서의 지리적 지식을 재구

성하는 일이다.

3. 텍스트의 해석과 의미전달

이 논문에서의 주요 관심은 교사가 하는 전문적인 활동은 무엇이며， 교사는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2절에서는 교사의 활동이 상

호텍스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 절에서는 교사가 주로 하게

되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활동과 교사의 해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이해

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시간에 하게 되는 교사의 발화는 텍스트에 대한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지려

적 현상에 대한 것이다. 그려고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궁

극적으로는 현실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생활세계로서의 공간환경

이 직접 경험하고 보는 단순한 활동만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학자들의 경험의 산물인 텍스트를 통하여 공간환경에 대하여

접근하고， 그 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

생의 이러한 ‘보는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잘 볼 수 없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도 쭉 한 번 읽

는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데서 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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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직접 경험을 통하여 누구나 경험하는 대상을 즉시로 이해할 수 았다고

한다면 교육은 필요 없게 된다.

교사는 학생과의 사이에서 상호적인 행동을 지향하여 의사소통을 조직하는데， 그

동안 교사의 활동을 허메스(Hermes)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교

사는 진리를 전달하는 전령자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진리를 연구하여 발견하는 과

학자가 있으며， 이들이 연구발견한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과제인 것으로 보아 왔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의 논리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역할하지만 진리성의 여부 판

별은 역시 기본적인 텍스트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과학자의 연구를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텍스트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리의 기술이며， 이를

교사가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實在의 드러난 모습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미 발

견되어 있는 진리를 학생에게 전달해주는 전령자나 학생들이 이 진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기능을 하는 교사의 주요 역할은 텍스트를 해석하여 학

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으로 하여금 지리학

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실재(진리체계)

• •

과학자(텍스트)

t J
교사

• •

학생

〈그림 4> 전령자로서의 교사의 위치

이해의 대상은 텍스트가 표현하고 있는 진술의 의미이다. 지리 텍스트는 지리학

자들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해석자로서의 학생들은 지리학자들의

과학적 연구과정을 다시 체험 (reexperience)하기 위해 저자의 지평에 자기 자신을

轉移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리차드 팔머， 1988, 292) 해석자는 주어진 텍스트와 자기자신의 지

평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은 이해의 과정을 통하

여 원래의 편견과 의혹을 초월하는 새로운 더 포괄적 지평으로 승화하게 된다(김용

옥， 1987, 23-24) ,

먼저 이해는 무엇보다도 관련지우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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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 (relation)를 파악하는 것이며， 의미파악은 바로 관계체계속에서 각각의 개별

정보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의미란 분명히 관계와 맥락의 문제이다. 모든 이해행

위는 일정하게 주어진 맥락이나 지평에서 이루어진다(리차드 팔머， 1988, 178-179).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다음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완전히 이해되고 타당성을 갖는 식의 학습형태란 존재하지 않는

다. 하나의 개념이나 진술이 다른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그것 자체로서 완

전히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모든 개념과 진술 혹은 사실들은 전체적인 체

계속에서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배리반즈， 1986, 181 -182). 개념의 의미를 얻게

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 定義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에 의한 방법

을 개념의 의미를 확증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개념은 이미 그것

의 의미가 주어진 다른 개념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개념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한 그 개념이 또다른 개념에 의해 정의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

몇몇 개념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한 무한 후퇴에 빠지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념은 처음에 아주 막연한 관념으로 나타났다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론이 점

차 정확하고 종합적인 형태로 되어 감에 따라 그 개념도 점차적으로 명료화되어 간

다(앨런 찰머스， 1985, 132-135).

지식이란 전체적으로 학습되는 것과 동시에 전체로써 경험적 사실과 연관이 된

다. 그려고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념 체계의 전체적인 의미 맥락에서 그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사례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경

험적 명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주어진 개념 체계 전체속에서 포함된 경험적 일반 명

제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어떠한 진술 또는 개념도 따로따로

떼어낸 상태에서 그 진위나 타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배리반즈， 1986, 181

-182). 칼데라호， 종상화산， 외륜산， 이중화산 등의 개념은 화산지형에 대한 전체적

인 개념체계속에서， 그리고 ‘일정한 공간상에서 고차 중심지는 그 수가 적고 공간거

리가 멀다.’ ‘고차 중심지는 차하중심지가 보유하는 기능을 모두 보유하며 자기 특

유의 기능을 더 보유한다.’ 등의 진술은 중심지이론 체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화산지형 혹은 도시 규모와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 진술이냐， 경험적 명제들

은 이들 개념체계 혹은 이론체계속에서 그 진위나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다. 지리학의 주요 개념과 진술을 각기 독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속한 전체 문장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듯이， 이해는 그때그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전체 속

에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커널리 · 코이트너 편， 1993, 100).

이러한 문제는 바로 이해의 순환성문제와도 연결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자

체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통일성 혹은 순환을 형성한다. 전체로서의 순환

은 개별적인 부분들을 규정하고， 또 부분들은 한데 모여 순환을 형성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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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나의 문장은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성이다. 이 때 우리는 문장 전체와의 연관

하에서 각각의 개별 단어를 봄으로써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와

상호적으로 전체로서의 문장의 의미는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에 의존한다. 이를

확대해서 보면， 개별적인 개념은 그것이 입각해 있는 맥락(context)이나 지평

(horizon)으로부터 의미가 도출된다. 하지만 지평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주는 바로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들 각각

은 서로에 대해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해는 순환적이다. 의미는 이러한

순환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른다(리차드 팔

머， 1988, 133~ 134). 이러한 순환성이 모든 이해의 기저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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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념체계
(출처 ; 배리반즈， 1잃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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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이해란 전체와 부분의 본질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는 부분으로부터 자신의 규정을 획득하고 역으로 부분은 전체와 관련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리차드 팔머， 1988, 176). 따라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반변，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전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전체는 개별로부터 개별은 전체로부터 이해할 수밖에 없다(커널리 · 코이트너 편，

1993, 99). 전반적인 파악이 없으면 개별적인 진술들 심지어는 내용전체가 무의미하

게 들린다. 종종 단 하나의 문장이 그전까지는 혼란스러워 보이던 모든 것을 비추

어주면서 의미있는 전체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리차드 팔머， 1988, 135). 이해의

운동은 언제나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리고 역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진행한다. 우려

의 과제는 이해된 의미의 통일성을 통십원상에서 확장시키는 것이다. 개별적인 모

든 것을 전체에 조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때그때 올바른 이해의 기준을 얻을 수 있

다.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커널

리·코이트너 편， 1993, 99~ 100).

그런데 암기식 교육 등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왜인가? 정보량이 적어

서가 아니라， 그것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질문이 무엇이며， 개념， 논리， 사실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지식의 체계

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각

기 따로 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각각의 개념이나 진술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다.

또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진술 상호간의 관계이외에 그 진술과

실제적인 사실들간의 관계의 파악이다. 이해하는 것은 “관련지우는 것”으로서 지리

교육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나 이론의 사전적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 개념과 이론을 “사례”와 “관련지우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적 진술과 그것의 사례

에 해당하는 지리적 사실들을 서로 관련지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리학의 텍

스트를 해석하고자 할 때 다른 문학적인 텍스트의 해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지리학의 텍스트는 허구적인 창작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공간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정리해 둔 것이며， 학생들도 이러

한 텍스트의 이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주변 생활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진술로서의 지리학 텍스트는 구체적인 공간현상을 이해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바， 텍스트 자체를 독립된 언어적 서술체로만 이해하고

이 텍스트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제의 공간현상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면 지

리교육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체적인 공

간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교과서의 개념이나 이론체계는 이들 공간현상을 이해하



70 師 大 論 護 (51)

기 위해 개발한 논리적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의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리텍스트의

해석과제는 바로 지리교과서가 지시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

리교과의 내용은 “의미의 체계”이며 그 의미의 체계는 반드시 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지리적 환경과의 관련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리교과에서 이해하

려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진술중에는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학습자의 생활세계를 이루는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선의 공간적 인지와 공간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리적 현상을 설명하

거나 혹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실들간의 관계나 혹은 그것들간의

관계를 일반화한 원리에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지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

리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실제적인 공간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개념과 이론과 연계되지 않은 지리적인 단순한

정보틀을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학을 이해하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

을 주지 못하며， 그렇다고 구체적인 지리적 사실 혹은 공간적 현상에 대한 사례들

을 제시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리학의 이론을 사전적 정의로 풀어나가는 수업도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텍스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공

간현상은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의 과제는 텍스트의 내용진술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공간현상을 어떻

게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교육의 성패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

생하게 학생에게 ‘보여 줄 수 있느냐(visualization)’ 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생활공간을 이해하

고자 하는 지리교육이 그 대상을 보여 주지 못하고 언어의 이해로만 끝난다고 하면

학생들은 낫놓고 ‘7 ’자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다. 실제로 선상지나 해안

단구 등을 배워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선상지나 해안단구 위

에 서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지리교육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현장에

가서 교육한다고 해서 항상 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인간이 실재를 단순히

보고 직접 경험한다고 해서 그 실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고는 사

진기가 사진을 찍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바의 그 세계는 항상

바로 ‘우리가 보는 바대로의’ 그 세계이다. 우리는 모든 입력상태들을 이미 형성된

개념구조들에 동화시커는 가운데 그 세계를 구성한다(지크프리트 슈미트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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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16~217). 모든 인간은 이미 공동체에서 구성된 의미를 배태하는 경험현실

속에서 태어나서 그 현실을 지향하며 사회화되는 것이지， 곧바로 어떤 실재 그 자

체와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개념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재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즉 존재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면， 현실 모텔은 자동

적으로 여러 개가 생기며， 이렇게 해서 창출된 현실 모텔들은 현실적 실행가능성，

조작화의 종류 및 문제해결과 생존을 위한 유효성의 ;정도와 방향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며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란 인지 유기체

가 자기 고유의 행동방식에 대해 가지는 기호 즉 학습내용을 주체의존적으로 완성

하기 위한 기호이다.

지각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은 외부세계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

한다는 것과 사유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현실의 象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안에서 우리의 활동이 가지는 상， 즉 우리가 “실재”에 부여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지각이란 그 자체가 감각기관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감각영역에 관련된 두뇌부위에서 수행된다. 말하

자면 우리는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뇌의 시각중추로， 아니면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시각중추 안에서 보는 것이다. 인지란 해석이며， 의미할당인

것이다(지크프리트 슈미트 편저， 1995, 10~23). 이는 사불현상의 관찰에 있어서 사

전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수업시간에 교사가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공

간현상도 교사의 구성물이며， 이는 다시 학생에 따라서 각기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상

지리학적 지식체계

지리교육

〈그림 6> 인간의 지각과정과 지리교육의 역할



72 師 大 論 罷 (51)

그런데， 학습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대상 현상을 지각하는 것과 텍

스트에서 제공하는 이론적 도구를 통하여 공간현상을 보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

재한다.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리

교육은 이 간극을 메우고， 학생의 공간현상을 ‘보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

로， 텍스트를 통하여 학생 두뇌의 해석체계를 정련화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그대로 학생의 두뇌속에 저장한다고 해서

보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으며， 학생에게 제공되는 현상이 명료화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교사의 시각화(visualization) 작업은 학생으로 하여금 현상

을 보다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3)，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학생의 두되

를 단순한 정보의 저장고로 보지 않고， 이해의 능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는 그들 자신들의 구성인 바， 수업의 성패는

교사가 이러한 구성을 어떻게 잘 도와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석 | 이해

훨늬 | 학생 |
visualization I 경험

〈그림 7> 교사의 역할과 과제

3)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현실모형은 교사가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가상현실(viπu허 reality)이 더 현실적

인 것처럼 보이듯이 교육적으로 구성한 사실들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교사는 교육적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현실모형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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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교사의 주요 역할과 과제는 <그림 7>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학생은 텍스트를 통해 공간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교사의 역할괴·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텍스트의 논리체계를 쉽게 파악하게 하고 공간현상을 교육

적 사실로 재구성하여 잘 볼 수 있게 하여 텍스트의 진술과 연계시키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사실 지리교육은 학습자가 공간현상에 대한 직접 경험만을 통하여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며，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지적체계인 텍스트를 이해시키는 일과 이를 현상과 연

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ill. 수업내용 조직방법과 교사의 연구과제

1. 지식의 구조와 맥락적 이해

우리는 흔히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해 왔다. 그리고 단순한 사실

들을 나열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오래전

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개별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매 수업

시간을 이끌어 가면서 한 시간 단위로 매번 진행되는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구체적

인 교육내용에서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개별교사가 단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의미즐 갖는 차원으로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

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은 브루너의 교육방법론 이래로 널리 강조되기 시작하였는

데， 브루너는 현대사회 내지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의 팽창이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브루너， 1973).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라는 말을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적 아

이디어 등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 학자가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한다는 생각과 관

련지어 보면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학자들이 해당 분야를 연구할 때 쓰는 기본 개

념과 원리， 또는 그 학문의 성격을 잘 나타내어 주는 기본 개념과 원랴， 핵심적 아

이디어 등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이홍우， 1985, 58).

그렇다면 지리교육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지리학의 기본 개념

과 원리， 그리고 핵심적 아이디어 당을 찾아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교사가 매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다. 왜냐하면 1시간 단위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는 교사로서는 지리학의

원려나 핵심적인 아이디어륭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갖는 진술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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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간에서 하게 되는 자신의 활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매시간 마다 제공될 수 있

는 핵섬적인 아이디어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 수업시간마다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파악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단지 한두 문장의 진

술로 표현하여 전달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즉각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다시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지식의 기본적인 요소와 그틀간의

관계로 보는 입장에 따라 그 의미를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구조

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의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관련 방식을 파악한다는 것을 말한

다. 구조라고 할 때는 구성요소들의 속성 그 자체보다는 그들간의 관계에 초점이

주어진다(류재명， 1991, 176~ 197).

그렇다면 지리교육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은 지리학을 구성하는

지식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식체계를 이루는지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식요소 혹은 요소지식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들이 서로 연계되어 이론과 논리체계를 이루는데，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요소인 개념 각각을 사전식으로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각 개념들이 어떤 다른 개념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더 기울여

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주요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압

축되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제시

되고 있다. 첫째가 개념이 지칭하는 실례를 명시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이 법칙이라든지 일반화된 명제들의 구성요소로서 그것들을 익히고 사용

하는 것이다. 예시적 방법이 개념과 자연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면， 일반화

된 경험적 명제는 개념들을 상호간에 연관시켜 주고， 각각의 개념을 주어진 언어문

화 체계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로서 포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배리반즈， 1986, 177).

그러나 이들 방법은 논리적 원자론이나 언어그림이론과 같은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세계(사실의 총체)를 묘사하는 하나의 그

림과 같은 것으로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제 세계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의

구조는 실제 세계의 구조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으며， 학문적 지식체계는 요소문

장의 진리함수로서 한 문장의 진위는 요소 문장의 진위만 알면 논리적으로 결정되

며， 그것의 진위는 실제 세계와 일대일로 대응시켜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

다(이명현， 1983, 31-45).

이러한 논리는 지식체계를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요소문장과 개념의 실제세계

와의 일대일 대응관계분석을 통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밀한 지식의 출

발점으로 사용함으로써 확고부동한 지적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논리적 실증주의의

기반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인간의 언어적 진술에서의 의미의



지리수엽의 내용조직 방법에 대한 연구 75

층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논리적 원자론은 <그림 8>과 같이 모든 이론적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적 진술로

환원될 수 있으며， 또 이들 사실적 진술은 구체적인 현상들과 일대일로 대웅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환원론은 앞에서의 비판에서와 같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다. 각 층

들간에는 의미론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진술이 ‘7,1.--, t:-, },1=’ 등의

기호가 모여 ‘가， 각’ 등의 글자를 만들고， 각각의 글자들이 모여 단어를 구성하고，

다시 단어들이 서로 모여 문장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의미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의미를 갖는 진술들을 그 원료인 것으로 모두 환원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의미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여 먹이사슬을 통하여 생물을

이해하고자 할 때 상위계층에 있는 생물의 의미를 하위 계층에 있는 생물로 환원시

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존재의 근거를 삼고 있다고 하여 모든 의미까지

도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메타이론적 진술

이 론 적 진 술

사 실 적 진 술

현 상

〈그림 8> 과학적 진술의 계층관계

이와같아 환원론에는 문제가 있지만， 먹이사슬이라는 개념이 생물세계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듯이 교과서의 진술들을 ‘개념사슬 (concept chain) ’4)로 이해하고 각

진술들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개념나무(concept tree), 마인드랩(mind map) 동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 먹이사슬이라는 개

념을 쉽게 연상할 수 있고，<그림 10>과 같은 요소지식간의 연계구조를 생각하는 데 사슬(chain)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아 개념사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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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개념수업을 강조하면서도 각각의 개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가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개념 각각에 대한 지적 정보를 늘리고 그것을 잊

어버리지 않게 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개념의 이름과 그에 대한

상세한 개별적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이름을 잊어버려도 남는

그 무엇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순상화산， 종상

화산， 칼데라호 등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지식보다는 화산지형의 형성과정을 해석

하고 설명하는 논리체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화산지형이라

는 학습내용에 등장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화산지형의 특징적인 현상 각각에 부

여한 이름에 불과하다. 그 이름 각각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중요하기 보다는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유하여 말하면 소

설을 읽고 해석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 각각의 이름과 여러 각 인불들에 대한 정보

를 사전식으로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서로 어떤 관

계를 맺으면서 주요 사건이 전개되는지， 각 사건에서의 각 인물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지리적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에도

인자(factor)들의 관련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인자에 대한 이름과 그 속

성자료에 대한 정보의 양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절에서 논의한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사의 수업준비과제와 준비절차

현장 학교에서는 몇가지의 교과서 중에서 한 종을 선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교사나 학생에게는 한 종의 교과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

육내용이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단순히 읽어 나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실제 수업시간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야 하고， 또 보충하고 첨가하여야 할 내용을 찾아야 한다.

먼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게 되는 교과서와 그이외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교

사가 수업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학습내용들을 선정해야 한다. 이 파정에서 기존 텍

스트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의 탈락， 첨가， 변형， 대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는데， 그 기준은 수업목표에 따라 정해진다.

학습내용의 선정에서는 주요 개념， 논리， 사례들이 선정되는데， 선정한 후에는 이

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학습에서 제기되는 질문

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수업내용의 조직에 있어서 질문이 무엇인가를 아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어떤 개념과 내용을 선정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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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Dillon， 1988 ; Slater, 1993).

우리는 흔히 문제해결학습이라는 수업형태를 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강의식수업에서

는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교과서에 나

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애를 써서 설명하는 학습내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는 수엽은 어떤 형태의 수업이

든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식은 항상 의문 혹은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지식의 대부분은 궁금해 하는 의

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질문에 대웅하지 않는 진술을

생각하기 힘들다. 모든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하나의 대답이게끔 해준 물음과

관련된다. 우리가 한 텍스트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러한 질문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는 하나의 진술이며，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는 물음-이 때의 물음은 우

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제기한 물음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제기한 불음이다-에

대한 대답이다. 이제 텍스트가 대답하고 있는 바로 그 물음에 의해 텍스트를 이해

하게 되면，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그 텍스트의

배후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텍스트에서는 명

시적으로 언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음을 제기해야 한다. 언표된 것의 배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언표된 것 이외의 영역에까지 나아간다.

우리는 여타의 모든 가능한 대답들을 반드시 포괄하는 물음 지평을 획득하는 한에

서만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려차드 팔머， 1988, 291-292). 그리고 교사가

수업시 하게 되는 언어활동이나 교과서가 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제공할 때만이 이

해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진술에서는 질문이 밖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교사는 교재연구를 하고 수업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이 무엇

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해답이 무엇이며 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에는 교사가 해답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학습자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보도

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교사는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알

아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이를 제시하느냐이다. 질문과 답

변에는 각기 그 수준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질문에도 수준이 다양한

답변이 존재할 수 었다. 즉，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도 상세성이나 정밀성에 있

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걸치

는 통일한 질문이 있으나 그 답변은 상세성과 정밀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

므로 교사는 수업전개를 위한 질문-답변체계를 만들 때 그 수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큰 질문인 경우에는 사고를 체계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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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해 나가기 힘들다.

그리고， 학생의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생

각해 볼 수 있도록 작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세분화해야 하는데 (Landa， 1982;

Breuning, 1978), 이때 질문의 개방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질문

을 계층화해야 한다.<표 1>은 환경문제를 사례로 한 질문의 계층체계를 보여 주

는 것이다. 이와같이 질문을 세분화하고 계층화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표 1> 질문의 계층체계 예

大 ←질문의개방성→ 小

- 환경이란무엇인가?

- 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 /1- 어떤 물질들로 더러워지는개
는영향은? 1/ - 대기오염이란무엇 - 어디에서 이런 물질들이 발생하는개

- 환경문제에는 어떤 종류
인가? -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7꺼

-나타나는현상은?
가있는가?

- 사람이 그 공기를 마시변?

- 오염물질이 히늘을 덮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 현대사회에 와서 환경문 - 비가 오면 공기중 오염물질은 어떻게 되나?

제가 심각하게 부각되 - 산성비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는이유는? - 대기오염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겠는가?

- 환경문제의 특성은 무엇 -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

인가? - 이동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나?

- 왜 환경의 문제가 인간 - 중국의 오염이 서풍이 불면 어디로 오나?

의 문제로부각되는가? -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도인가?

환경문제를해결하는방 -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식은?

-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있는가?

질문의 세분화 정도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학습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계층화는 학습활동의 순서적 배열을

하는 데 지침이 된다. 사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반웅에 따라 질문의 세분화

정도나 그 배열순서， 그리고 학생들의 응답을 평가 · 교정하고 보완설명하는 내용들

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틀은 교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변 수업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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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학습주제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무엇언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질문

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 논리， 자료가 필요한지， 그 개념과 자료를 어떤 논

리에 따라 연계시켜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나 수엽활동을 조직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질문 질문’ 질문” 질문”’

뼈깨 -• 개념’ -• 개념” ---> 개념”’

논리 논리’ 논리” 논리" ,

사실 사실’ 사실” 사실”’

〈그림 9> 요소지식의 매E릭스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질문， 개념， 논리， 사실을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여 하

나씩 검토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질문， 개념， 논리， 사실들은

<그림 9>와 같은 각각의 세트로서 완결되어 해석되고， 다시 다른 세트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렴 10>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의 사슬은 개념들로만 연계될 수 없다. 또한 수업내용은 사실들만으로나 질문

들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개념들을 서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질문이며

이 질문을 해결하는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F

C - Q -

L- L -L-

I I I
C- Q-Q-C-C-Q-

I I I
F F - F-

-C-Q-

L

〈그림 10> 요소지식간의 연계구조

Q: 질문(question)

C: 개념 (concept)

L: 논리 (logic)

F: 사실(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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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교과서의 진술들은 이러한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

다. 단위 문장들이 개념， 논리， 구체적 사실들이 각각 한 세트로 묶여져 진술되어

있지도 않다. 대부분 문제 혹은 질문은 숨겨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예가 빠

져 있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이를 찾아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간의 관련체계속에서 개별의 개념이나 사실， 혹은 논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맥락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지식의 구조속에서 각 요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질문에 대하여 이와같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그것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이론

을 도출， 발견하는 경험만으로 꼭 지식 전체의 체계속에서 맥락적 이해에 효과적으

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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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명료화

학생수준 고려

l 구조화
(진술들간의 관계， 배열)

〈그림 11) 교사의 수업준비절차모형

교사가 하는 수업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논리가 자연스럽게 전

개되어야 한다. 수업에는 소위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는 주요 인자， 혹은

주요 개념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공간현상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서

의 특성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서의 한 이야기도 주요 개념이나

이 개념들간의 관계나 작은 단위 문장들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다.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진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체계성을 이해하는 것

이다. 지식의 체계성을 이해하고 여러가지의 아이디어를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는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야기 할

수 없고， 남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외워서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 녹음기에 불과하



지리수업의 내용조직 방법에 대한 연구 81

게 된다.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3. 구성개념을 통한 구조화 사례

교사가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을 추출한 다음에는

맥락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수엽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기본적인 프레임원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사슬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선정된 개별 개념을 단순히

무작위로 전달할 수는 없으며 앞 절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각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이 가르치는 구체적 현상을 일대일로 대웅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

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학습한 개념적 지식을 사전식으로 정리 • 관리하면서 맥락적

이해 혹은 구조적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

로 개념사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념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출한 주요

개념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

개념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화산지형을 주제로 하는 학습의 예를 뜰어 그 개략

적인 절차와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화산지형에 대하여 교과서를 분석한 예

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5)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 한반도는 안정 지괴를 이루고 있다.

。현재 활화산은 없다.

。 과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지형과 용암대지 둥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 백두산과 한라산은 제371 말에 분출된 점성이 큰 조면암과 제471 초에 분출된 유동성이

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정부는 대개 조면암으로 된 종상화산이며， 산록부는 현무암으로 된

순상화산이다.

。 백두산의 천지는 큰 화구가 함몰하여 생긴 칼데라에 물이 고여 생긴 칼데라 호이다.

。 한라산의 백록담은 규모가 작은 화구호이다.

。 한라산의 한록에는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분포한다.

。 제주도에서는 기생화산을 흔히 ‘오름’이라고 부르고 있다.

。 제주도에는 김녕사굴， 만장굴， 협재굴 동의 용암굴을 비롯하여 현무암으로 구성된 해안

의 수직 절벽 퉁 다양한 화산 지형이 있다.

。 제주도의 다양한 화산지형은 이 곳의 주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울릉도는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종상 화산으로 이중화산의 형태를 갖추고 었다.

。 울릉도 섭의 중앙 북부에는 상하 2단의 칼데라 분지가 있는데， 상단 분지에 있는 알봉은

중앙 화구구이며， 최고봉인 성인봉은 외륜산의 일부이다.

5) 이기석·오홍석·황만익·반용부·김종욱( 1995) . w고둥학교 한국지리~， 서울 : 보진재. pp.51-52에 있는 화산지

형에 대한 문장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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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나리 분지는 지면이 평탄하여 주민의 생활 무대가 되고 었다.

。 용암대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과 만주 일대， 신계 · 곡산 일대， 그리고 철원 ·

평강 · 연천 일대에 분포한다.

。 이 용암대지는 제4기 홀로세에 약한 지각의 구조선을 따라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된 대지이다.

이와같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과로서의 지형에 대한 진술만 있을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진술을 교과

서 순서에 의하여 하나하나 보충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

다.

화산의 형태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화구의 형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화산지형의 토지이용에 관련되는 변인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상정할 수 있고， 화

산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작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

소들의 연계 특성과 작용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각 요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각 요소의 의

미를 전체 체계속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산지형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언급될

수 있는데， 이런 용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모자이크 그

림 맞추기 게임처럼 이런 용어카드를 배치 · 연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분화구， 용암， 정도， 유동성， 가스， 마그마의 광물학적 구성， 화산분출형식， 모양， 순상화산， 종상화

산， 종모양， 방패모양， 현무암， 조면암， 위치， 기후， 식생， 관광지， 제주도， 울릉도， 백두산， 용암대지， 개

마고원， 폭발， 화산재， 분출， 단총선， 열하분출， 기생화산， 측화산， 용암동굴， 이중화산， 화구호， 칼데라

호， 외륜산， 내륜산， 함몰， 경관， 논， 밭， 토지이용， 인간생활， 오름， 백록담， 천지연， 얄봉， 나리분지， 지

하수，용천대，하천발달

학습은 이들 용어들을 단순히 머리라는 창고에 그냥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하지 않

는다. 이미 이런 용어들이 머리속에 다 저장되어 있을 수도 았다. 문제는 이들 용어

를 어떤 논리로 조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논리체계로 만드느냐가 중요

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개념과 이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데 필요한 구성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개념에는 요소개념과 구성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요소개념은 학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용어로서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

이 되는 개념이다. 구성개념이란 이런 요소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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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논리체계로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말한다. 즉， 요소지식들을 서로 얽

어매는 데 필요한 개념이다.<그림 12>에 서 폭발성， 분출횟수， 분화구수， 접도， 위치

외를산

냐릎산

순상화산

〈그림 12> 화산지형에 관련된 개념사슬의 예

등은 구성개념에 속하고 순상화산， 종상화산， 기생화산， 이중화산 등은 요소개념에

속한다. 화산지형이란 주제속에 등장하는 요소개념들이 하나하나 독립해 있으면 오

랫동안 파지하기가 힘을다. 이율은 어떤 방삭으로든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구성개념

은 화산하면 바로 줄줄 이어 나올 수 있도록 요소개념들을 묶어 매는 역할을 한다.

요소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갖는

현상이나 사실에 붙인 기호에 불과한 속성을 가지고 었다. 이 이름을 잃어버려도 눈

앞에서 보는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는 있게 마련이다.

<그림 12>의 개념사슬은 화산의 형태를 분출물의 성질 등과 관련지워 이해하고

자 하는 것으로 ‘순상화산’ 혹은 ‘종상화산’ 등의 용어를 잊어버려도 어떤 조건에 따

라 화산의 형상이 결정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엽내용을 조직하는 데 모형

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사슬은 화산지형을

해석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고찰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실제

의 화산지형을 답사할 때 무엇을 조사관찰하고 그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

는지， 나아가서 그 지형의 형성과정을 어떻게 추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화산의

형태 뿐만 아니라， 화산지형의 토지이용과 인간생활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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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의 세분화와 학습자료의 개발 사례

다음은 도볍을 예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진술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다. 여기서 예를 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메르카토르도볍에서는 대권항로가 곡선으로 나타난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교과서에 진술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이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 그 진술을 강조하여 암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진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선행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인 검토해야 한다. 도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

기 전에 학생들은 이미 많은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러한 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뇌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선행지식중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 내고 이를 연계시

킴으로써 목표문장을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l선행지식 1 원구상의 두지점을 지나는 단면l
은항상원을이룬다.

선행지식 2. 원구상의 두지점 g 지나는 단면
중에서 가장 큰 원은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다.

선행지식 3. 동일한 두 지점 을 지나는 원듣중
에서 원의 크기가 클수록 두 지점간의 호

의 길이가짧아진다.

선행지식 4. 대권은 두 지점간의 최단거리 를 뻔르카토르도법에서는 대권항로가 곡선으로 나타펀
말한다.

본시학습내용 1.지메구르의카토중르심도법은꺼치심힌사도법 I
。로광원은 에 위 한다

본시학습내용 2. 메르카토르도법에서의 투영

면은원통이다.

선행지식 5 원통과 평면이 만나 형성되는 단|
면선은 타원형을 이룬다.

〈그림 13> 진술들간의 연계체계

여기서는 <그림 13>에 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5가지 정도의 선행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은 학생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을 수도 았다.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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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르도법에 대하여 새로 배운 지식들을 이 선행지식과 연결시키면 목표로 하는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그림 13>은 선행지식과 본시학습에서 새로 배

울 학습내용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그림은 건전지를 서로 연결하여 전

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구에 불이 켜

지지 않는 것과 같이 관련진술들을 서로 연계짓지 않으면 목표문장 진술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선행지식을 확인하고 서로 연계시켜도 이해에 도달하지 않

는 학생들에게는 관련되는 선행지식을 더 세분화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질문들을 세분화하여 그러한 선행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근 球의 단변선은 어떤 모양을 이루는가?

원구상에 있는 두 지점을 지나는 단변의 수는 몇 개인가?

두 지점을 지냐는 단면으로 형성된 원들중에서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경우인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경우인가?

두 지점을 지냐는 호의 길이는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짧아지는가 커지는가?

원구상의 두 지점과 원구의 중심이라는 세 지점을 지나는 단면은 몇 개 존재하는가?

대권은 두 지점간의 최단거리를 말하는가?

메르카토르도법에서의 투영면은 어떤 모양인가?

광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원통을 자른 반면선은 어떤 모양인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진술만으로는 그것을 쉽게 이해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적 진술을 잘 보이게(visualization) 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업체적으로 살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

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최소한 <그림 14>와 같은 그래픽 자료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a)는 <그림 13>에서 제시한 선행지식 1과 2를， (b)는 선행지식 3, (c)

는 션행지식 5를 확인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a) (bl (el

〈그림 14> 시각적 자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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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한 문장의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행지식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들간의 관련체계속에서 개별 문장의 진술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진술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그래픽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여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이해는 어느 정도 진술들의 상호관

계속에서 각각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가， 또한 각 진술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

로 보여 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어떻게 개발하여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사

가 수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하고 연구할 과제가 된다.

N. 논의 및 결론

지리교육은 지리교과를 담당한 교사가 진행하는 한 시간 단위의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개별 지리교사가 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한가에 대한 연구없이는 지리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표현하고 조직해

야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사의 수업활동의 본

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지리교사가 수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사가 매 시간마다 하는 수업활동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수엽의 질적 개선을 위

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에게 부과

되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엽은 의사소통의 한 과정으로서 교사에게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진술내용과 텍스트로서의 공간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 교사의 수업활동중에서 기본

적인 것은 여러 가지의 텍스트로부터 학습내용을 선정하여 재구성하는 일이라는 것

이다. 수업내용의 재구성작업을 물리적인 상품을 디자인하고 부속품을 조립하여 생

산하는 것에 비유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서의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 사실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일이 교사에게 부과되

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사전에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먼저 관련 텍스트를 분석하여 수업

시 다루고자 하는 개념， 논리， 사실을 선정한 다음， 이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상세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명료화하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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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계층관계를 밝혀 구체화 · 상세화된 각각의 학습내용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

이다. 수엽의 성패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질문

에 관련된 개념， 논리， 사실 등의 관련체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 지식의 단순한 축적만으로는 이해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교

사는 수업내용이 상호연계되어 일관된 체계를 이루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전체 체계

속에서 개별 개념과 진술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는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 진술상에서 밖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빠져 있는 연계고리를 찾아내어 제시하며， 연결과정에서 논

리적 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세분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교사의 수엽내용조직 방법 개발이나 수업자료의 개발은 바로 논리적 전개과정의 세

분화와 교사 진술의 구체화와 관련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 전개과정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사의 수업내용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구체화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화산지형과 도법에 관한 수엽을 사례로 하여 개념

사슬과 진술들간의 연계체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 자료의 개발 방법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업내용에 따라 개념 · 논리 · 사실들의 종류와 수준， 그리고 그

들간의 계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교사는 학습내

용의 각각에 따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개입될 것이고， 교과교육

의 주요 연구과제도 개별교사의 이러한 연구를 돕는 데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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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Design Method in
Geography Education: Reorganizing Subject

Matter Contents

Ryu, Jae-My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of the instructional design

in geography education. Every school teacher has to organize the subject

matter contents which they plan to teach. But most of teachers do not know

how to structure the contents; what to prepare for the lecture.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procedure of analyzing and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matter in geography.

At first, teachers need to identify key questions and sub-sets of related

questions in order to arrange and plan lessons or learning activities. The

identification of a number of specific questions is necessarγ to provide

guidelines for ordering and selecting the contents. Teachers then have to make

the links between questions and answers clear in the planning. Indeed, the links

which are not made clear hinde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learning

hooks for students to hang new knowledge on. New learning needs to be

related to the ol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incomplete when the

generalized answers are presented to learners alone or in bulk. There can be no

real understanding unless the answers can be directly related to the questions.

The separation of key questions and answers deprives students of a source for

structuring their learning materials and cognitive activities.

Teachers, while preparing how to present the answers, need to identify a

series of questions, concepts, generalizing logics, and related geographical facts ,
and to develop the connection between them. Learning hundreds of geographical

statements is likely to place potentially meaningful materials in danger of being

learned by rote. Students are apt to fail to understand the state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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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texts and content what teachers talk about because they can not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statements in passage. So teachers have to show

the links between statements, and must explain their contexts.

In this study, I develop simple models of the concept chains and the

structure of statements linkage, and a method of making the visual materials

which are necessar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more easily. By using these

models, teachers can design their instructional activities more efficiently and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subject matter.

Keywords: content reorganization, concept chain , structure of statements

linkage, visual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