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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능력 선장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 

이 인 저r 

언어는 개인적으로는 사고 발달의 중심이며， 인류 전체로는 역사적 의식 

성숙의 핵심이다 언어는 인간 의식의 소우주이다 (Vygotsky, 1962) 

1. 서 론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탈의 읽기 능랙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그플은 

독자적으로 날음 읽는 목적을 션정한 수 있고， 읽기 자료에 적합한 방식으 

로 끌을 읽을 수 있으며 끌에 나와 있는 인어 적 정.!í~플 자선플 둘라싸고 

있는 세계와 관련지어 가며 의미있게 할 수 있는가? 또한 읽은 급윤 내용， 

구조， 가치 등의 띤에서 비판적으보 수용할 수 있으며， 새돕세 주아지는 문 

제 사태에서 자신의 읽기 파정윤 적섣하III 조전해 가떤사 의미블 구성하는 

과정에 칭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학생팍의 읽기 능력의 있고 없음， 학 

생들의 읽기 능략 수준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읽기 교 

육의 결과와 관떤하여 제가할 수 있는 이라한 불음뜰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와 동일 선상에서 학교의 읽기 교육은 변화하는 시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접하게 실천되고 있는가? 또한 학교의 위기 교육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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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미 래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 

식과 정보륜 창조적으로 수용하면서 이플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성공적인가? 

즉， 국제화 ·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국과 한국인 

의 정체성을 드높일 지력(뽑力)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지관， 한 

국 문화에 대한 소양을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국어교육， 

더 좁게는 읽기 교육이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가? 

만약 학생들의 읽기 능력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가능하고 현재의 읽기 교육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읽기 능꽉 

신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변 그 요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뜰 수 있 

을 것이다. 하나는 국어교육의 외적 요인이다. 학생뜰에게 바람직힌 국아 

교육블 베풀어 문화 공동제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과 세계에 능동적으로 

반웅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가꾸게 해 주고 싶어도， 국어교육 외 

적 요인이 이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다. 그 근거로 회자되는 것이 

상급학교 입시와 교육 여건 둥이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입시 문제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립고，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교육과정에 서l 시뇌어 있는 교육 복표나 교육의 내용을 고 

려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합의할 수 

있는 국어교육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 

세가 해결된다손치더라도 현재의 교육 여건으보는 학생플의 개별 학습을 

돕는다든가 학생들이 산출한 언어 자료에 대한 추수 지도와 같은 교육적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의 내적 요인 

이다. 즉， 국어교육 전개와 관떤되는 여러 내적 요인， 예컨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등의 요인이 바람직한 국어교육을 전개하는 데 부적설하여 

학생뜰의 읽기 능력 신장을 돕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이다. 예를 뜰어， 교 

육과정에 세시된 교육 내용이 딱생들의 읽기 능력을 선장하게 하는 교육 

활동윤 전개하는 데 적합하지 봇한 것들로 선정되어 있고 또한 읽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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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발달 정도를 제대로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지 못하였다거나， 

문서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실현하는 교수 학습 

자료인 교과서가 읽기의 특성파 학습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개딴되 

어 있지 않다거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바람직하게 설계되고 개발페어 

있으나 교육이 설천되는 국변에서 학생들이 얽기 능력플 선장하도록 도 

와주어야 할 교사가 읽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읽기의 과정에서 활 

용해야 할 전략플 제대로 구사하셔 못하여 바람직한 국어괴육블 실천합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현재보서는 학생닫의 읽기 능팍에 대한 정확한 정보룹 얻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읽기 능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았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대 수준이나 사회의 동념에 비←츄어 보아 학생틀의 읽기 능력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띤 그 원인은 앞에서 언납한 균 

어교육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꽉합석으보 얽혀 있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사정이 이라함흘 전세하면시， 이 급은 국어 ïl~육의 내석 요인， 딘 

히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 및 조식 문제에 판심윤 갖고자 한다 따라서， 

이 끌은 먼저 읽기에 대한 연구 객과로 읽기이l 디l 파여 알게 펀 것이 무 

엇이고， 읽기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싱하는 관선이 이 

떻게 다룹 수 있는지플 싼펴보고자 한다. 또한 읽가 능략을 선장시키기 

위하여 언어 교육활 담당하는 국어과 교육파정에서 읽기가 어떻게 기l 년 

화되어 왔는가플 살펴봄으로써 읽 기 교육관 렛 ïl[육 내용관을 판의하고 

자 한다. 끝으로， 읽기 교육의 내용을 어떤 판점이l 서 선정하여 이떤 준 

거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학생뜰의 얽기 능략 신장올 도울 수 있는지플 

탐색적으로 저l 시하고자 한다 이바한 논의는 교육과정 섣겨l 에 관한 갓 

이므로 종단적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논거로 제시해야 하나 한균 

의 학생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사， 이 연구의 논의 내 

용은 앞으로 계속 겁고 다듬어야 할 시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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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얽기에 대한 관점과 교육 내용관의 변화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의미가 

다르게 파악되듯이， 읽기룹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베푸는 교 

육의 내용과 실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또 읽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바람직한 읽기 교육을 계획 ·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섞을 끄려하여 이 장에서는 읽기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형 

성 · 변화하여 왔는지플 미국음 예로 둡어 검토하고， 관점에 따라 교육 내 

용플 인식하는 탈이 어떻게 디릎 수 있는지플 삼펴보기로 한다 1) 

가. 1910년대 이전 

1) 1826년 이 전 

미국에서 현대석 의미의 읽기 교재가 처음 출판된 것은 웹스터 (Noah 

Webster)가 17~3년에 편찬힌 천자 교본이다. 이 책에는 읽기의 지도 절 

차 넷 읽기 과정에 대한 그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읽기 과정과 얽기 

학습 과정플 날을 쓴 사란이 했딘 것과 같온 방식으로 음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jL디1 ~l퍼스인둡이 읽기의 과정을 문자 이뜸 알기， 

음전 체제， 어휘， 문장， ξl} 스트(달)로 이어지는 것으포 보았던 것파 크게 

다르지 않다.(MaπOU ， 1948) 이라한 관점에서 독자의 읽기 행위는 필자가 

쓴 ;F흘 음생석으로 재생하기 I깐 하띤 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즉， 똥 

열한 급플 음성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하게 되면 글의 내 

용이 독자의 지역 속에 자장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읽기 

1) 미국의 임기 연구사는 연구5'1 11 점 대상 방법 등음 기준으보 1910년대 이전 시기 

와 이후 시기보 구분하고， 다시 1910년 이전 시기단 읽기칠 기억으l 촉진자 또는 관 

리자보 호년 시기(1826년 이 선)， 표현석 기술(expressive art)로 보던 시기 0826--
1882) , 수용 과정 (receptive process)으보 보딘 사기 (]882-191O)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mobinson 외， 1990 참조) 이 연구의 검토 시기 구분은 Robinson91 구분에 따 
랐음흘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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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자가 쓴 글의 음성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기억 속에 

필자의 음성을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작물의 수가 많지 않았고 글을 

쓰는 데 사용한 어휘가 잠재적 독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서 아동들이 기도문이나 문답식 반응을 암송하고 성인둡이 시에 곡을 붙 

인 찬송가나 성경에서 발춰l 한 것올 암송하고， 학자들이 학습한 학술 논문 

을 암송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러한 점이 당시 사람뜰이 

읽기를 기억의 촉진자 또는 관리자로 보았다는 근거가 된다. 

읽기플 기억의 촉진자 또는 관리자로 보는 관점은 얽기플 1) 텍스트괄 

해독하기 위한 첼자， 발음， 단어의 의미 얄기 단계， 2) 묵독음 통한 텍스 

트 암송 단계， 3) 텍스트 낭꼭하기 만계의 셋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 

한다. 이러한 얽기 단계의 설정은 얽기가 지식의 획득과 획득된 지식플 

독자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독자가 획득한 지식플 다릎 사람과 교환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따라서 7.1 식의 획득파 지식울 기억 속 

에 저장하는 것은 묵독(silent reading)을 통하여， 획뜩된 지식의 교환은 

낭독Ooud reading)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얽기의 궁극적인 꼭적플 

낭독에 두는 것도 이에서 연유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미국에서 강조한 읽기 지도 방볍은 영국에서 오 

랫동안 사용된 바 있는 그러스의 열파뱃 1앙법 또는 천자법이다 (Smith , 

198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자법에 의한 읽기 지도는 1) 천자 발음하기， 

새 로운 단어 정 의 하기 (definition of new word) , 2) 텍 스트의 기 계 적 암기 , 

3) 텍스트의 낭똑 과정을 거지게 하는 방볍이다. 이라한 관점에서 읽기 

2) 웹스터식의 읽기관은 읽기 교육의 내용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가정에 의해 뒷반 
침되었다 첫해， 문자 해뜩이 숙닫원 때까지 익 u] 있는 데(트듭 제시하지 않는다든 
가， 둘째， 학습자가 해똑핫 수 있는 텍스트가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리든가， 셋째， 
시각 이휘의 획듀이 자한석으보 의 u] 의 획듀완 촉진시킨다거나， 넷째， 사진의 샤용 

이 의미 9] 획닥뿐 아니리 해독은 손쉽게 하여 준다거니， 다섯째， 텍스트의 단순 암 
기가 의 u] 의 획득을 진작시킨다거나， 여섯째， 묵독고l 재뜩 학습이 의 u] 획득의 요 
체이고， 임꼽째， 낭독음 몽하여 문어 텍스트플 효과적으보 소통합 수 있는 능역이 
야말5~ 독자가 텍스트의 의 u] 에 숙난되었다는 것음 가리킨다는 것이다.mobinson 

외 1990, pp. 1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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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첼자와 단어 의미의 암기，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글 

의 내용을 가억하게 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자인 학생의 단순 지익과 반복 연습을 강조 

하게 된다. 

2) 1826년부터 1882년까지 

교육에 관한 잡지 :i)의 반행파 함께 페스탈로찌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알 

허지게 되자， 당시에 ‘학생감에거l 부과뇌는 의미 없는 읽기 연습이 호된 비 

판을 받게 되었다. 뷰히 천자볍 j’} 갇은 암기식 읽기 교육이 주된 비판의 대 

상이 되었는데， 비판하는 단거깐 천자볍 ii1. 재가 학습자익 지 적 성 장(예 · 독 

해박 선상)에 장애가 펠 뿐 아니라 그것이 학습자룹 고려하고 있지도 못하 

며， 괴새에 세시된 잔문에 대한 l갑도 괴사가 말해 주고，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남플 읽고 쓰도콕 하고 단이익 의미도 이해하지 봇한 상태에서 개 

념플 암기하도콕 하고， 간단한 문장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문법， 수사법， 지리학， 역사， 친젠， 논리학 등의 어휘괄 암기하도록 요구하였 

다는 점 등이었다.mobinson 등， 1990, 22) 이러 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얽기 

애 대한 판점은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얽기룹 음성의 표상과 몽일시하 

여 안기와 낭독윤 깅조하던 전시기의 관선에서 임기애서 의미를 강조하는 

관선으쿄 변화한 갓이다 ~l 여l]i~ DavisO 8:i9)가 얽기룹 기 술적 읽기 

(mcchanical rcading), 지 석 얽 기 (intellectual reading) , 수사 적 읽 기 

(rhctorical rcading)의 세 자원으_l~_ 본 것 .1)플 단 수 있다. 

인지에 대한 데비스의 4’lf! 이 떤}스 \.'1 9 1 관선좌 공유하고 있는 것온 사 

3) 딩시 J1L육이l 관한 심지는 1826년 보스덴에서 반행원 The American Joumal of 
Eclucation이다. 이 집지깐 임기 지도에 대한 파거의 섣천 i'} 혁선적 설험 감과뜰 평 
가하는 토판의 상음 제공해 준 섯으보 보인다. 

4) 끼숲식 인기는 소t' l 아 니사 및 ε음으l 변변 응파 딴음， 깅세 및 휴지 등파 판떤뀐 

섯。_~~_ -=-，L 성뇌고， :.<1 식 인기깐 단5>1 니l용와 이해하는 인기보 편사의 사고칠 이해하 

~L'_ 종합하여 냐즙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억 속에 서싱해 두는 것으쿄 구성되고， 수 

사직 인끼는 주i 펀자5>1 상↑1 ιiI개에 ‘5→화녁까 것이 싣은 것으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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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지만， 더l비스가 읽기애서 씌-팍과 이해의 줌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이 웹스터의 관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읽기가 기악을 즙진시키 

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사 의마찰 강조하는 관점으로 변화한 갓을 의띠 

한다. 즉 읽기의 차원애 판계 없이， 좀더 구처l 적으로 말하띤， 기술적 읽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핵심적인 역할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데비스는 읽기의 세 차뭔이 상호의존석이며 동시애 개별 

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보 보았음윤 알 수 있다. 

이러한 데비스의 견해가 알려진 이후， 당시의 교육사와 교과서 저자갈 

은 읽기에 대한 파학적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읽기 교육 

을 개선하기 위하여 읽기 과정애 대한 파학적 분석의 필요성플 인식하였 

던 것이다. 그리고 읽기 과정의 분석 견과가 읽기 교육을 가l 선하는 데 지 

여할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의 교육사외 고l파사 저자닫이 분석한 읽기의 

단계는 세 가지인데， 이는 기본적으보 다]u] 스가 구분한 읽기의 세 차원파 

동일하다 5) 그랴나 교육자와 교과서 서자쉴은 읽 기 가 한 단계씩 순차적 

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학습 요소 또한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진행된다 

고 본 데 비하여 데비스는 읽기의 세 차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본 점이 서로 다르다. 이라한 관섞의 차이는 교육자와 교과서 저자들이 

읽기의 각 단계는 서로 변별적이고 동시에 위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 

위 단계 학습이 상위 단계 학습의 선수 단계라고 관 데서 비롯되었다. 

즉， 읽기의 각 단계는 선조적 형태갚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본 젓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읽기 교육석 상황에서간 정확한 발음파 해독이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 펀다. 

데비스와 동시대의 교육자뜰의 읽기애 대힌 관점은 똑해가 가능한 텍 

스트플 어떻게 구성할 깃인가틀 인식하였다는 점과 독해가 가능한 텍스 

5) 데이스와 농시대의 교육사닫이 분석한 인기의 단계는 네비스가 유형화한 기술석 
염기， 지적 인기， 수사석 인 7 Iii'.. , 이는 니1 비스가 분류한 위기익 세 가지 차위과 산 

본적으로는 농임하다 二l덴 III 그둡은 인기의 각 단세가 단게적으로 또는 순차적으 
로 진행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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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해독하기 쉽고 읽기 쉬운 텍스트라고 전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 

통적이었다- 그러나 읽기 단계(또는 과정)의 상호작용성 및 관런성 측면 

에서 데비스가 읽기의 기술적 측면과 의미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독해가 쉬워진다고 한데 반하여， 교육자들은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가르 

칠 때 독해가 쉬워진다고 보고 있다. 읽기 과정이 기술적 읽기， 지적 읽 

기， 수사석 읽기의 순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이 성 립한다면 기술적인 읽기 

의 경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순차석으로 진행되는가， 또 그러한 전 

제에 충실하여 읽기 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뜰의 독해럭 선장에 기여하는 

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교육자와 교과서 

저자들은 - 적어도 1900년대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 이전까지 그렇다 

고 믿었다. 

3) 1883넌부터 1910년까지 

1826년부터 1882년까지， 교육자들은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실험 연구를 한 바 있으나， 얽기 교육의 최종 목적을 표현적 읽기의 중간 

정도로 설정하였다. (Robinson 등， 1990, 47) 이러한 읽기 교육의 목표 설정 

이 너무 편협하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교수 설계가 학생이 혼자서 조용히 

앉아 읽고 듣는 것에 초점이 맛추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이러한 

비판이 자극제가 되어， 얽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읽기 

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와서야 가능하였는 

데， 변화의 양상은 파커 (P따‘er)가 정의한 읽기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읽기는 문장으로 배열되어 쓰여지거나 인쇄된 어휘들로부터 사고(lhoughl) 

를 획득하는 것이다. 나는 원기가 사고의 구두 표현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것이 바로 구두 읽기이다 읽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를 얻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은 음성을 수단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읽기가 진행되는 동안 알게 될 것이다(Parker ， 1883, 23, Robinson 1 앉Xl， 

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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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가 정의한 읽기의 개념에는 읽기가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하는 깃 

은 마음의 행동 양식이라는 선이 분멍히거1 ! .. '_ i'~나 었다- 이라한 섬애시 

이전 시기에 읽기뜰 수동적인 파상이거니 표현적인 A성으3~_→ 보았던 관 

점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암 수 있다. 

파커도 읽기가 수동적인 파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얽기를 독자의 삶의 경험과 사고틸 연결짓는 파정으# 본 갓이라든가， 읽 

기 과정이 텍스트 지각하기， 아휘 연상하기， 아이디어 관련짓기의 과정으 

로 구성된다고 본 것 등은 전시기와는 다븐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커는 읽기가 독자가 획득한 사고를 공유하는 상황(예 : 구두 읽기， oral 

reacling)에서 사고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표현 행위가 펀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당시에 읽기 과정에 중요히게 작용하는 요인플 꽉자악 삶의 정힘 

으로 보고， 읽기 과정을 연상 파정 (associative process)으로 보았다는 갓 

은 읽기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날피 쓰여진 단어와 사고룹 관련짓 :1:'팍 

하는 데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이 읽기 :Î1 l육 

독자의 본절이자 총체라고 보았다는 갓이다. 

이처럼 읽기의 연상적 측면플 중시하는 판점은 달을 읽는 동안 독자의 

‘즉각적으로 지각하기 (instaneous perception)’의 중요상플 강조한다. 이는 

읽기가 단어의 의미 · 형태 · 발음에 대한 지삭， 형태에 대한 지각， 의 ul 나 

발음에 대한 지각의 세 가지 요인이 연상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엄단 인식하 

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라한 인식은 팍자가 갚을 읽는 갓은 끊이 인식헬 다l 

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경힘을 불i'~일으겨 사.JL릅 표상하기 위한 것이 

라고 한 파커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판점의 지지자뜰은 읽기 

교육에서 독자인 학생의 삶의 정험을 줍시하고， 읽기 자료로 ll] 텍스프 

(nontext) 자료와 학생이 산출한 갚을 사용해야 한다는 선윤 강조하였다. 

읽기룹 사고 과정 또는 연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초기 독서 단개의 

읽기 지도에사 문장법을 강조한다. 이는 당시의 교섣 상황을 관참한 끽과 

를 바탕으로 하여 방법 적 변화릎 사도한 삿으로 펼 수 있는데， 문상이 시 

고 표현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전세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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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지도에서 관찰된 첫번째 원리는 대상이 전체로서 인지된다는 것이 

다. 전체란 무엇인가? 표현의 단위는 무엇인가? 사고는 생각하기의 단위이 

다 그러므로 문장이 표현의 단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두 번째 원리 

는 대상을 전체로서 고려함으로써 대상의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 먼저 문장이 전체로서 제시되고 단어가 발견되며 그 다음에 단어를 구 

성하는 문자가 발견된다.(Reeder， 1900, Robinson, 1 앉삐， 밍쪽에서 재인용) 

읽기를 사고 과정 또는 연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종전의 읽기에 대 

한 관점에 비하면 혁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데비스의 

관점을 발전시킨 것이지는 하지만 기계적인 요소 및 표현적인 읽기와 글 

에 나오는 명제플 연계시키는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경험， 묵독， 사고(의 

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l 비스의 관점과 다르다. 또한 읽기가 엄 

격한 계층적 위계를 가지는 단계라기보다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전체 

로서 일어난다고 본 점도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은 최끈에 국내에 소개되 

어 논의되고 있는 상향식 읽기 모형과 매우 유사한데， 읽기 교육에서 사 

고 얻기 (thought-getting)와 글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뜰을 관련짓기 위한 

묵독올 강조한다는 특정 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10년까지의 읽기에 대한 관점과 읽기 교육의 

강조점은 많이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읽기를 암기와 동일시한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읽기에서 ‘독 

해’보다 ‘기억’윤， 그것도 반복 실행플 전제로 한 기억을 더 강조하는 관점 

으로 기억을 보존 강화하는데 적합한 교육 활동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해독 

(dec어ing)의 숙달， 텍스트의 기억， 구송파 같은 학습을 중시한 것을 그 예 

로 들 수 있다. 둘째， 얽기에는 기술적 읽기， 지적 읽기， 표현적 읽기의 세 

차원이 있다는 관점(데비스)， 그라고 읽기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는 관점 

(데비스와 동시대의 교육자와 교과서 저자)이다. 전자는 읽기의 세 차윈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냐， 후자는 읽기의 단계가 위계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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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읽기 과정의 각 단계가 순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 

점의 차이는 전자가 읽기 교육 활동으로 해독， 독해， 구독(oral reading)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읽기의 각 단계를 분리하되 연쇄적인 실습을 

강조하고 표현적 구두 읽기를 읽기 교육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구체화된다. 셋째，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삶의 경험， 묵독， 사고하기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해독과 구독을 독해의 하위 과 

정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적 상황에서는 사고-얻기 (thought-getting)가 강 

조된 실습이 중요시 된다. 

나. 1910년 이후 

1884년까지， 독해와 관련된 과학적 읽기 연구는 많지 않았다. (Robinson, 

1990, 68)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안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룹 바 

탕으로 ‘두 번 읽기’가 독해 지도 방법으로 효괴 적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얽기 연구의 관심도 주로 음독과 묵-독의 자이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독해 과정이 머뱃속에사 일아나는 행위(묵꼭)라는 섬을 

인식하여 읽기 지도 방법으로 음꽉보다 묵독을 강조하고 읽기 연구에서 

독해에 초점을 맞춘 것은 훨씬 뒤의 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Thorndike가 1910년에 필체 검사용 표준화 도구 Gray가 1915년에 음 

독 자료를 개발한 것으보 미푸어 알 수 있듯이， 읽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 

는 1910년대에 뜰어 그 지평을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1910년대의 읽기 연 

구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표준화하는 것과 그 적용에 관한 것， 그라고 

묵독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께 그 이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우l 

6) 연구의 방향이 묵목의 학습에 맞추어진 이유로 사회석 농인음 둡 수 있는 lil ， 

Smith는 l 차 대선 이후 미국인쓸이 군인 생휠음 하는 네 펀요한 갚음 제대로 읽 
지 못하는 젓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늪에게 갚음 염게 하는 것이 증요한 파 
제포 인식되었던 사섣음 예로 블고 있다(S띠th， 1쨌1， 158) 읽기에 대한 관전플 
변화시키는 데 사회적 동인으로 작용한 또 다펀 예보는 2차 세계 대전파 소련 91 

스푸트넉 사건판 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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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연구 문헌을 검토한 뒤 Gray(917)가 내린 

결론은 20세기에 뜰어 읽기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1)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경험)이 주어진 글율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며 읽기의 질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울 한다. 

2) 읽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데 걸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율을 강조 

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이들 요소에는 주제 문장이나 접속어， 수식어 

구 등이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빨리 읽는 사람이 늦게 읽는 사람보다 글율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읽도록 재촉하면 학생둘이 

주어진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Gray ， 1917, Robinson , 1 앉lO， 69쪽 

에서 재인용) 

Gray(1 917)의 이 결폰은 얽기에서 사천 지식(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읽기가 의 n1 구성 과정이라는 섯 텍스프의 특생 마 관련된 요소를 가르치 

면 꽉해펴이 선장된다는 갓 빨리 읽월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독자이기 

는 하나 학습자에게 너무 빨리 얽을 것을 강조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 

협디는 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라한 점플은 읽기에 대한 관점이 이 

선 시기와 탄라졌음쓸 딸해 준다 

1925년，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주도하여 조직된 국핍독서위원회 (Nationa1 

Commitee on Headingl가 지 적인 읽기 Ontellectua1 reading : 독해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띤시 그 때까지의 얽기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읽기 교육 

의 새쿄운 방향 정립을 위한 뇨τ 딱이 경주되었다. 이는 독해(comprehention) 

둡 소홀히 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종래의 읽지 교육 그 결파 독해를 진작시 

키기 위한 학습 방볍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디 즉， 단어 암기와 단순한 섣문이나 지사에 반웅하게 하는 차원의 기능 

(skillsl 수행 측면플 강조하고 읽기에서 보다 중요한 뜩해랙 선장을 중시하 

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자 반성이었다.O-Ienry ， 1여6) Henry도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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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독해를 강조하지 않는 읽기 교육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이 지극히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이어서 거의 쓸모 

가 없는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반성의 의미도 있다. 읽기 

의 과정에서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이전 시기에 태 

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읽기 교육이 활자화된 급을 가계적으로 재 

인 (recognition)하는 능력의 숙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재인 능력만 숙달시 

키면 그 능력이 어떤 읽기 상황(자료， 목적， 처지 등)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교육을 실천해 온 데 대한 반성이가도 하였다， 

읽기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연구는 1940년대 뜰어 얽기에 대한 관점은 

물론 읽기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변화를 겪게 되 

었다. 그 예로 NSSE가 48자 면례 보고서룹 펴 내면서 독해에 한 장(章) 

을 할애한 것을 들 수 있다기 즉 읽기의 본칠이 판해에 있다는 점을 강 

조한 것이자， 동시에 교육 활동이 학생뜰이 언어 자료플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도외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고 본 것이다. Durre1(949)같은 이는? 당시의 읽기 프로그램을 분석힌 뒤 

독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접끈볍이 두 가지라고 하였 

다. 하나는 일상 생활과 관련한 활동 중섬 접근볍 (activity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 접근법 (reading-skills approach)이다. 전자는 읽기 파 

정에 미치는 독자의 삶의 경험을 강조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고， 후자간 

기본적인 읽기 기능을 체계적으보 숙달시키연 똑해력이 선장된다고 관 

접근법이다. 이닫 두 접근법이 종전에 강조하였던 형식적인 훈띤 (formal 

따jll)보다는 진힐보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독해의 본령 

이라 할 수 있는 달의 내용과 의미에 초점윤 맞춘 접근법으로 보기는 어 

렵다. 그러나 읽기에 대한 관점과 교육 활동의 방향이 전시기에 비해 달 

라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950년대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운품이 선개 

7) NSSE억 48차 연례 보고서의 독해 관떤 정(章)명은 “Development of Comprehension 
and Interpretation"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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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기이다. 이는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린이 비교 우위에 서게 되 

자， 교육의 침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열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환바 교육에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방향성플 지니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미의회가 초중등 교육의 잘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 

하기 위한 법안올 통과시켰고， 이 예산 증 많븐 액수를 읽겨 교육올 혁선 

하기 위한 띤구에 할애하였다깐 사실온 잘 얄려져 있다. 그 결과 읽기를 

지식의 획득 및 지장， 기능의 위계로 보는 지배적인 관점에샤 진일보하여 

달에서 의 u] 룹 추구하는 파정으로 보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읽기 연구의 관심도 갈의 구조애 초점윤 맛춘 얽기 전략 개발， 독 

자의 사잔 지식파 독해와의 관계， 읽기의 상황 등에 대한 것으로 바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얽기 교육에서 읽기의 하위 기능의 연습을 

강조하던 것과간 탄리 전문하시 가l 요 파악하기 요약하기 등과 잔이 텍 

스트외 관떤뇌는 보디 끈 단위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갓으로 이어졌다， 

최근에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징-죠되고 있는 자기 점검 전략과 감븐 초 

인지 전략에 대한 관심도 이와 감은 맥락애서 이해할 수 있다.(노명완， 

1996 ; 박영 복 1996 ; 최 영 환， 1995, 1996) 

지금까지 산펴본 것처럼 1910년대 이후 읽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읽 

7] :tiL육 91 내용 빛 방법에 대판 관점에 많은 변화룹 가져왔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얽 7] 교육의 주띈 과지1 가 북똑 ^1 도와 읽기의 하위 기능 

숙단에 있디→고 보는 4’f 점이 지배석이었따. 학교에서 표준화 검사가 활용 

되면서 표준화 검사 운항애 빈영펜 읽기의 기능틀， 예컨대 중심 내용(주 

제)과 세부 내용 찾기， 주어친 정보릎 바탕으로 겸콘 도출하기 등과 같은 

읽기의 하위 가능윤 숙단시치기 위한 연슴과 훈련윤 강조하는 교육 활동 

이 선개된 것윤 ~L 예보 단 수 었다 불펀 1970년대 뜰어 표준화 검사 도 

구에 판리적 추리락이나 문잔 확장략 등파 걷은 분향이 추가되기는 하였 

으나， 이깃이 연습과 훈렌 중심의 읽지 교육플 개선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는 않았다. lìobinson (l 990)，\드 "'1 적 하였듯이 읽 기 가 능에 대 한 연습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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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독해력 신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띤다.H) 

그러면서도 1950년대 I갇 이후， 읽기 연구 결과플 바탕으로 제안한 여 '-'.1 

가지 읽기 지도 방볍뜰 예컨대， 연습과 훈련， 다시 읽기 (rereading). 읽기 

실 행 (reading practice). 기 능 지 도， 학습 가 능(study skiIls). 도구 서l 시 

(instrument presentation). 어휘 학습， 구두적 서l 시， 스키마 활성화， 끌 二IL

조도， 자기 점검 전략 등-은 읽기 지도의 방법이라는 튜성이 있음에도 판 

구하고， 읽기 교육의 내용을 생각하는 데 의 u1 있깐 실마리륜 서l 공해 주고 

있다. 불콘 이듭 제안이 실험 연구칠 바탕으보 한 것열 뿐 아니마， 각각 

의 제안이 설험 상황에 따라 효파가 다븐 것으보 밝혀 지 기도 하였다단 

접9)을 고려할 펄요는 있다. 그러나 이닫 제안이 읽기 jiL육의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유용한 시사가 됨은 플럼없으리리고 본디. 

3. 얽기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敎育課程)적 접근 

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읽기에 대해 말게 된 것만 근거보 하다랴도 

읽기 과정이 매우 복잡한 정선 과정이자 사고 과정이고， 학생늪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할 펀요가 있 

8) Robinson은 연습과 훈떤의 낌과가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뜰에게 시험에 대 UI 하는 
감각만 김러주었을 뿐 목해럭 선싱에 기여하였는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외 
관린하여 대학 수학 능랙 시 험 줍 언어 영역의 평가 문항이 언어 이해략 선 싱에 

기여하였는지는 면밀하게 전검한 핀죄 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면딘 조샤에 응후1 jL 

등 학교 교사가 수학 능꾀 시험 이전보다 책은 더 많이 ?!는다고 한 수 없다고 ',11 

응한 젓이나 고등 학교 학생이 책음 많이 인지 않아도 수능 문제는 쉽게 해삼 'tf 

수 있다고 한 반응은 의 u] 가 있다고 년-나， 

9) 그 예로 균구조노블 환용한 빔기 ^I ，，:.는 픔옷이나 이야기 문볍에 대한 시도， 냥의 
내용 개관하기， 인기 전에 문-단 유형이나 의 u] --i-조의 표지 파악하기 능고} 싼은 망 

법의 환용을 권장하고 있다. 설명문이나 서사푼의 f조에 관한 학습 9] 견:i't 까 복해 

랙 선 상에 효과가 있었으나(Mavrogenes & Padak, 19í12) 동사 구죠에 판한 학fr 
칠과는 독혜댁 선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연구 섣파(Cσcll ， 1 9i잉 ; Salter 
1%)룹 참고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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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된다. 이 러 한 점을 전재로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의 과정 

(過程)에서 학생둡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카기 위하여 어떤 관점과 원리에 

따라 읽기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해 왔는지 

를 살펴보기로 하자 10) 이는 읽기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 1 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 

1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은 크게 읽기 복적 · 방법， 내용 이해， 

학습 기능， 읽기에 관한 태도와 습관， 국어학과 국문학과 관련된 사항 등 

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읽기 자료에 대한 사항(예 ; 전기， 일기， 편지， 시， 소설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진술하고 있다 이것이 읽기 자료를 교육 내용으로 본 

결과인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달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인지는 문면에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으로 자료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1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상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읽가의 목적 · 방법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빨리 읽기， 묵 

독하기， 낭독하기 등인데， 읽기의 방법으로 특히 빨리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내용의 이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문종별 글 

10) 이 갚에서는 중등 학jι 국어과 jl~육 과정의 원기 영역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분석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펜 읽지에 대한 관점과 교육의 내용판을 검토하는 것 

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와 판띤하여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당시 교육 

파정음 계획한 것파 관띤원 객판석 A.iI쓸 구하기가 현섣적으보 어렵기(기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꼬유 내용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 교육 과정올 설계한 분 

뜰의 의도에 반하는 것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 연구의 토양이 없는 상황 
에시 국어 교육의 딴전음 위해 고심하며 교육 파정윤 계획한 분께 누가 되는 임 

이다. 따 c] 서， 4차 이전의 교육 괴정 계획에 관한 객관적 자료릅 더 찾아 필자의 
편견음 바로잡음 것음 약속하는 것으보 필자가 당시 교육 과정음 계획한 분께 진 
벚윤 갚고자 한다. 



인 71 능 L'l 선싱」’l 교육 니l 용으l r'-조화 방안 1~l5 

읽기 형식으로 제시되어 었다. 그런데 이들은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괴 

육의 과제를 제시한 것에 가깝다.(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운문을 감상 

하기 둥) 셋째， 학습 가능 범주보 분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뜰은 국어 사 

전， 각종 사전， 참고서， 도표 등 서적 환용하기， 학급 문고 및 학교 도서 

관 이용 및 정리하기， 책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기 둥 독서 전문가들이 권 

장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국어학과 국문학 판련 내 

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현대 분학의 종류 및 특정， 문학의 

형식， 고전 문학의 종류， 국문학사의 개략 등과 같은 문학 관련 내용， 국 

어와 국자 문제에 관심 가지기 국이학사의 개략 등과 같은 국어 현상 또 

는 언어 생활 관떤 내용 희곡과 시나리오 연줍 연구하기 등과 같은 내용 

이 선정되어 였다. 이들 읽기 교육의 내용은 중학교 l 학년부터 가르치도 

록 계획하고 았다. 당시의 교육과정이 국어파의 교육 내용이 언어로서의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해와 기능과 태도 특히 어떻게 사고하며， 어 

떻게 읽으며，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국어과의 사명올 다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서의 언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교육부， 195.S. 5 

-11), 학문 분야의 지식을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은 의 

외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읽기 자료를 읽기 교육 내용의 한 

요인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의 단거를 저l 공해 주고 있다. 

나.2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 

2차 교육과정은 내용의 진술 방식이나 진술한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 

나， 기본적으로는 1차 교육과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2차 교육과정 

에 제시한 읽기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글의 내용달 평가하는 교육 내용이 중학교 l 학년에 저l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차의 국어학과 국문학에 관한 지식의 내 용이 대폭 판소되고， 

문학과 관련한 내용만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l 각각 한 항목씩 진술되어 

있다.(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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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어학과 관련된 내용이 왜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교육과정의 ‘2. 국어과의 목표’ 

항에서 “앞으로의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태도， 기능 빚 

능력을 길러 가연서 국어에 대한 지식 렛 이해 및 감상력이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1963, 145)고 한 것이 시사하듯이， 이것이 지식을 떠 

먹여 주는 식의 국어교육애 대한 반성의 결과인가? 그 어느 질문에 대하 

여도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1차에 비하여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서 국어학과 국문학에 관한 지식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고 교육 내용관도 

변화한 것으포 볼 수 있다. 

다， 3차 교육과정의 원기 교육 내용 

3차 교육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저l 시 관점은 매우 특이하다. 

즉，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탈성하기 위한 ‘내용’을 <지도 사항>파 <주요 형 

식>으로 냐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보다 폭 

넓게 본 데 띠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플 들어 읽기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 

한 지도 사항11)을 산출된 언어 자료(예 · 여라 가지 형식의 문학 작품， 기록， 

보고서， 설명문， 논설문， 전기， 기행문， 실화 등)로 학습하게 한다는 독특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또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기성(없成)의 언어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읽기 교육의 내용으 

로 보았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펠 수는 없겠지만， 3차 이전과 이후 그 아느 

시기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임에는 틀림 없다. 

3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읽기 교육의 내용(여기에서는 문서에 나와 있 

는 지도 사항을 말함)은 내용을 선정한 범주변에서는 2차 교육과정과 유 

사하지만， 선정한 세부 내용은 2차 교육과정에서보다 더 세분화되고 정교 

11) 3차 교육 파정에 제시한 지도 사항은 홍미쓸 가지고 의욕적으로 읽기 등과 같이 

제시뇌어 었다. 이둡 증에뉴 인가의 하위 기능， 또는 도탁해야 합 똑표의 성격음 
가지는 것 S 그 즙위가 배우 l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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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는 특정이 있다. 예를 들어， 2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의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와 같이 포괄적인 수준만 제시하였다면， 3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접속 관계’， ‘문장의 지시 관계’， ‘어구의 문맥상 의미’ 등과 같이 

글의 뜻(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상 

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읽기 과정 빛 내용의 이해 과정 

에 관련되는 변인에 대한 이해가 좀더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4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 

4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던 지도 내용을 “표현 · 이 

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저l시한 것을 튜징 

으로 들 수 있다. 이 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읽기 교육 내용은 “표현 · 

이해” 영역의 하위 영역인 ‘읽기’에 제시되이 있는데， 4차 교육과정의 읽 

기에 대한 관점은 매우 팍득하다. 속 읽기를 ‘지식의 획득’으보 본다거나 

(교육부， 1987, 2), 읽기 교육의 목표플 지식의 획득과 판린되는 언어 자 

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능략을 길 

러주는 것(교육부， 1987, 3)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말 수 있듯이， 읽기에 

대한 개념 범주가 전시기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흔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 

에 제시되어 있는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읽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1-3차보다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차 교육과정은 문학 

적인 글 읽기와 문학적인 글 이외의 급 읽기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읽기 교육 내용이 문학적인 글 이 

외의 글을 읽는 데 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만 저l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 교육과정에 저l시한 교육 내용(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하는 

경우， 4차 교육과정은 읽기 (reading)의 범위를 설명적 텍스트 읽기로 한정 

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글의 내용 평가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결론의 근 

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기， 일반적인 명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구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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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논의의 전개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기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읽기 교육의 내용은 내용 이해와 관련하여 

선정한 교육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읽기의 태도 및 습관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예를 틀어 ‘여러 종류의 책’， ‘여러 가지 내용의 책’을 

찾아 읽기에서， ‘여러’의 의미 범위가 설명적 텍스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 

아 있기도 히다. 읽기의 개념을 이와 감이 한정한 것이라면， 4차 교육과정 

은 읽기 교육파 독서 교육의 관계뜰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것이 되며， 읽 

기 교육의 목적을 설명적 텍스프를 얽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논리적 사고 

력을 기르는 데 둔 갓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는 또한 국어 교 

과의 성격을 멍료화한디는 점， 전시기의 교육과정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12) 

을 언어 행동에 받수적인 것으보 다루는 불합리성블 개선한다는 관점(교육 

부， 1985, 2)이 반영꾀어 있을 섯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차원의 ‘읽 

기’의 개년을 규정하는 문세는 좀더 떤일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 5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 

읽기에 다l 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디 읽기의 과정을 사고의 파정으로 본 것이 그 하나이며， 읽기 행 

12) 이 맥팍에서 언어의 ‘형식’은 국ò-I 한을， 언어의 ‘내용’은 국문학음 가랴키는 것이 아 

년까 한다. 교육 -"\ 정의 지도 내 용을 범주화한 ‘언어’와 ‘문학’이 그러한 추정음 가능 
하게 한다. 다만， 여기에사 눈여셔 보아야 함 것은 1980년초 미국의 교육 파정의 영 

역 ← ，L분이 말하기/갚지，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헤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띄 NCTE가 1961년에 “ 극가석 {’{심과 영어 교수”라깐 보고서에시 제기하고， 미국의 
대학 입시 위원회 (college enterance examination txlard)가 “중둥 학교의 영어 교과 
익 영역 -=-l분”이피는 쩔악한 보고서에서 영어 교과깐 “언어(language) ， 푼학 

Oiterature), 사문( writin당)으로 F성뀐다"(ßullok ， 1975, 5)고 한 영어 교파의 영역 
구분파 유사하다 이른바 이것이 언이룹 다루는 교파의 꼬육 i’l 정음 구성한다는 삼 

각 구도 모형 (tripoc! curnculuml이다 그라나 이 모형은 Moffett09(8)가 이미 학푼 
파 한농이 혼효되어 있다단 분지1 섞블 지석한 바 있고 최근에는 지식의 진딸자로서 

의 J1L사와 수웅적인， 더 석극적으보 말하면 피냥-적인 학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블 

살어 EF 세가 세기뇌고 있나.(Lioyd←Jones & Lunsford, 1989, x x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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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와 사고를 연결짓는 것으로 본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것이 5차 교육과정에서 취한 읽기에 대한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5차 교육과정에서 읽기 교육의 내용을 진술한 층위나 

방식이 가지런하지 못한 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 교육의 내용 

(content)이 없이 읽기 활동(reading activity)만 제시하였다떠)는 약점은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얽기에 대한 명제적 지식 14)이 교육의 내용으로 선 

정된 점， 읽기 능력은 다른 것을 학습한 결과 부수적으로 길러지는 젓이 

아니라 구조화된 언어 활동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본 점 등은 전 시기 

의 읽기에 대한 관점과는 본젤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은 읽기의 목적과 방법， 내용 이해， 내 

용 평가 · 감상， 학습 기능， 태도 및 습관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부복 

5 참조) 이는 4차 교육과정의 읽기 .Jl~육 내용 이 읽기의 목석과 방볍， 내 

용 이해， 내용 평가， 태도 및 습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의 선정파는 

달리 크게 확장된 모습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4차 교육파정은 

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적 텍스트만을 고려하고 있는 데 비해 

5차에서는 설명적 텍스트 이외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갓까지플 

읽기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 

다. 불론 1-3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던 학습 가능 관련 내용이 4차에 

서는 제외되었다가 5차에 뜰어오게 된 깃도 변화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동일 내용이 학년간 중복뇌게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단어， 문정， 

문단， 글 전체 등 독해의 단위를 두루 고려하고 특히， 텍스트의 보다 판 

단위의 독해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교육 내 g 으로 세시하고 있는 것도 4 

차와는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13) 그 예로 중학교 3학년에 제시펜 ‘제목반 보고 갚의 내용블 추측하기’， ‘추측한 내 
용과 씬은 내용음 비교하기’와 감은 항꽉올 블 수 있다. 

14) 그 예로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 소동 행위로서의 읽기의 득성 알기쓸 
둡 수 있다. 이라한 유형의 지식음 명제적 지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당한가에 대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인기에 관한 ;<;1 식이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된 젓은 

획기적언 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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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6차 교육과정의 원기 교육 내용 

6차 교육과정은 5차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문제플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보 개정한 것이다.(박영목 외， 1992, 19-22) 이 교육과정의 

읽기에 대한 기본 관접도 가본석으로는 5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5차와 

다른 점이 있다띤， 읽기 교육의 내용을 좀더 정교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 

는 방안뜰플 다각도로 모색하고 내용을 선정하는 준거로서 ‘내용 체계’를 

설계하였다는 점힐 것이다. 읽기가 지적 파정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지석 기능(Intellc'Ctual skills)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읽기 

기능을 여러 개의 하위 기능으로 세분하여 가프치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 

능략윤 길더주는 데 어떻게 가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펼요하다 :L 닌 1 나 6자 JIL육과정에서 꽉히}의 딘위와 기능 수행의 꽉잡성 

듭을 순거~- 하Cr~ 내용 체겨1 뜰 설계하고 이틀 바탕으보 읽기 교육의 내 

용윤 범주화1:')한 것은 읽기 교육이 이판적 토대 위에서 실천되는 바탕올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6자 교육과정에서 읽기 영역의 내용 제겨l 틀 바당으로 선정한 읽기 교육 

의 내용 줍 득기할 만한 것븐 읽기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5차보나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5차에는 고등 학교에서 1항 

복만 세시하였년 더l 비하여 6차에는 중학교 1~:3학년에 각각 1항목씩， 그리 

고 고등 학교애 3향복으보 모두 6개 항꽉윤 제시하고 있다. 물콘 학생룹이 

읽기에 대한 지삭플 습득하는 것이 읽기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뜩해딱(의 l Jj 구싱략) 선상애 얻마나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는 잘 알펴 

서 있지 않다. 그랴나， 이라한 쉬난은 초1 끈에 자주 거판되고 있는 초인지 

(mda cognition) 학슴 이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콘 이라한 점탈이 <부녁 6>에서 볼 수 있는 교육 내용 조직에서 

만건되단 부분 적인 겸함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15) 여기에서 범주는 교육 파정에 제시된 ‘본씌’파 ‘원리와 섣제’뜰 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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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보면， 읽기에 대한 지 

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적 가능으로서 읽기가 단숫하고 

기계적인 반복 학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접플 부각시키고 있다. 읽 

기와 관련된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절차에 관한 지 

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스키마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읽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펠 것이다. 이 점이 읽기 교육에서 지 

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득정이라 할 수 있다. 

4. 얽가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향 

가 국어 교과와 읽기 교육 

1) 교과에 대한 접근 관점， 그리고 교육 내용 

독자적인 언어 체계와 그플 바당으로 문화를 형성 · 발달시켜 온 나라가 

자국어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6) 자국어 ..ïiL육을 강조 

하는 맥락과 상황， 자국어 교육의 복표 설정17)，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식 등 

의 관점이 같다고는 말하기 이려우나 적어도 문화적 전통과 성숙성을 자랑 

하는 나라일수록 자국어 교육을 어느 교과의 교육보다 강조하고 있다 Pl) 물 

16) 여기에서 자국어 교육이라 한 것은 ‘ JtL과’로서의 언어(자국어) 꼬육음 뜻한나. 이 

에 대하여는 현재적 촌재대로서 Jl~파보다단 딴교 교육 상황에서 ‘Jι파’의 펀션이 

무엇인가와 판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노움음 줍 젓이다. 

17) 국이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젠집은 노명완0992， 25-46)블 참고할 수 있다. 

18) 전통석으피 자국어 교육음 깅조해 본 상황J’} 맥락음 깐단하는 것은 연도91 JI_ 잔 

윤 요구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상식 으파 올 때， 각국은 교파 교육」。로서 

의 자국어 교육윤 강조해 왔다는 공동섞이 있다. 특히， 학습자인 학생살의 학습권 
음 강조하는 교육 과정 개혁옴 추 l하여 수준별 교육 파정윤 도입하고 있는 나바 

의 경우어l도 교과별 주당 시수변에서 초등 학교 단계에서부터 고등 학교까시 가 

장 강조하는 것이 자국어 교과 교육 이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의 교육 파정 개혁파 
판련한 다음 논의룹 참고할 수 있나 (이용숙 · 조영내 · 황규호(994) ， 윤병희 · 박내 



202 국어교육연구(1맛l6. Vol‘ 3) 

콘 각국이 자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으로서의 언어관， 교육관， 교육 내용 

관， 학습자관이 동일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이 자국어 교육， 즉 언어 교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subject)도 다른 유기체처럼，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 

서 보변 교과가 고정 볼변의 실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교과의 생성 

기준 또는 준거가 일양적이지 않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19) 교과는 학 

문 분야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기도 하고， 교육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기도 한다. 때로는 앞에서 든 두 가지 기준이 동시 

에 적용되어 교과가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 사회적 요구가 중시되어 

교과가 성립되기도 한다.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교과의 예로 수 

학 교과와 과학 교과를 들 수 있다 수학 교과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 

경으로， 과학 교과는 자연 과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학문을 

배경으로 성립된 교과이다. 자연 과학을 배경으로 성립된 과학 교과와 유 

사하게 사회 과학이라는 학문을 배경으로 성립된 사회 교과20)도 있다. 또 

한 미술과 음악 교과와 같이 학생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상 성립된 교과가 있다. 학문과 교육적 경험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성 립된 교과로 4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학교 통합 교과， 

6차 교육과정에서 논의되고 신교육과정 구조 논의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중등 학교의 사회과와 과학과의 풍합 교과뜰 예로 들 수 있다. 새롭게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는 통합 교과는 학문을 배경으로 하였거나 교육적 경 

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성 립된 교파의 통합이라는 의미 이외에 새로운 교 

과의 형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사회적 요구가 중요하 

준 · 백순근 · 정유상 · 함수곤 · 황규호(l앉)6)) 
19) 이라한 진에서 보면， 각국이 자국어 교과 교육의 중요성흘 정당화하는 논거가 무 

엇이든지 관계 없이 언어(자국이) 교육이 증요하다는 인식이 잔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사회 과학올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교과플 한국에서는 사회과 교과라고 한다. 이 
는 교육 일반에 관한 탐구 영역 중 사회 교육 또쓴 평생 Jal육의 일환으로 싣천되 
는 교육 현상음 탐구 대상으로 삼는 사회 JIL육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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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되어 성립되는 교과도 있다. 교런 교과가 그 예이다. 이처램 교과 

는 그 성 립 기준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itI.과의 중요성응 

정당화하는 논거도 각기 다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 상황에서 각균이 가장 중시하는 교과로서의 국어 

교과는 무엇을 배경으로 성립된 교과이며 국어 교파가 중요하다는 정망화 

의 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과 성 럽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어 교과는 

일차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인 언어학파 문학학을 학문적 배경으 

로 성 립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학문 분야가 다른 교과를 

성립시킨다고 믿는 학문 분야보다 더 중요하고， 또한 언어와 관련된 다콘 

학문 분야보다 더 증요하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국어 교과의 중 

요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목석이건 현실적 이유 

이건 국어 교과의 한 켠에는 인간의 언어 사용과 관련되는 딸하기， 듣기， 읽 

기， 쓰기와 관련되는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현상을 대상으 

로 탐구하는 행위가 학문인가 아넌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딴약 이러한 

현상이 음악이나 미술과 같이 교육적 경험이라는 교육석 필요에 의한 것이 

라면， 국어 교과가 학문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교과라고 하기가 여려울 것이 

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말하고， 든고， 읽고， 쓰는 언어 행위플 대상으로 탐 

구하는 행위가 학문이라면 국어 교파가 인간의 언어 사용 행위를 대상으로 

탐구하는 학문21) 즉 국어학 국문학음 배경으로 성립하는 교과가 된다. 

국어 교과의 성립 배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교과의 교육 내용 

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준거와 원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뜰이 말하는 것치펌 지식이 교육 내용의 원 

천이 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배경이 되는 학문 

분야에서 탐구한 것을 교육 목적， 대상에 적 접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 관 

21) 인간의 언어(사용) 행위룹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분음 최현섭 등(1앉)6)은 ‘국어 
사용학’이리 명명한 바 있다. 그리고 최현섭 등은 국어 교과가 국어 사용학， 국어 

학， 문학학의 상호 교섭성 및 관떤성음 바탕으쿄 성댐하며， 국어꼬육학은 국어 Jt[ 

육 현상윤 설명하는 학문이 21 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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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서면， 국어 교과가 국어사용학， 국어학， 국문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성립된 교과라는데 합의한다 하더라도 국어사용학이란 학문 분야에서 선 

정할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국어 교과의 성 립 배경이 되는 학문 분야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이 각 학 

문 분야에서 탐구한 결과 ‘참’ (true)으로 인정되는(또는 ‘참’임을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선정해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교육 내용은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차원에서 정당한 갓이어야 한다. 특히， 학 

습자인 학생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의띠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어 교과와 읽 기 교육 t 

국어 교과에 대한 관점과 이에 따라 연역적으로 도출될 교육 목표관， 

내용관， 교수 학습관 등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교 

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이 실천되는 국면에서 학 

습자(학생)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적 노력 또는 교육적 활동(이에는 교수 

학습 및 평가 활동이 포함된다.)에 직접석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어 

교과와 “얽기”갱) 교육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의 교육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냐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논 

의， 그리고 국어 교과 교육 전문가들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읽기”는 

국어 교과에서 교육할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4차 교육과정 

의 경우에는 표현 · 이해의 하위 영역으로， 1차-3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네 개의 교육 내용 범주의 하나로， 5차 -6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여섯 

개의 교육 내용 범주의 하나로 존재하고 었다. 이 “읽기”는 이성영 (992) ， 

이대규(995) ， 김대행 (996)의 논의에서처럼， 국어 현상을 이해하는 한 측 

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이 “읽기”는 5차 -6차 교육과정 

22) “읽기”는 국어 Jι과에서 」ι육할 대상으로서 피육과정에 제시된 명칭이기도 하고， 

초등 학교의 교과서 명칭이며， 줍등 학교의 교과서 단원의 특성올 가리키는 명칭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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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처럼 다른 교육 내용 범주와 동둥한 자격을 가진 실체로서 국어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교육이라 

는 차원에서 ‘읽기’ 교육은 학습자(학생)의 국어 이해력 중 읽기 능력 23)의 

신장과 관련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은 학생들 

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일수록 교육적 가치가 있 

다，24)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선장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저l기되는 문제가 ‘읽기’ 

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제 1장에서 지루할 정도로 검토하였 

듯이， 읽기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읽기 교육의 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는 문제는 물론 교육 내용의 교육적 처치를 통하여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에서 접근하였던 읽기 교육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제 3장 논의 참조) 1차 -2차 교육과정은 읽기의 개념을 폭넓 

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읽기를 구성하눈 하위 가능에 대한 인 

식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읽기의 개념플 끌의 내용플 이해하는 것은 물판 

독서25)를 포괄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3차 교육과정또 1차와 2차 괴육과 

정에서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얽기의 개념을 독서를 포관하는 것으 

로 잡고 있다 4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얽기의 개념이 축소되어 있다. 즉， 

23) 교육 파정의 “읽기”는 국어 이해녁윤 구성하는 복해럭 이외에 문자로 표현된 언 

어 자료쉴 보다 잔 이해하는데 관띤되는 인지석 특성과 정 Q] 적 특성의 교육 환J동 

음 의도한 용어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염기”는 보동 교육의 잊환으로 선친되는 초 
증등 학교의 교육 내용플 범주화한 영칭이라는 접음 고리하여 읽기 능략이리논 

용어릎 사용한다 
24) 여기에서 직접 기여한다는 것은 교수 학습 상황음- 상정한 것일 뿐， Jl~육과정에서 

제시하쓴 “읽기” 영역의 꼬육 내용음 동해 학생갈이 얻게 되깐 비현시적인 교육 

효과와 판펜되는， 즉， 잠재 교육피정식 교육 내용블의 교육적 가지듭 부인하는 섯 

은 아니다. 

25) 1차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관떤뇌는 교육 내용에는 문종면에서는- 편지，일기，시，소설 
(이야기)，선문，잡지，참고서석，사진류， 감상문，수핀，기행문，희꼭，시니버오，현대 문학 작 
품，고잔 문학 작품，세계 문학 작품 등이， 학급 문고， 학교 도서관과 공공 노서관의 
이용과 정영 등파 같이 독서 생환과 관런되는 내용이 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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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설명적 텍스트 읽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5차와 6차 교육과 

정으로 오면서 1차와 2차 교육과정과는 다소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읽 

기의 개념이 독서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 흔적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용어로 정착된 갓으로 보이는 “읽기”를 교육하는 목적은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읽기 능력은 읽는 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균형있게 학 

습하게 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우리 

가 기대하는 인간은 문자로 표현된 글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여 그 의미를 

비판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자신의 언어로 의미있게 또는 의 

미롭게 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이 균형있게 성숙된， 그래서 평생 학습 사회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능한 독자이다. 유능한 독자를 어떻게 규정하느 

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잠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읽고， 자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문제 해결， 가설 검증， 

가치 탐구 등)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독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놔어 교파 교육의 일환으로 실천하는 읽기의 교 

육이 이러한 인간을 기르는데 적합해야 한다면， 국어 교과 교육과정의 영역 

영으로서의 “읽기”는 독해(comprehension)와 감상(apprehension)26l을 포괄 

하는 독서 (reading)로 그 개념을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 방향 

1) 읽기 교육의 내용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읽기’ 교육은 학생들이 유능한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유능한 독자는 글에 나와 있는 여러 가 

26) 달음 밝.:ïl 감상하는 것이 문학적인 날의 경우에 보다 직접적인 것이기는 하나， 반 
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윤 젓이다. 그러나 ‘읽기’뜰 글로 표현된 모든 것을 읽 

는 것으보 완 수 있고I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문학 독서와 비문학 독서의 본견， 

파정， 특생 등에 대하여는 별노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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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자， 글의 의 

미를 해석하고 달의 내용을 일정한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소유한 독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정 

신적 자양으로 하여 세계관 및 인생관 등을 조망해보고， 삶을 의미롭게 

살찌워가는 독자이다. 이것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무관할 수는 없지 

만，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지식으로 외게 하거나 또는 글의 내용 

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외게 하는 읽기 교육이 존재 

한다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바람직 하지 않지 만， 만 

약 그런 읽기 교육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읽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생들이 유능한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무엇을 교육 내 

용으로 선정하여 어떤 원리에 따라 구조화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데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읽기가 이루아지 

는 과정과 관련 요인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읽기 ii?육의 내용이 갖는 성 

격을 삼펴보기로 하자 

먼저， 읽기 기능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읽기는 필자 

가 시각적으로 부호화한 ‘의미’를 독자가 떠릿속에서 ‘의미’로 변환해 가 

는 상호 작용 과정 (Gephart， W. ]., 1973, Hobinson, 1990, 13쪽에서 재인 

용)， 달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Anderson 

외， 1984, 7)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읽기에 대한 정의는 읽기가 매우 복잡 

한 정신 과정이자 의미를 구성(또는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점 

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즉， 읽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적 과정이 

자 지적 기능OnteIlctual SkiIl s)이고， 의미플 구성하는데 작용하는 양상은 

고등 수준의 사고 기 능(Higher level thinking skiIl s)의 작용 양상과 상당 

히 닮아 있다. 지적 기능으로서의 읽기 기능은 사회적 측면의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기능하게 되는데， 읽기의 사회 인지석， 상호 작용적 특성은 

박영목이 소개한 바 있다. (박영목， 1995, 62-65) 이라한 점에서 읽기 가능 

(reading skiIl s)은 지적 도구이자 지식 생산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 

므로 그 교육적 가치는 인정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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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독자가 글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라고 

하였을 때， 독자가 글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느냐가 읽기 

교육 내용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저l공줄 수 있다. 글에 

초점을 맞춘 상향식 모형은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몇 개의 층 

위(단계)로 나누고， 읽기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즉， 독자가 종이 위에 씌여전 문자 기호를 지각하면서부터 그 문자 

가 틀어 있는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까지의 언어 처려 

과정이 언어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단선적， 계층적， 위계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읽기의 하 

위 기능들은 읽기 교육이 ‘독서’ 교육이 아넌 ‘얽기의 하위 기능’ 숙달 교 

육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Samuel ， S. ]. & Kar띠1 ， 

M. L, 1984), 이 모형에 힘입어 세분화한 읽끼의 하위 기능， 예컨대 중심 

내용 파악하기， 소재와 주제 찾끼 기능 등은 얽기 교육의 내용이 된다. 

한편， 상향식 모형이 안고 있는 단점둡윤 극복하기 위하C냉 제안된 하향 

식 모형은 독자가 글의 의 111 틀 수똥적으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하향식 모형은 문자의 형 태 지각， 단어 

이해， 문장 이해의 이해 과정에서 독자의 어휘 지식， 통사 지식， 글에 나 

와 있는 정보와 관련한 배정 지 삭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라한 점플 고허하여 하향식 모형의 지지자뜰은 읽기 교육에서 추측하기， 

가정하기 등과 같은 읽기 활동관 강조한다. 이 EL형이 제안하고 있는 읽 

기 활동(reading activity)도 맹목 적인 훈런과 연습으로 치닫게 할 위험은 

있으나， 예를 등어 추콘-하기와 가정하기와 같은 읽기 활동은 읽기 가능의 

수행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제라는 점에서 얽기 교육의 내용 

이 된다. 그리고 상향식 모형이 급을 이해하는 파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어휘， 통사 둥 언어학적 지식도 얽기 교육의 내용 

이 된디. 

읽기의 과정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읽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 

정에 관련되는 요인뜰도 교육→ 내용이 된다. 읽기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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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읽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 지적 행위는 독자가 텍스트와 만남으로써 구체화된 

다. 따라서， 읽기 자료의 구성소 예플 들어 갈의 구조， 형식， 내용 등도 

교육 내용이 된다. 또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초인지 전략 풍과 판띤하 

여 볼 때 학습자(학생)가 읽기 과정 읽기 튜성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있으면， 학습자가 스스로 기능 또는 선략의 수행 과정블 자가 점검해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리한 점에서 읽기에 대한 지식도 읽기 교 

육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적 가능으로서 읽기 기능은 그 자체로서 괴 

육적 가치가 있고 교육 내용이 펜다. 그라고 읽기의 하위 가능， 읽기 가 

능의 수행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판련되는 읽기 활동(선략 

의 성격이 강함J， 읽기 자료의 구조 및 형식 등 읽기 자료의 특성과 관떤 

되는 지식， 글을 이루는 어휘 및 통사 등과 관련된 어학적 지식도 읽지 

교육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것둡은 인지적 득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읽 

기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띤 정의적 특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처럼 

읽기 교육과 관련된 정의적 튜성， 예룹 등어 읽기와 관런된 태도 및 습판 

요인도 읽기 교육의 내용이 된다. 

2) 읽기 교육의 내용 범주과 내용의 선정 방향 

앞에서 언급한 읽기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해 보기로 하자. 읽기 교육의 내용은 임자적으로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정계가 분벙한 것븐 

아니지만， 교육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틀에 비추어 보면， 읽기 교육의 내용 

중 인지적 영역과 관련펀 교육 내용으로쓴 뜩자와 텍스트 판런 요인-융 딘

수 있다 독자 관련 요인은 다시 가능 지식 뚱으로 하위 분뷰할 수 았다. 

독자 관련 지식 요인은 독자 자선의 세상사에 대한 또는 읽기 자료의 특 

정 내용과 관련되는 지식 요인으쿄 나눌 수 있으나， 후자는 읽기 교육과정 

차원에서 통어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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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관련 요인은 다시 텍스트의 성격 맺 특징， 텍스트의 구조와 형식과 

관련된 지식，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인인 이휘 및 통사 등 언어학적 지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읽기 가능의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보이 

는 전략(하향식 모형에서 강조하는 읽기 활동)도 그 성격상 읽기 교육의 

인지적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낀) 또한 읽기 교육의 인지적 교육 내용 

에는 읽기 자체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 얽기의 과정， 특성 등과 관련한 지 

식이 포함된다. 끝으로， 언어 자료 또는 언어 자효를 구성하는 보편적 개 

념과 명제가 읽기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2HJ 예룹 들어 제재， 주제/낱말， 

문장， 문단/서론(처음)， 본콘(가운데)， 결콘(끝)/분류， 정의， 분석， 서사， 묘 

사， 특수화， 일반화， 비교와 대조/추상화， 형상화 등이다. 

그런데 이들 인지적 교육 내용 중 얽기에 관한 지식 요인과 언어 자료 

를 구성하는 개념적 지식 요인괄 제외하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실제 

수업을 전개하는 국면에서는 ‘내용’과 ‘목표’ 두 차원으로 치환이 가능하 

다는 특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읽기 기능의 하위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심 문장 찾기 기능은 중심 문장 찾기 기능에 

대하여 가르치 71 위한 교육 내용이 아니라， 중섬 문장을 찾는 능력을 길 

러줌으로써 읽기 능력을 길러주고자 할 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육 내 

용이 된다. 그런데， 학습자인 학생은 중심 문장을 찾는 능력을 더 깊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이라는 개념은 물폰 글에서 중심 문장이 

하는 기능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달에서 중심 문장 

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적 원라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른 

27) 박영목은 독서 과정에 관련되는 인지적 요인으로 단언적 지식(무엇에 관한 지식)， 
선차적 지식(어떻게에 대한 시식)， 조건적 ^l 식(언제， 왜에 판한 지식)， 언어적 지 

식， 옥해 전딱， 상위 인지 전략， 수업 환경과 사회적 상호 작용적 지식， 세상사에 

대한 지식 응을 제시하고 있다.(박영복， 1996, 62쪽) 
28)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음 수 있다. 언어 사료 구성과 판련되는 개념이나 명제는 

얽가 교육에반 판떤되지 않고 대부분의 언어 자료와 판련되어 있고， 언어 행위 측 

면에서노 말하기， 듣기， 쓰기가 섣현되는 상황에서노 고려해야 하는 것뜰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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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심 문장올 찾는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중심 문장윤 찾는 전략은 

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플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지식은 명저l 적 지 

식이라기보다는 젤차와 방법에 관한 지식에 가깝고 텍스프의 자섣에 따 

라 가변적이다. 즉， 지식이라는 점에서는 진리이지만， 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지식이다. 이라한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 

들이 글을 읽고 실제로 찾아보는 읽기 활동을 하지 않고는 중심 문장 찾 

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지식플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무엇 

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지적 교육 내 

용은 지식이자 읽기 활동올 수반해야 구체적으로 발현된다는 특성이 았 

다. 읽기 교육의 또 다른 교육 내용으로는 정의적 교육 내용갱))이 있다 

즉， 읽기 능력 신장에 증요한 읽기에 관한 습관 및 테도 요인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다. 습관 및 태도 요인븐 다시 심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갓으 

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심체석 요인은 날(책)을 읽는 것과 관련된 외현 

적 요인이고， 심리적 요인은 읽은 감(책)에 대한 태도， 가지， 선념에 관한 

요인이다. 읽기 교육은 글만 줄줄 잔 읽어내는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만 

족할 수 없고， 읽기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석 특성올 겸비한 사람으로 성 

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시 읽기의 정의적 교육 내용을 

실제의 교육적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있으나， 읽기와 관련하여 길러주어야 할 정의적 특성 또한 읽기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읽기 교육의 내용과 판띤하여 이갚-바 학습 71 능 (study skills) 

과 읽기 자료인 글(책)의 내용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학습 기능은 4차 교육과정만 예외 연 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어 이룹 

읽기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었다. 그러나 갈 

(책)의 내용을 읽기 교육의 내용으포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29) 박영목은 독서 과정에 판띤되는 정의 석 요인으로 옥서 농가， 독서 및 독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처지， 독자의 사회 문화적 가치 및 선녕 등흘 둡고 있다，(박영복， 

1995,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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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룹 들어 보자. ‘국문학의 이해’ 라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목표를 주요 내용 간추리기로 설정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글에는 국문학에 관한 지식 요인 또는 발전적 형 태라면 국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이지만， 글의 내용과는 전 

혀 무관하게 중요 내용 간추리 기 학습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간추린 내용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교과서 또는 

교수 학습 자료가 당고 있는 내용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냐 하는 것 

은 논의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교육의 내용 범주를 체계화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윷 것이다. 

인지적 

영 역 

Ãi 01 Ãi 
0-1 -, 

지 식 

원기에 대한 지식(특성， 과정， 목적， 방법， 상황 등) 

글의 구조와 형식(서론， 본론， 결론 등) 

글의 구성 요소(제재， 소재， 주제， 낱말， 문장， 문단 등) 

기능(技能) 

전략(웠略) 

국어학 지식(음운， 통사， 형태， 의미， 화용 둥) 

「 기능(중심 내용 찾기， 내용 요약하기， 주제 찾기 둥) 

기능 · 전략←「전략(세부 내용 이해 전략， 상위 인지 전략 둥) 

」학습 기긍(사전 찾기， 도서관 이용 등) 

영 역 」 태도 · 습관 원기 습관 및 태도 

위의 내용 범주 체계는 무엇을 지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적어도 읽기 교육이 기능의 숙달을 의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 교육적 상황에서 읽기에 관 

한 지식을 낱툴 지식이나 정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노 

력， 다시 말하면 지식을 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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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범주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적합성은 몇 가지 준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읽기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은 인지적 영역 

과 정의적 영역에서 균형있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용어 

의 하나로 정착된 듯한 “읽기”의 개념을 독서로 확대 해석하고， 설명적 

텍스트 읽기는 물론 문학적 읽기와 관련되는 것을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4차 교육과정에서 보였던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 한정된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선정한 교육 내용은 인식폰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차원에서 그 적 

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판 

단할 때에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 작용적 관계블 지식의 본절로 보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에 

는 지식의 생성적 본질을 중시해야 하는 혜안이 필요할 것이다. 가치콘적 

차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선정한 내용의 다원적 목적성을 중시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교육 내용은 학습자인 학생들의 교육적 펼요릎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적합성은 교육적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다 읽기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향 

제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제 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는 여섯 차례나 교육파정을 개선해 왔음 

에도 불구하고， 결과로서 제시한 교육 내용들은 학교급간 또는 학년간 위 

계 또는 체계가 가지런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동어 반복적 

내용 제시라는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 

이 단순하게 반복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다음을 중요하게 검토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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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즉，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교육 내용틀 예컨대， 지 

식 요얀과 기능 및 전략 그리고 습관 및 때도 요인이 엄격한 위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와 갈이 상정 체계를 

다루는 교과인 수확 교육의 내용은 교육적 상황과 관련하여 학습의 위 

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덧셈과 헬셈의 개념을 모르고는 곱셈과 

나늦셈을 할 수가 없다 이라한 위계는 수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와 관렌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계적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런데 국어 

.lIL과에서 읽기 교육을 목적으효 선정한 교육 내용이 과연 그러한 특성 

플 가지고 있는가? 위셰적 특성이 있는 지식 요인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언어 단위플 담화 차원으로 끌어 올려 생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식 요인은 읽기의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 

것이 읽기 교육의 내용플 체제화하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이다. 따라서， 

읽기 자료의 변인이 고펴되지 않는 체제화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다. 이 문재는 앞애서 세기한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읽기 교육 내용 

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떤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저l 하고， 읽기 교육의 내용적 뜩성을 고려하여 읽기 교육 

의 내 용을 어떻게 체제화하는 갓이 바람직한지플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읽기 교육의 내용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월플 기능， 전략， 읽기 자 

료 및 관렌 지식으로 재분퓨하고， 이룹 기본촉으로 하여 내용의 체계화를 

시도한 수 있플 젓이다-

품째， 읽기의 하위 기능뜰윤 정교화하고 이를 다시 독해의 단위를 기준 

으꼬 하여 새범주화하는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해의 단위 

는 박영복(993)이 설정한 것처텀 소단위 독해， 대단위 독해， 통합적 독해 

등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6치 고l육과정의 독서 과목에서 취한 자구적 독 

해， 추본적 똑해， 비판적 독해， 평가 · 감상적 독해 등과 같이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디 그러나 읽기의 하위 기능은 세분화보다는 정교화와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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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읽기 기능의 수행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읽기의 전략을 가능한 

한 충분하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다띤 각 기능별로 읽기 

자료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읽기 

교육의 내용 체계를 질서화하는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부록 6>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는 학년별 교육 내용의 순서 짓기， 학년간 반복 제시 

문제로 제기되늪 논란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능 또는 전략 수행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또는 읽기 활동)은 

복잡성과 추상성 등 심리적 원착을 중시하여 체계화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읽기 교육을 위한 지식 요인은 읽기 자료의 특성별 관련 전략 

과의 관련하에서 심리적 원칙과 지식의 특성에 따라 논리석 원직을 중시 

하여 체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체계화 방향에 따라 체제화할 수 있는 예는 다음파 같 

다. 이 예는 정교화한 기능에 관떤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개 

발하기만 하고 읽기 자료 변인을 고려할 수 있다면， 학년간 중복 제시되 

는 교육 내용의 성격이 보다 분땅하게 펠 것이다. 이 때에는 내용의 차원 

보다는 학생들의 얽기 능력 차원에서 체계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윌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 표 전 략 

。달의 내용을 비판 1- 사실과 의견의 차이 알기 

적으로 이해한다. 1 - 사실과 의견악 관계 찾기 

- 내용의 공정성， 적칠성， 신 

뢰성 판단하가 

- 주장과 끈가악 관계 압기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 ←←←기 

읽기 자료 및 활동 

사실 증심의 달과 의견 

증심의 급 

-사싣적 논거 증섬의 글 

- 전문가의 의견 증심의 갚 

주장의 공정성 평가 가준 

세우기 

-주장의 공정상 판단하고， 

그 이유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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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학생듭의 읽기 능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쓴 직접적인 동기이다. 만약 학생들의 읽기 능력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면， 그 원인의 하나일 국어 

교육의 내적 요인으로서 교육과정의 문제를 점검하여 읽기 교육의 내용 

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특히， 학교의 읽기 교육이 학생둡 스스로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달(책)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고 의미(내용)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조망해 보고 자신의 삶을 살찌워가는 유능한 

독서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눈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 

은 읽기 jp.육의 궁극석 목표블 유능하고 창조적인 독서인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전세하에， 이 목표렐 구현하기 위하여 ‘읽기’륜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기준과 원리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룹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읽기에 대한 관점파 교육 내용관의 변화 양 

상을 미국의 읽기 연구 성과칠- 증심으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읽가의 기}념이 새로운 의미의 읽기의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100년 

이나 필요하였다는 것파 얽 71 룹 개념화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 

한 관짐파 선정한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반영펀 읽기의 개념파 선정된 교육 내용의 특징 

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읽기의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교 

육과정의 얘를 확인하였고， 각 교육과정별로 읽가 교육의 내용상 뜩정을 

안 수 있었다 꽉히 ， 1 차 교육과정에서 국어학과 국문학에 대한 지식이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된 선 속독(빨리읽기)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1차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 빠짐 없이 선정된 점， 4차 교육과정에서 ‘읽기’ 

교육의 내용이 설멍석 텍스프 읽기와 관렌된 것만 선정된 점 등은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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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과정의 용어인 “읽기”가 어떤 관전에서 개념화되었는지플 알 수 

있게 해 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또한 5차 교육과정부터 “읽기”를 고등 

수준의 지적 과정으로 보게 되면서 독자의 의미 구성 측면플 강조하여 

내용을 선정하는 변화가 있었음도 살펴보았다. 특히， 지적 기능으로서의 

읽기 기능의 수행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화 또한 어려움이 따랐을 

것임에도 하위 내용의 선정 준거인 ‘내용 체계’플 설계하고， 세부 내용 선 

정에 있어서도 가능 및 전략 수행의 지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는 6차 교 

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교육의 발전석 변화 양상도 검토하였다. 이라한 변 

화는 앞으로 읽기 교육의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 많 

은 시사룰 줄 것이다. 

이라한 발전적 변화를 좀더 창조적으로 승화시카띤서 읽기 교육의 궁 

극적 목적인 창조적인 독서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베풀어야 할 읽기 교육 

의 내용 선정과 구조화 방향을 제시하지 위하여， 제 4장에서는 국어 교과 

와 읽기 교육의 문제， 읽기 교육의 내용적 특성에 비추어 본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과 선정한 내용의 구조화 원리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읽 

기”의 개낚이 독서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고， 

이를 전제로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 범주를 체계화하고， 이플 바탕으로 

선정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 제시한 방안은 이론적 타당성 및 교육적 실제성과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지침형， 절관리형 등) 등에 따라 겁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점은 필자의 몫으로 이 연구의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읽기 교육의 내용플 선정 

하고 구조화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선장시키는 데 필요한 

읽기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어교육 전문가의 천학 

적 고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고뇌는 학생늪이 중등 

교육을 마친 뒤에 후기 정보화 사회로 특정지어 부뜨는 미래 사회애서 

건전한 가치를 가진 성숙한 민주 시민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 

인하면서 한국의 언어 문화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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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조적 독서인， 인지와 정서가 균형있게 성장한 유능한 독서 

인， 열린 마음을 가진 독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국어교육적 대 

안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적 고뇌이다. 



인기 능악 선성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 219 

<참고문헌>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 도서 (2), 198.'5. 

문교부， 교육과정， 1955, 1963, 1981 , 1987 

교육부， 교육과정 , 1992.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95. 

노명완， 독서의 개념과 현대적 조명， 현대 사회와 독서， 서울 : 독서학회， 

1995. 

노명완，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노명완 • 손영에 · 이인제 · 남미영 · 허천행 제 5차 초 · 중학교 국어과 교 

육과정 시안 연구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박영목 • 손영애 • 이인제 외， 제 6차 교육과정 각환 개정 연구， 서울 : 한 

국교육개 발원， 1992. 

박영목， 학습 사회와 독서， 현대 사회와 독서， 서울 : 독서학회， 1995. 

박영목， 국어이해폰 : 독서 이론의 기저 이콘， 서울 : 교학사， 1996. 

이성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95 

이용숙 · 조영태 · 황규호，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서울 : 한국교육 

개발원， 1994. 

윤병회·박태준·백순근·정유상·함수곤·황규호，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교육과정개정위원회， 1996.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콘， 서울 : 삼지원， 1996. 

한철우， 독서 교육 연구와 지도 방안 탐색， 논문집 제 33집， 서울 : 한국국 

어교육연구회， 1988. 

한철우， 문학 교육과 독서 교육， 대학의 국문학 교육，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220 국어교육연구0996. Vol. 3) 

Applebee A. N., Tradtion and Reform in the tea대I‘ng of English : A 

History. Ed. rH7 703, 1974 

Applebee A. N. & Purves, A. C. , Literature and English Language Arts, 

1n Jackson, P. W. (ED.). Handbook of Reasearch on Curriculum 

N. Y. : MacMilan, 1992, pp. 726-748. 

Bruner J., Actl따1 Mind and Possible World, Cambirdge : Harvard Univ. , 

1986. 

Cashdan A., Litenα:y :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Skills. N. Y. : 

Basil Blackwell, 1986. 

Cunningham ]. W. & Fitzerald ]., Epistemology and Reading, RRQ, Vol. 

31. No. 1. Delaware : IRA, 1996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A Language for Life. London : 

Her Majesty I s Stationerγ Office, 1975. 

Doll JR. W. E., 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N. Y.: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 Press, 1993 

Duffy G. G. , Reading in the Middle School, Newark : IRA, 1990. 

Gane R. M. & Briggo L. ]., Principles of Instructional Design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Garton A. & Pratt C. , Learning to be Literate : The Development of 

Spoken & Writtwn Lα19uage， London : Basil Blackwell, 1989. 

Gerdler M. E. , Learning and Instruction: Theory into Practice, 

MacMilan, 1992. 

Geva E. , Facilitatin당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Flowcharting, 

RRQ, 1983, 18., pp. 384• 405. 

Harris T. L. & Cooper E. ].(EDJ , Reading, Thinking and Concept 

Development, N. Y. : College Enterance Examination Board, 1985. 

Hirst P. H. , Knowledge and Curriculum : A Collection of Philosophiml 

Paper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4. 



읽기 능력 선장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 221 

Goshi A., Webber B., & Sag 1.(Eds.) , Elements of Discourse Unders따nding， 

N. Y. : Cambridge Univ. Press, 1~1. 

Kintsch W. ,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Tγ， HiIlsdale, N. J 

: LEA, 1974. 

Kintsch W. & Van Di. Jk, T. A.,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ml Review, 1978, 85., pp. 363-394. 

Langer ]. A., Reading , Thinking , Wrting and Teaching. Language Arts, 

NCTE, 돼(4) ， 1982, pp. 336-341. 

Luria A. R., Cognitive Development : /ts Cùltural and Social Foundations. 

London : Harvard Univ. Press, 1976. 

Macallough C. M. , What Does Rcsearch Reveal about Practices in 

teaching Reading? , English Journal, 1957, 46, pp. 475-490. 

Massimo, Piattell-Péùmarin, Lα7guage and Learning : the Debate J ean 

Piaget αld Noom C뼈m<;ky， Harvard Univ. , Prcss , 1980. 

McNail j. D. , Reading Comprehensíon : New Dírectíon for Classroom 

Practíce, Glenvicw, IlI inois : Scott, Freeman and Company, 1984 

Mandel B. , Three Langl따'ge art Cur,.iculum Models : Pre- I\indergarten 

through College, IlIinois : NCTE, 1980 

Marrou H. 1., A History of Edumtion in Antiquity, Madison, WI :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Mavrogcnes N. A. & Pad뻐 N. D. , The Reading road to Writing. Journal 

of Edumtional Research, ]982, 75, pp. 3..S4-:159. 

Moffett ]., Teaching the Universe of Discourse, Boston: Houghton 

Mifflin CO. , 968. 

Moffett ]. & Wagner B. ]., Student • Centerd Language Arts K -12. 

Portmonth : Heineman Educational Books, ]992 

Lioyd-Jones R. & Lunsford A. A., 까1e English Coolitíon Coη(erence : 

Democraζy through Language, IIIinois : NCTE, 1989. 



222 국어 교육연구(1않~. Vol. 3) 

Olson D. R., Torrance N. & Hildyard A., Litenαy， Language and 

Learning, N. Y. : Cambridge Univ. Press, 1986. 

Reid W. A., Thinking about The Curriculum,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Robinson H. A, Faraone V., Hittleman D. R., Unruh E., Reading 

Comprehenson Instruction 1783-]‘987, Deleware : IRA, 19W, p. 9. 

Salter W. H. , Teaching Expository Text Structure with Structural 

Organizers, journal of Reading, 1985, 28, pp. 712-718. 

Samuel S. ]. & Kamil M. L., Models of reading process, In P. D. 

Pearson(ED.),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N. Y. : Lonman, 

1984. 

Schmeck R. R., Learning Strategies and Learing Skills, N. Y. : Plenum 

Press, 19&3. 

Smith N. B., American Reading Instruction, Newark, DE : IRA, 1985. 

Taylor B. M. , Teaching Middle-Grade Student to Read for Main Ideas, In 

]. A., Niles and R. V. Lalek(EDs.) , Solving Problem in Litenαy. 

Learner, Teacher, and Researcher, Thirty-FiFth Year 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èmferance, Hochester, N. Y., National Reading 

Conferance, 1986, pp. 99 • 104. 

Taylor B. M. & Beach R. W. , The Effects of Text Structure Instruction 

on Middle-Grade Student ’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Expository Text, RRQ, 1984, 19, pp. 134-146. 



읽기 능력 선장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 223 

〈부록 1> 1차 교육과정의 얽가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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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교육과정의 얽가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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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폭 3> 3차 교육과정의 원가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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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4차 교육과정의 얽기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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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6차 교육과정의 얽기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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