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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宋

福

勝*

1. 서 론

‘언어 사용 기능의

선장’은 제 1 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유지되어 온

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5차 교육 개정안에 본격적으보 포함시킨데 이어， 1992년에 개정하
여 고시한 바 있는 제 6차 교육 개정안에서도 국어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피-악하고 있다.

Chomsky 의

변형 생성문법

이펀에

의하면，

언어가

외언어 (External

Language) 와 내언어 Onternal Languag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언어는 외

적인 의사 소통 기능을 담당하고 내언어는 인간의 사고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 가설을 받아뜰인다면 ‘언어 사용’에

서의 ‘언어’는 외언어뿐만이

아니라 내언어까지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언어 사용 능력(의사소통 능력)이 조음， 발성만으로 구성되는 것
이 아니며， 발화자의 사고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사고와 발화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란 궁극적으로

내언어 사용 능랙， 즉 언어적 사고력의 선장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서강대 강샤
1) 노명완 (995) ， “국어과 교육파 사고략 선장
도 교육청 편저

사고력음 기르는 국어과 교육，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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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국어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언어적 사고력 신

장에 있음을 파악하고 국어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은 실로 타당하고 적절

한 개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사고력 선장이라는 국어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재발견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

론의 개선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의 국어 교수법을 통해서는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언어적 시-고력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한계 의식에
맞추어 새롭게 호응받기 시작한 원리와 방법론이 곧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과 직접 교수 원리이다. 이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언어 교수

원리는 교육부가 개정， 고시한 6차 교육안에도 반영되어 았으며， 그 대표

적인 방법론이 Pearson 의 Explicit Instruction( 현시적 수엽 모형)에 다소의
수정을 가한 직접 교수 원리(Direct Instruction) 이다. ‘설명하기’， ‘시범보이
기’， ‘질문하기’， ‘활동하기’의 4 단계로 구성되는 직접 교수 원라는 듣기， 읽
기， 쓰기， 말하기의 전 부문에 걸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새롭게 개정된 국어 교과서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및 활용 원리로 재시된 직접 교수 원리 (DI)

의 구성 4 단계 중 네번째 단계인 ‘활동하기’ 단계가 ‘언어 사용 기능의 증
진’이라고 하는 국어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핵섬적 과정이라고 파

악한다 직접 교수 원리에 따콘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과 언어적 사고
력 향상이라는 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직접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

성되는 ‘활동하기’ 단계가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효
과와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중섬의 교수←학습 방법으포서의 직접 교수 원리 증 ‘활동하기’ 딘
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서에 ‘활동하기’ 단계로 할애되어 있는 과정이나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학습 효과릅 얻기 위해서는， 이뜰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꺼자 한다. 그리고 활성화된 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단계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제안한다. ‘활동하기’ 단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학습사의 환돔’옥 증심으포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조식될 때，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방법론의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고 하는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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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실현과 이를 통한

교육의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 2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학습 원리로서
의 직접 교수 원리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직접 교수 원

리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교과서에

대해서도 그 구성적 특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원리와 교과서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
펴보고， 3장에서는 ‘과제

해결적

접끈 방법 (Task

Based

Approach)’에서

제시하는 과제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 중， ‘활동 (activities) ’ 요인을 중점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활동하기’ 단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
는 교수-학습 전략과 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시도할 것여다. 그라고 ‘활동하기’ 단계의

보다 활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teacher' s role) 이 매우 중요함도 아울러 강조할 것이다.

2.

직접 교수 원리와 교과서의 구성적 특정

2. 1 직접 교수 원리의 구성적 특징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애서는 학생들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직접 교수 원리(Direct Instruction) 를 제안하고 있다. 직접 교수
원리는 교사가 제시하는 해당 학습 과제를

학습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어 사용 능력을 선장시킨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구
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교수 원리

가. 설명하기

: 주어진 학습 목표 또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또는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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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학습 과제롤 성취하는 데

필요한 서고의 과정

울 구체적으로 단순한 예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시범울 보여 주거나
모형을 제시한다.
다. 질문하기

. 설명한 내용 및 시범 보인 내용율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시

키기 위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원리，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 단계벌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율 한다.
라. 활동하기

및

: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리를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이미

학습한 지식

따라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

는 활동울 한다-

노명완 (995) 에서는 직접 교수 원리의 구성적 특성을， 단계적 문제 해

결과정， 전략 지도의 명시성， 정답의 교정이 아년 전략의 교정， 학생 중심
활동， 다양한 예， 충분한 연습량 등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교수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학습 활동의 주체가 전이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조남익

1995).

(2) 학습 활동의 전이 양상
•

전적으로 교사의 활동

전적으로 학생의 활동 •

설명하기 단겨II 시범보이기 단계

활동하기 단계

*모든 단계는 앞 단계와 관련을 맺으며 송환작용을 함

(2) 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교사가 학습 활동의 주체이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습 활동이 학생에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그래서 마

‘학습자의 후}농’흘 중심으로 한 교파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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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인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습 활동의 주체가 되어 실제
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

가 성공적일수록，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고 하는 국어 교육
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의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접 교수 원리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학습은 직접 교수 원리가 지
니는 구성적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과 관련된 다른 특성으로， 학생이 교사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 EL 방성’을 들 수 있다. 1 단계와 2 단
계를 거쳐 교사는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해 3 단계
인 ‘질문하기’ 과정을 통하여 학생둘이 학습 목표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학생들이 교사의 활동을 再演해 보는 것이다. 그래
서

마지막 단계인

학생들의

‘활동하기’ 과정은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모방성이 직접 교수 원리가 지
니는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모방은 교사의 시범 행위만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복
사(copy) 하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직접 교수 원리는，

이전 단계에

제시되었던

학습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응 모방

행위를 통하여 ‘自己化’ 하거나 또는 ‘內面化’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래서 학생들의 모땅은 소위 ‘원숭이의 인간 흉내내기’와는 전혀 다른 ‘의
식적이고 의미

있는’ 행위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모방하기

전에 질문하기 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이에 대

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모방에 대한 내적 동기를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
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단순한 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의 자기화(또는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모방의
수단과 재료는 언어이며， 모방의 내용은 언어 사용과 그 방법어 될 것이
므로， 학생들은 이라한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언어 사용 능력파 함께 사

고력이 신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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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교수 원리의 마지악 특성으로 단계적 구성이라는 정윤 뜰 수 있

다. 기존의 수엽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과
제 (task) 를

제시하거나

함으포써

시범보이기

단계나

질문하기

전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이 처l 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했다

단계

등

그러나 직접 교

수 원리는 교사의 ‘설명-시범( 짙문)’ 과정을 충실하게 구비함으로써

학

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직접 교수 원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직접 교수 원리의 특성
가. 학생 중심 교수 학습
나. 모방적 교수 학습
다. 단계적 교수 학습

(3) 의 특성을 포함하는 직접 교수 원리
기존의 교수 학습 방볍에

비하여， 학습의

(l)은 매우 가치
결정적인

있는 것이며，

역할을 학생 스스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이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단계별보 독립적인 특성과 목표
를 지니고 있는 직접 교수 원리를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과 관련지

어 살펴보면， 직접 교수 원리의 4 단계가 각각 동일한 비중과 가치를 지
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 교수 원리가 내포하는 의도와 교육적

가치가 최대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섣명하기， 시범보이기， 질문하기 등의
초기 3 단계 파정보다도

마지막 단계인 제 4단계 ‘학생들의 활동하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학생들
의

언어적 사고릭

신장은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거나 짙문을 하거나

하는 과정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그 의띠 있는 행위룰 수행 (perfonn)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포 달성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활농’음 중심 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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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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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야말로 직접 교수

원리의 성공적 수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뜰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앞의 세 단
계를 적젤히 조정하여 활동하기 단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하기 단계는 그 수행 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의미
있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룩 체계적으로 조직될 것이 요구펀다.
그러나 직접 교수 원리는 ‘활동하기’ 단계에 대하여 이러한 조직화， 체
계화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학생들의 활
동 내용이나 목표와 관련된 과제 (task)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체
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

활동하기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필요성을 디음의 가상적 상황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교사는 첫 단계에사 학습 목표와 판련지어 설명한
다. 그려고 그림 속의 사과를 빨간 색으로 칠하는 시범을 보여 준 후 질

문하기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활동 과제로 바나나가 제시되
었다. 학생들은 바나나의 색을 무난하게 칠해 낼 것이다. 이 첫번째 과제
는 무난하게 수행되었으며， 교수 학습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헬리좁터가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바나나가

제시되었을 때와는 달리 학생플은 당황하게 펠 것이다.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 색칠하기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제

시된 과재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교수 원

리의 활동하기 단계에서， 학생둡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체계적으로 조직되
지 못한 채， 학습자 중심이라는 원리에 따라 학생뜰의 ‘활동’만을 강조한
다면， 그 활동은 직접 교수 원리가 의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언어 사용 능력의 증진과 언어적 사고력 향상이라

는 국어 교육의 목표마저도 그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생 활동의 과제
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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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2.2 교과서의 구성적 특징
교과서는 교육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재이다. 교사는 교

과서를 중심으로 시 간표 (syllabus) 를 설계 (design) 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
서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이에 부합되는 학습 자료와 효과적

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 내용， 방법， 동기 유발， 연습， 평

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한 책자라고 할 수 있다.(서견자

1993,

정준

섭 1994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국어과의 교과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
시된 교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교과

목별 구성체제에 따라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균어파 교육과정이 국어과
교육에 대한 얼반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목표를 제시한 교육 내용이라 한

다면， 국어과의 교과서는 교실에서 학생플이 학습할 구체적인 국어과 교
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정준섭

1994 : 90)

교육부는 6차 교육과정안에 맞추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새롭게 펀
찬하였다. 이 교과서의

특정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이를 위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찾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며， 공부 결과탈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율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식 자체의 암기보다는 그 지식의 환용파 발전을 위한 기본 능력을 함
양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의 면띤을 구체적으로 알펴보면， 본래

의 저l 작 의또플 효과적으로 구현시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2) 이

2)

섣제로 개정된 국어 교과서에 대해 잊선 교사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객

하고 있다- 먼서， “학습자 증심의 교수 학습 원리에 지나치게 지중한 나머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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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새로운 교과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미비점을 학생들의 직접 활동 부
분으로 주어진 소단원과 소탄원에 따른 학습활동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로 하자.

‘활동하기’의 구성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단
원의 제재 본문을 학생틀이 스스로 읽는 과정과 읽고 난 후 ‘학습활동’으
로 제시되아 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3)

(4)

[-활현견니

ii= 톤달될호낸그

개

l___{~콸표:홀:둡그

나)

4

먼저 (4 가)의 ‘소단원 읽기’ 과정과 관련된 학습할 원리 및 시범보이기

에 대해서 살펴봐기로 하자 ‘학습할 원리’에는 학생들이 제재 본문을 읽
을 때 지침이 되는 방법콘이 제시되어 있다. 1 단원의 경우에 읽기에 대한

방법으로， ‘학습한 원리’에서는 ‘대화하면서 읽기’라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
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접끈

i'} 성’ (top-down process) 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과정’ (bottom-up process) 이라는 읽지

방법과 비교할 때 보다 원리

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하듯이 읽기’라는 원리만으로는， 학생뜰이 제재 본문플 읽어

가는 데 있어서 동기 유발의 효과가 미약할 뿐더라， 과제 (task) 보사의 적절

자뜰 개개연의 지적 수줍이나 정혐의 디양성음 고 i꾀하지 않고 획일석언 기준음 석
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의

표현으로 설제 Jι 섣 수입에

세제변에서

‘학습합 원리’의

애매하고도 포팔적인

접난하시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통합적 언이 교육익

지나친 강조로 인해， 섣제 소만원 니} 용과 쓰기， 둔기， 말하기와의 유기적 판펀성이
없이 무랴하게 연계펴아

있다

또 소단원에 선정된 저l 재가 부석합하다”는 접 등이

다 (’96年度 l 學期 }I벼天太學校 敎育大學院 기말 리포트에서 放쫓， 인용)

3) 불론 대만원으로

「성뇌어 있는 ‘벨하기， 듣기’와 ‘쓰기’ 부문도 역시 학생뜰의 환농

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본고 21 주세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말하기 · 닫기’와
‘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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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능률과 효과가 의심스럽다. 학
생들에게는 단순히 ‘(대화하듯이)읽는 것’만으로는 학생 활동의 동기와 과

제로서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읽는 과정
중에서 필자 또는 저자와의 대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학생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행 (performance) 과제가 제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학습목표’ 또는 ‘학습할 원랴’와 상관성 이 있는 파제

(task) 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학습활동’딴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문제 (question) 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별하여， 읽는 파정 중에 해결하도
록 하는 과제 (task) 로 재구성하여 저l 시하는 것과 감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소단원 을 학생듭이 자율석으로 읽윤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읽기 활동’에 덧붙여， 학생달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체계
적인 과제 (task) 가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일라두기>에 제시펀 세재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5) 학습할 내용 및 제재(교과서 ‘일러두기’)
제재나 내용은 학습할 원리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글을 골라 체계를 잡아
제곰하였다. 자율 학습을 하면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해설을 곁들였다. 제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상을 제재의 하

단에 ‘참고’로 실었다. 제재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와 연
관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의 성격을 딴다.

(5) 에 제시된 끌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저l 재는 특정 목적을 위한 훈련용 (trainin당 object)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이 교과서의 제재릎 학습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제제를 통해 읽
는 훈련을 하여 ‘어떤 능력’을 선장시킨다는 의 11] 쿄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곧 국어 사용 능력일 것이며 더 나아가 언어적 사고력의 신장
을 의미한다.

두번째 특징으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학습자의 환돔’음 증싱으로 한 교파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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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스스로 본문을 읽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교수 학습

방식이 교사 중심으로 지식의

전달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반성에 근

거를 둔 것으로， 학생등의 자율적인 학습을 통하여 실제의 읽는 능력을
함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의 특정을 종합하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범적연 제재를 학

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언어 사용 능락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 가 의도하는 목표와 방법의 타당성과 참신함에도 불구하
고 (5)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화하듯이 읽기’는 앞에서 언납
한 바 있듯이

가본적인 원리이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제

시되기에는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봇하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문
제를 발견하기’ 파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제 내용이 모호하다. 학생

들에게는 ‘문제를 발견하라’는 주문과 함께 ‘어떤 문제플 어떻게 발견하는

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학생뜰에게는 ‘문제를 발견

하라’보다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와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앞

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직접 교수 원라 (DI) 의 특정 중의 하나가 바로 모

방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기
울여져 있지 않고， 교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둘째로 ‘자율 학습’에 대한 것이다. 개정된 교과서가 강조하는 ‘자율 학
습’의 배경에는，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학습 주체인 학생의 역
할이라는 인식을 근저에 두고 있다. 이 자융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효과

가 검증펀 것인지 의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제재를 얽어 냐가는

방법이 자율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한지도 역시 의섬스렵다. 또 ‘자율 학

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학습 방법인지

한계가 모호하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학생 개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형태인지 또는
교사의 도움이 최소한으로 제한된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인지 그 개념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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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학습 효과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실세 학습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독립적얀 학습에만 수엽 운

영을 맡겨 둔다면， 주어진 제재를 빠르게 읽는 학생과 더디게 읽는 학생
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른 학생과 평균
보다 느린 학생플은 학습 능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현설화룹 위해서는， 평균 45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대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역시 교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 (teacher ’ s role)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였다. 앞에서 든 두 가지 문제점이 교사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

고 있는데도 실제로 교사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자율 학습은
교사의 지도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학

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사에 의한 수엽
각 단계의 치밀한 조직， 교사의 수업 운영 방삭， 학생둡이 활동할 때 교
사의 역할 등에 의해 그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볍이라고 해서， 학생 활동이 교사가 교실을

운영하는 의도와 그 범위를 벗어난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4)- 나)의 ‘학습 활몽’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먼저 ‘학습 활동’에

대한 교과서의 지시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6)

학습 활동과 도움말

학습 활동은 이 책에서 중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학습할 내용과
제재를 스스로 공부한 다음
활동으로 조직하여

학생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주로 문제

학습

형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늠 자율

학습의 기본적 성격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 과정을 도와 주기 위해

학습 활동을 위한 도움말을 덧붙였다.

‘학습자의 한농’음 증심으포 한 교파 운용에 대하여

학생의

자율 학습과 선생님의

보완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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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필요한 부분이다.(고둥학

교 국어 (상)의 일러두기)

(6) 은 학습 활동과 도움말에 대해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지시문이다. 학

습 활동에 대하여 이 지시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
로 하자. 첫째로 학습 활동은 교과서의 구성 중에서 가장 중접적으로 다루어

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제재를 학생들이 읽고 그 읽은 결과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형식적인 변에서， 학습 활동
이 문제 (question) 를 해결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습 활동
과정은 학생들이 제재를 읽는 과정 중에 스스로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 있으
며 교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였다. 위의 특정들을 간단히 말

하자면 제재 본문을 학생들 스스로 얽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학습 활동 단계의 이라한 특징은 그 내부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지나치게 깅조하다 보면， 학교 교실에셔의 학습 과
정이 도서관에서의 개인학습과 차별성이 없게 된다. 학교에서의 학습 활
동은， 그것의 형식이 학습자 중심이든지 또는 교수자 중심이든지， 교사외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어야 한다. 그런데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만을 강조하여 교사의 역할을 축소시킨 결과 교실의 운영이 도서관의 운
영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러한 학습 방볍이 지니는 학습 효과는 때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실이 운영되어
그 효과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위험이 있다.
둘째는， 개인 학습을 강조한 나머지， 과제 (task) 의 구성 형식이나 내용
을 무시한 채 학습 활동을 문제 풀기 (answering question) 중심으로 구성
했다는‘ 점이다. 제재 본문쓸 얽는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이 학생
들의 개별적인 자융 학습만으또 이루어진다고 해서

::2

학습 효파가 극대

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율 학습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울 뿐더라， 또한 문제플 푸는 것만이 자율 학습을 가장 잘 보장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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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도 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 .... 우선 ‘활동’에 대한 안내 자료나 예시문 방법의 제시 등이 전혀 소개되
지 않고 있다. 이롬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공부할 문제’와 크게 다롤 바 없다

..... (중략) ...... ‘학습 활동’이라면 학생둘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의 주
요 활동인데 그 ‘활동’이 단지 ‘공부할 문제’ 풀이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다면 과
거 혼자서 공부하던 고학생둘이 풀던 ‘강의록’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
가? .. "(順天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科 기말 리포트에서 발춰 1. 인용)

둘째로， 학습 활동도 학생 각각의 개인차와 학교들 사이의 격차를 수용

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가 不備
되었다는 것은 교수 학습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흘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
에게 실제로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접 교수 원리(D1)와 새로이 개정펀 교과서에서 주

로 학생플의 활동하기에 집중하여 그 특징파 문제점플 살펴보았다. 이상
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갇다.

(7) 가. 직접 교수 원리(미)는 ‘활동하기’ 단계에서 학생율에게 제시되는 과
제의 구성 요건과 형식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나. ‘학습할 원리’가 추상적이고 원리적이어서， 실제 수업시간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조직，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자율 학습으로 인해， 학생둘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전략이 이루
어지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라. 제시된 학습 활동 문제 (question) 만으로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활

발한 학습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

마. ‘활동하기’에서 교사의

역할이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습자의 할판’올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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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과제 (task) 의 구성 원리를 소

홀히 한 채， 지나치게 ‘학습자 중심’ 원리를 강조한 결과로 보인다. ‘학습
자 중심’의 교수 학습 원리란， 단순히
떠

넘긴다고 해서

성 립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많은 부분을

결코 아니다. 학습의 양이

학생들에게

많이 양도될수록，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활발해침수록， 교사는 더욱 분주
해야 하며 교실 전체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의 교수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수업 방식보다 훨씬 더
제시된 여러

역할은 그 이전의

전통적

적극적일 것이 요구된다， 이제 다음에는 (7)에서

문제점틀을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과제 (task) 구성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이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학습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삼펴보기로 한다.

3.
3. 1

‘활동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전략

과저I (task) 의 개념과 구성 요인

의사소통식 언어 교육 방법에서는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언어 능력 신장
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법이 병합 (merge) 될 것을 제안한다. 그래
서 시간표 (syllabus) 는 교육의 수단(방볍， means) 이며 목-표 (ends) 로 받아들

여 진다 .(Nunan 1989 : 13) 여기서 언급하는 목표란 목표 언어를 통하여 타
인과 대화를 나꽁 수 있는 능략을 갖춘 개인을 의미하고， 방법이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실에서의 활동(c1assroom activities) 이다. 그라고
학생뜰이 교실에서 겪는 학습 경험이나 활동이 과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과제는 복표를 염두에 둔 학습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과제는 학습자가 일정한 학습 환경에서 수행하는 활동 (activity) 의 내용

이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다. 과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
해가 있지만， Nunan(989) 은 다음파 같이 과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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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producing ),

목표

Vo l. 3)

언어(target language)에서，

또는 상호 작용(i nteracting) 에서

독해 (comprehending) , 출력

학습자롤 포함하는 의미-초점화

된 (meaning-!ocused) 작업의 하나이며， 과제들은 목표， 입력 자료， 활동， (교
실의)배치， 역할 등과 관련되어 분석되거나 범주화된다/’4)

과제에 대한 Nunan의 정의를 살펴보면

과제의 구성 요인과 과제의 성

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5) 먼저 과제는 언이 사용의

전 부문 즉， 독해

(이는 읽기를 포함한다)， 출력(이는 쓰기룹 포함한다)， 그리고 상호 작용
(이는 듣기나 말하기를 의미한다)에 두루 적용된다. 둘째로， 과제는 학습
자 중심의

개념으로， 의미-초점화된

작업(언어 사용)이어야 한다. 의미

초점화된 작업이란 교육학적 의도와 의의를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과제의 구성 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과제는 목표，
입력 자료， 활동， 배치，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등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다. Nunan은 그 구성 요소를 다읍과 같이 제시 한다.

(8)

과제 。| 구성 요인

[그i렐;그 、

[그멕느] •
「굽퍼굶l)'

.,,[

Teacher

rol권

←단earner

TASKS

role

I

κ 많5폐

4) "... …let us say that the task is a piece of meaning-focused work involving
learners in comprehending , pnxlucing anψor interacting in the target language,
and that tasks are analysed or categorised according to their go머 s ， input data,
activities , settings and roles."(Nunan 1989 : 11)
5)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 는 L2 교육(외국어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언이를 맡깐다. 국어

lll. 육은 Ll교육(모국어 교육)이므로 적

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목표 언어의 개념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
서 과제 (task) 의 개념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L2 교육에서나 쪽넓게 사용띈 수 있는 증요한 개납이디.

과제 (taskl 는 Ll교육이나

‘학습자의 활농’올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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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구성할 때는 위의 6가지 요소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의 초점이 ‘활동하기’ 단계의 체계화와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학습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
단하므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사의 활동은 크게 수업 이전 활동， 수업 중의 활동， 그리고 수엽
이후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수업 이후의 활동은 평가와 feedback에 필요한

새로운 수엽의 구성으로 이루어 짙 것이다 그라고 수업 이 전의 활동은 본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때는 교사가 과제플 설계 (task design) 하는
시간이며， 학생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둡을 순비하는 시간이다.
교사의 교수 활동 시간 중 대부분이 수엽 이전의 시간에 할애될 만큼 중요
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 교사는 위의 6가지 요소둡을 고려하
여 과제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과세를 섣계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 개별화 Gndividu띠ization) 전략이다. 파제 섣계와 교실의 배치 (setting) 애
서 누구와 누구를 소그룹으로 만뜰어 줄 것인가를 숙고하고， 학생뜰의 과제
해결 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다른 푸과세 (sub--task) 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
은 수엽이 진행될 각 교실 구성원의 특성윤 충분히 파악해야만 비로소 가
능하다6)

과제 해결적 접근 방법의 성공 여부는 실제 수업 시간 이전에 교사의
준비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에서 학생될은 과제
룹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제는 교사에 의해샤 설계
되고 조작된 내용에

따라 전개된다. 과제에 대해 교사의 설계와 조작이

치밀할수록， 교실 내에서의 예기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도， 학습 목표에서

6)

이와 같은 요구는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 올 때， 무리한 주분이 원 수 있다. 그러나

잊부의 초인 교사둡윤 제외하고는， 교유 현정의 교사둡은 나람대로 각 교실의 수엽
적응랙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제 해견익 진척이 빠르
고 늦는 학생群에

대해서는 대처U，ζ 예측 가능하다

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함 때

섣제로 itl 싣에 대해 과제 해결

대략석이나마 이퍼한 븐성의 파악은 각 교싣의 수

업 전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룹 예측한 수 있는 난거가 되가 때문에， 設置
者 (facilitator) 또는 助力者 (helper) 로서 의
있다.

교사의

역 할에

식 지 않은 도움음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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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고 학습 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8)은 수엽 시간 중에 수행되는 교사의 역할을 포함한다. 수엽 시간 종
교사의

역할은 설계된 과제륜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배치 (setting) 나 또

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지시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교사에
의해 제시된 과제틀 학생들이 개인 활동(jndividu외 work) 이나 또는 소그

룹 활동， 또는 전체 그룹 활동으보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이 이와 같은 교실의 배치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둡의 활동이 교사가 과제를 섣계할 때 의도
했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학생륜의 활

동을 도와주고 (hellX'r 로서의 역할)， 희생탑의

학습 활동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monitor로서의

활동을 모니터하는 것파 학

생들의

역합).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 주는 깃은 원활하고 효과석인 수엽

지켜

진행을 위한 교

사의 펼수적인 역할이다.
학생들의 활동을 포니터하고 도와 주는 것은， 교사가 각 개인 활동이나

또는 소그룹 활동의 진행 상황을 파악한으로써

학생들의 활동이 적절한

속도와 내용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이 과정

을 통하여， 수엄 이전의 준비 시간에 계획했던 개별화 전략이 실제로 적
용되도록 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이 평균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둡플
도와 주어 적정한 상취달 유지하도룩 할 수 있다. 또한 진행 상황이 평균

속도보다 빠른 학생둡에게는 1끼리 준비해 두었던 하위 과제 (sub-task) 콸
제시함으로써， 과제 달성 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과제로부터 이탈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교사의 이와 같은 오니터 역할과 조력자 역할이 적극
적으로 발휘됨수록 교실의

학습 전개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찰

것으로 판단펀다.

과제의 제시와 관련펀 교사의 역할 중 간파되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교사의

지시 (instruction) 의

영료함과 등급화권

서에 맞추어 저l 시하는 것이다

과제 (graded task) 플 순

학생달의 파세 수행애 필요한 교사의 지

시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해야 한다. 특히， 소그판 활동을 구성하였을 때，

‘학습샤의 환농’를 줍싱으보 한 Jι 과 운용에 대하여

또한 각 소그둡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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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각각 구별될 때， 교사

의 지시는 볼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길어짚 수 있다. 교사의 ;<1 시가 길어
지변 걸어잘수록， 과제 수행의 주체인 학생들의 주의는 집중되지

않으

며， 학생들의 활꽁하기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각 그룹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줄 때， 구두 지시 (oral instruction) 로 교실을 이끌어 가는
방법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시를 줄 때는 구두 지시

외에도

각각 다른 그림을 각 그룹에게 나누어 주거나， 준비한 소도구플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지시뜰 기록한 지시문을 만들어 그룹에게 배포할 수
도 있다

또는 각 그룹의 대표를 지목하여

그 대표에게 그림이나 소도

구를 나누어 주면서 구두 지시를 곁들일 수도 있다. 교사가 수업을 준
비하는 시간에는 이와 감은 지시의 방법윤 선정하는 작업까지도 포함되
어야 한다.
한 수업 시간이 하나의 과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개 이상

의 과제를 펼요로 하기도 한다. 이때 각 과제와 과제 사이에는 학습 목표
나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아야 한다. 복수 과제를 구성할 때에는
이와 같은 긴밀성 뿐만 아니라 과제들 사이의 난이도도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2장에서 든 색칠하기와 갇은 극단적인 예를 볼 때， 외형적으로
는 색칠하기라는 동일한 과제 수행에 포함될 수 있지만， 수박과 헬리몹터

는 좁힐 수 없는 매우 큰 간격이 있다.

Nunan (l 989 : 00-117) 에서는

과제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로， 과제의 구성

요인과 관련된 입 력(i nput) ， 활동 (activities) ， 학습자 요인 (]earner factor) 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과제 입력 (task input) 에서 어려움을 야기시
키는 것으로는 text의 복잡성， 보충자료 (support) 의 양， text의 유형과 정르
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보충 자료는 앞에서 언급했던 지시(j nstruction) 와

관련성이 있다. 과제가 어려울 때

지시와 관련된， 또쓴 과제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 자료의 양 01 충분히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량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text 의 유형에 대해서도 기

술 (description) 과 토론 (discussion) 의 난이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국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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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논의되고 있는 화제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 (schema) 의 정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와 같은 배 경 지 식 (background knowledge) 의 중요성 에 대 해 서 는 난
이도 결정의 두번째 요소인 학습자 요인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

과제의 난여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인 활동 요인 (activity factor) 에 대
해서 Prabhu 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과제의 난이성을 결정할 때，
첫째로 제공된 정보의 양과 유형， 둘째， 다양한 인지적 활동(연역이나 추
론 등)， 셋째， 요구되는 정확성의 정도， 넷째， (과세 수행에)주어지는 제약
에

대한

다 .(Nunan

친숙도，

다섯째，

(연구

대상의)추상성의

정도

등을

뜰고

있

1989 : 110) 이상의 요인들은 L1 교육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가 과제를 섣계할 때， 그리고 학생뜰에게 교사
에 의해 과제가 제시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둡이다.
이상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엄 이전 시깐， 수엽 중의 시간， 수업 이후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수업 이전 파정은 주로 파제 설계 단계가
될 것이며 이때 교사는 과제를 설계함에 있어 개별화 전략과 과제의 등
급화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 중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주로 모니터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제는 활동 (activity) 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제재 본문의 읽기가 중심
이 되는 소단원 학습에서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기술 습득이

나 기술 사용에 따른 활동보다는 오히려
성하는 것이

활동의 유형에 따라 활동을 구

읽기를 중심으로 한 ‘활동하기’ 단계의

로 판단된다. 첫째로 정보 결함 활동 Onformation
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gap

전개에

유리할 것으

activit)에다. 이것

또는 한 장소로부터 또 다른 장소

로 주어진 정보의 이동을 포함한다. 가령， 한 조의 각각의 구성원은 전체
정보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방식은 쓰기， 말하기 등의 활동에서 적절히 구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읽기 수업에서도 쓰기， 말하기， 듣기의 활동을 벨

‘학습자의 환동’블 증심으로 한 」ι 과 운용에 대하여

어 전개할 수도 있는 만픔， 전체적인 언어 (whole
된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논리

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추리의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다

language) 기능이 동원

결 함 활동 (reasoning

과정

gap

또는 관계나 유형의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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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에서

인지를 통하여

제한된 조건 아래서

주어진 목적

의 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의 과정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다. 또한 의견 차이 활동 (opinion
상황에 대한 반웅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도

gap activity) 에서는 주어진
감정 또는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고 정체화(identifying) 하는 활동이다. 간단한 예로， 불완전한 이야
기를 완성하는 것이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
상

참여하는 것이다. (이

Nunan 1989 : 66)
이러한 활동 유형은 읽기 제재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단원의 ‘활

동하기’ 단계에도 적절히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3.2장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하기 유형의 적용을 똥하여
친 강조로 딸미 암아 교사의

자율학습에 대한 지나

역 할을 수업 으로부터 소외 시 킨다거 나， 또는

활성화된 교설 구성을 외면한 채 교실을 자칫 도서실화하는 불합리를 제
거할 수 있을 뿐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
효과를 提高할 수 었다는 복합적인 장점을 지닌다.

3.2

‘활동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전략

지금까지 본고의 논의 과정 중， 직접 교수 원리의 구성의 특정을 살펴
보는 과정에셔， 그리고 교과서의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띠 언급한
바 있듯이， ‘활동하기’는 직접 교수 원리와 개정된 국어 교과서가 채택하
고 있는 교육 원러 중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 10 시간 중 5시간 내외가 ‘활동하기’ 단제에 할애되어
아도 충분히

있는 것을 보

집작할 수 있다. 이 ‘환동하기’ 단계를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 원리가 구현될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를 통해， 기존의 지
식 전달 열변도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언어를 통한 사고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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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과의 특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제 교과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제재릎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체
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읽기 제재를 보기로 하자. 교과서의 운
영 방침에 맞추어 소단원의 읽기 제재를 학생뜰이 읽어가는 과정과 제재
를 읽은 후의 ‘학습 활동’란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구분하
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섬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시범， 설명， 질문

하기 등의 과정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질푼하기， 활동하기 등은 대만원 구성에만 적용되

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소단원 구성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학생
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 l 단원에 제시된 “독서와 인생”플 보자. 이 끌은 전체 26개의 단
락(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급의

학생 구성

인원을 약 50 명으로

가정한다. 과제 (task) 는 각 단락의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는 것이다. 교
실의 진행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활동

1. (시범)

교사가 맨 처음의 단락을 읽고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서 세시한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핵심어가 되는지

를 설명한다-

2.

(시범) - 두번째 만락을 교사가 읽고 핵섬어를 제시한다. 학생
뜰에게 해섬 문장을 찾게 하거나 구성하게 한다.

3. (지시) - Gnstruction) 학생둡을 소그룹으로 구성하고， 각 조별
로 2-3 개의

단락윷 지정해

문장을 찾도록 한다

• •

준 다음， 핵심어와 핵심

‘학습자의 활풍’을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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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활동) 각 그룹의 학생뜰은 개별 활동 Gndividual work)올
통해 주어진 2-3개 단락의 핵심어와 핵심 문장올 찾는다.

2. (소그룹 활동) 개별 활동의 결과를 조별로 토의를 거쳐 종합한
다. 그래서 가장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핵섬어와 핵심 문장을
선택하거나 구성하도록 한다.

3. (소그룹 반표) 각 조별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타조의 발표를
듣는 동안 각 학생은 각 조별， 단락별로 발표되는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교과서 또는 노트에 기록한다‘

4.

(개별활동) 발표가 끝난 후， 학생블 각자가 기록한 타조의

표 내용을 감토하며 본문을 윈게 한다

발

(타조의 발표 내용이

본문의 내용파 일지하는지 비판적으로 읽도록 지시를 준다.)

• •

니쿄사-학생 활동

학생는은 자신이 염은 경파와 타조의 반표 내용파 다펀 부j

l

분이

|

통해 포콘을 유도한다

있으면， 피사의 진행으로， 학생뜰간의

짚문과 대답을|

학습 활동의 문제 풀기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활
동하기를 조직할 수 있다.

고둥학교 개정 국어 교과서(상) (P. 11) 에 제시되어 있는 }-5까지의 문

제를 보자. 1 번과 같이 포팔적인 섣문은， 서1 -^H 본문윤 읽고 난 후에 진행
되는 2, 3, 4번의 문제들과는 달리， 학생둡의 상상력과 배경 지식에 의존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개인차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이다 따라서 학생들끼리의 토론이 중심을 이루는 소그룹 토의보다는， 교
사가 주도하는 전체 그룹 토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학생들의 활동하기는 주로

2, :-3,

4번의 문세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다. 이 과정 은 짝 활동 (pair work)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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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에게 짝 활동 (pair work) 에 대한 지시 Gnstruction)를 준다

2. (개별 활동) 짝이 된 두 학생 중 한 학생에게 2, 3, 4 번의 문제들을 반씩
나누어 준다 그리고 개별 활동올 통하여， 제재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문
제의 답을 찾아 내도록 한다

3. (학 활동) 개별 활동이 끝난 후， 각자 찾은 답을 자기 짝에게 가르쳐 주
도록 한다. (교과서의 본 단원에 수폭된 문제는 주로 ‘사실적 이해’에 해

당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구두 활동 (oral activity)보다는 쓰기

활동

(writing activity) 이 좋다 말하기 활동은 자칫하면 설명이 장황하게 되
어 요점이 흐려지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얼버무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쓰기 활동은

전달자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전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러나기

때문이다

무엇인지를

문셰익 답이 틀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

쓰기릎 통한 전달 활동은 말하기플 통한 전딜 활동보

다 학생플 사이의 활발한 질의 환통올 불러일으킬 수 있다 )

4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피전달 학생은 전달받은 답을 교실에서， 개별 활
동이나 선달 학생과의 질의 웅답 활동올 통해， 확인하거나 ji!.정하는 것
이 좋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달 받은 답을 확인해 오도콕 숙제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 (숙제로 제시된다면， 다음 시간에 꼬샤의 주도하에

답을 확인， 점검하는 시간이 반E 시 마련되어야 한다.l

이와 같이 소단원을 읽는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

제시된 학습 문제의

답을 구하는 활동을 개별 활동， 소그룹 활동， 소그룹 발표 활동으로 조직

하여 전개한다면， 학생들에게 개별적 탐구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일부 학생둡의 수
업에 대한 방관적 자세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그룹간의 토의와 그룹 내
개인간의 토의를 통해 그룹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명시된 교사의 역할에 따라 수업이 학생 활동 중섬으로 전개될 수 있

‘학습자의 할농’을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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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안내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

됨으로써， 교사를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교실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다른 예로 교과서 5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문학의 유형” 중 “지당

에 비 뿌리고라는 시조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는 “문학 작품의 유형상의 특성과 그 넘나뚫을 이해한다

의 특생에 따라 이해의 방식윤 달리하며 감상한다

그리고 유형상

등으로 제시되어 있

다. 그리고 시조는 제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위에서 예로 저l 시한 읽기 제
재와는 달리， ‘학습활동’을 중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

은 크게 두 단계의 활동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활동은 개별 활동과 소

그룹 활동， 교사가 주도하는 전체 그룹 활동을 번갈아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활동 l 단계

***

교사 활동

|

1. (교사의 활동) 본문을 염고 어러운 표현 및 어휘를 교사가 섣명한다

2.

(교사의 지시) 학습 활동에 문제로 세시된 ‘ 성장을 상상하고 그림 그라기’ 활동
올 위하여， 학생늪에게 그림블 상상하며 읽도 i꽉츄 지시룹 준다

(학생 훤동) 학생틀이 그림을 싱싱하며 얽는다

• •

ηJ
A4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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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단계

“ 7.

(소그룹 활동) 각 조별로 완성된 그림에 대해 묘사하도록 구두 활동 (oral
activity) 올 조의 구성원이 벤갈아 전개한다.

8. (소그룹 활동) 각 조는 구두 활동에샤 전개된 내용을 문장으로 기록한
다(이때 문장의 수플 괴사가 제한하는 갓이 좋다 7-8문장)

9.

(소그둡 활동) 가콕한 문장을 상호 협의룹 통해 하나의 글이 완성되도록

한다.

10.

(소그둡 활동) 시조와 학생뜰이 작성한 글과 IJ] 꼬하여 읽게 한 후， 느낌

의 차이점을 2-3가지씩 찾도록 한다

11.

(전제 그룹 활동) 각 조별보 l()Q] 션파틀 발표하게 하고， 꼬사가 칠판에
정리한다.

12.

(교사의 환동) 시조와 학생단의 골을 입올 때， 어떤 점에 증점을 두고 주

의해서 읽어야 하는지 교사의 주도 아래 전처l 그룹 토의 (2-3 떤 발표)를
진행한 후， 교사가 싱 ë] 해 준다

**

7-8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릎 망법을 사용할 수 있다
조원 증 한 학생이 기꽉하고， 각 조윈뜰이 번갈아 가며 그립을 셜명하는 문장

7’

을 제샤할 수 있다

또는 제시된 하나의 문장에 대해 조원 전체가 협의하며

완성할 수도 였다.

7" ‘

각 조별로 백지뜰 한장씩 나누어 주고， 조원 각자 한 문장씩윤 적고 옆의 조윈
에게 념겨 주어 그 조윈이 이어서 문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이와 감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활동하기’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활성

화된다면 자율학습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학생늘의
학습자 중심 활동에서 교사의 소외

홍미

반감，

학생뜰 사이의 학력 격차에 따른 수

영 진행의 부조화 등의 문제룹 해소하거나 또는 많은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사

제시된 ‘활동 (activity)’의

유형은， 교사의

치밀한

계획과 조직에 의해서만 그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 교사는 상황과 과제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될 학생틀의 조직과 활동 내용을 주도면밀
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학습자 9) 합 Jε- ’윤 줍심으~i... 한 」 ι 파 운용에 대하여

위의 활동하기 모텔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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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 유형은 개별 활동， 짝활동，

소그룹 환동， 전체 그룹 활동 등이다. 개별 활동은， 모뜬 활동의 기본 단

위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활등응 통해사

만저 학생틀은 교사의 설명하가

와 시범보이기에 의해 제시된 파세촬 자가의 것으로 내변화할 수 있으며，
소그룹 활동이나

잔체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 생각 등을 헝성할 수 있다
이나， 소그됩

활동의

활동 결과한 자신의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그리고 역으로 전체 그룹 활동
것으로 내변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 형태다.

짝활동은 학생둡이 수행해야 헬 과제가 정밀한 답이나 결과블 요구할
때 운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짝활동 역시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
이나 전체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초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쌓는

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학급의 학생 수가 평균 50 명이라는 점올 고
려할 때， 짝활동을 실시하면， 활동 집단이 모두 25개 가량 되므로 교사의
모니터 활동이 장애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짝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간략한 활동 과제륜 저l 시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 활동은 여러 학습 활동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었

다. 개별 활동이나 짝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학생들의 지식이나 생각을

타인의 사고나 경험과 견줄 수 있는 그래서 학생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
거나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깊이륜 더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의 객관적 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그룹 활동이 전개될 때， 득정한 학생
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그룹 전제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도록 교사의

적

극적인 모니터 활동이 요구된다.

전체 그룹 활동은 소그룹 활동에서 얻은 결과를 보다 넓은 장에서 확r
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난다 o 0"1 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풍는 문제

보다는 오히려 토론의 여지가 있는 과제를 수행할 때 운용할 수 있는 활
동 유형이다.
이상에서 언담한 각 활동의 특성은 개략적인 것이다. 교사는 학생 개개
인에 대한 특성과 함께

각 교실애

대한 특성 그리고 각 활동 유형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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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특성
은 과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튜정

과제를 다른 학급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학급에서 수행했던 활동

적용할 펼요는 없다. 또 학급

진행에 있어서 단일한 활동 유형만이 유지될 펄요도 없다. 거꾸로 활동
유형의 지나친 변화도 학습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네 바람직하

지 못하다. 적절하고 다양한 활동 형태의 선택과 적용이 학생들에게 호기
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학생둡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 유형을 참고로 하여 다잉:한 학생 활동을 유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학습 현장에 직접 적용
된다면， ‘대화하듯이

읽기’나 ‘자율학습’과 같은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교과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교과 운용을 위하여 학생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
법의 개발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생 활동의 개발은 교재 각 과

의 특성과 각 교실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플 통하여， 우리는 직접 교수 윈리와 교과서의 구성적

특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직접 교수 원리와 교과서가 지니는 몇
가지 문제점뜰을 ‘활동하기’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라고 그 문제
점들 중 핵심적인 것으로 ‘활동하기’ 단계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음과 교사의 역할이 영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보， 과제 (task) 의 구성 요인 중
‘활동’과 ‘교사의 역할’ (teacher's rolel 에 대해
적얀 ‘활동하기’ 모델을 교과서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구체

제재를 중심으로 설제해

제시했다

이

’학습자의 환판’을 증심으로 한 교 }'t 운용에 대하여

과정에서 (7)에서 저l 시되었던 문제둡이

수 있었다. 물론，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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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제시하는 방법만으로 직접 교수 원리의 완전

한 실현파 국어 교과(서)의 목표를 탄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생의 활

동하기 중심의 교과 운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 외
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가

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뜰 예로 세시한 것에 불과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원라는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그것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활동하가’ 단계가

더욱 조직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라고 현실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활동하기’ 단계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뜰의 새로운 교과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장 급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원리’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해도 그 학습 원리의 실현은 결국 교사의 계획과 교
사의 주도에 의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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