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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제계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읽기 지도 내용의 채계화와 계열화플 위한 몇 가지 채언
박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음 개발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과제는 아마도 각 학년별로 국어

영

목*

가장 복잡하고도

Jl~ 과의 하위 영역별 지도 내용

을 선정하는 일일 것이다. 저1 5차와 세 6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 l괄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발표자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해

매우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의 기억에 의하면 발표자는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학년별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선정을 위해 다양

하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받표 원고에 세시된 바와 같이 제 l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제 5치 국이과 교육괴정까지 각 시기의 국
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단 체계적으보 분석하는 연구，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제시펀 지도 내용을 비」ι

분석하는 연구， 면담과 설문지륜 풍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덤을 위한 연
구， 읽기 이론과 읽기 지도 이판에 관한 문헌 연구 등윤 통하여 발표샤가
획득한 통첼은 이번 발표 내용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는 발표 논문에서

먼지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 및 체계화 방식윤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시기별 국어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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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저l 시된 읽기 지도 내용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읽기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을， 읽기

영역

영역 지도 내용의 범주， 읽기 기능과 전

략과 자료 사이의 관계， 읽기의 주요 기능과 전략 등의 측면에서 탐색하

였다. 끝으로 발표자는 이러한 탐색의

지도 내용의 체계화 방안을 예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

영역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의

대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발표자가 예시한
바와 같이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을 제계화할 경우 내용 선정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얽기

전략은 언제나 특정의

읽기

기능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읽기 전략이 서로 다른 유형

의 읽기 가능- 수행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체계화 방안’을 국가 수준-의

국아과 교육과정음 개발하는 과정에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에

대

한 세심하고도 치밀한 정..iiL 화 작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토콘자는 읽기 지도 내용의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제안올 하고자 한다.

1. 읽기 지도 내용음 선정할 때에는 독자 변인， 텍스트 변인， 독서 상황
변인 등윤 모두 고리해야 할 것이다.

읽기란， 옥자가 힐정한 상황에서(독서 상황 변인)， 필자가 구성해 놓은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독자 자선의 사전 경험(독자 변인)과 필자가 제
시한 단서(텍스프 변인)룹 상호보완적으보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에시 독자는 개별 문장애 제시된 아이디어릎을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기억
하며(소단위 정보 처리)， 젤파 절 또는 문장뜰 사이의 관계플 파악하여 명
제갚의 의 u] 탈 적절하게 콩합하고(동함적 정보 처리)， 텍스트의 각 부분애

제시된 주요 아이디어뜰을 조삭하고 요약하여 재구조화하며(대단위

정보

처리)， 필자가 명시적으로 제사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정보 둥을 추론이나
상상을 통하여 생성해 내고(정보띄 정교화)， 필자가 제시한 아이디아달의

정획생 빚 적첼성 여부릎 판딘힌다(비판적 정보 처리). 이러한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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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적이고도 상호보완적으로 진
행되며(상호작용적 정보처리 가설)， 똑자의 독서 목적 등파 같은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되고 점김되고 통제된다(상위인지적 정보 처리).

2.

읽기 지도 내용 선정 시 독자 변인을 고려할 때에는 학생들의 기존

지식， 독서 동기와 홍미， 문화적 차이， 독서

기능 등의 요인듭을 중시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기존 지식은 읽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기존 지식의 활성화， 스키마의 활성화， 기존 지식의 형성， 개념의 형성
등을 위한 학습 활동이 중시됨 필요가 있다. 예를 뜰어 개념 형성을 위 한

학습 활동에 았어서도 @ 연관되는 속성 명명하기，(2) 연관되지 않은 속성
삭제하기，@ 예 (example) 제시하기，@ 비예 (nonexample) 서l 시하기，(5) 하
위 관계에 있는 용어 제시하기，@ 상위 관계에 있는 용어 제시하기， 0 대

등 관계에 있는 용어 제시하기 등과 갇은 전차 (Frayer， 1 9(9) 를 밟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독서 기능은 기호 해독 가능， 단어 식별 기능， 독해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독해 기능은 여러 가지 하위 기능으로 세분
될 수 있다.

3.

읽기 지도 내용 선정 시 텍스뜨 변인을 고려할 때에는 가독성 및 정

보 처리성의 정도， 독자 수준과의

적합성，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의 구조

등의 요인올 중시할 필요가 있다.
독자 변인이 누가 읽는가에 판한 문제이라띤， 텍스트 변인은 무엇을 읽

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독성을 결정 짓는 요인들로서는 어휘의 난
이도， 문정의 길이， 문장의 구조 등흘 듬 수 있다. 텍스트의 정보 처리성은

소단위 정보 처리， 통합적 정보 처리， 대단위 정보 저리， 추폰 흑은 상상석
정보 처리， 비판적 정보 처리， 상위 인지적 정보 처리 등의 측면에서 그 적
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텍스프의 구조에 관한 정보는 독해의 과정에 큰 영

향을 미친다. 텍스트 구조에 관한 정보의 활용 정도는 독서 능력의 발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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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다르다. 내용의 계열화 과정에서 이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하기의 일환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활용하는 단계

(Meyer, Young , & Baπlett : 1989) 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에서
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독자는 조직 형태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저11 2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
르지만 텍스프의 조직 형태와는 다른 조직 형태를 활용한다. 제 3단계에서
는 무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텍스트의 조직 형태와 동일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다. 제 4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조직 형태와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변서 실제로는 텍스트의 조직 형태와는 다른 조직 형태를 활용한다

제 5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텍스트의 조직
형태와 동일한 조직 형태룹 활용한다. 제 6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
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계획하가 전략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텍스트의
조직 형태와 동일한 조직 형태쓸 일관성있게 활용한다.

4 읽기 지도 내용 선정 시 목서 상황 변인을 고려할 때에는 독서 목
적， 사회적 맥박， 교실 환경 등의 요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똑시 상황 변인은 왜， 언제， 어디서 읽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독서 상황에 따룬 효과적인 옥서

전략의 계연화 방안 Orwin， 1986) 을

발춰l 하여 예시하띤 다음 표와 같다.
묶서자료 유형

독자 유형

유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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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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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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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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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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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읽기 지도 내용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독서 기능과 연령 (agiog)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해의 정도는 독자 특성

독서 파제 특성

텍스트 특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해 과정에서의 상위인지
독서 목적에 따른 독서 행위의 조정

전략에

해당하는 독서 목적 설정，

중심 내용 식별을 위한 의식적인 노

력，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지식의 활용， 문맥 정보의 의식적인 활

용， 텍스트의 명료성과 일관성과 완결성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 내용 이
해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대처

내용 이해의 정확성과 이해 수준 점검 둥

은 독서 능력의 발달 단계 또는 연령에 따라 심한 차이룹 보인다(박영목，
1잊)6). 텍스트의 회상 능력 흑은 표상 능략에 대한 예언 정도에
어휘력

19% ,

연령

내용 식별 전략

12% ,

1%,

회상 전략

5% ,

세부 내용 식별

텍스트 표지의 활용 전략

1%

전략

있어서

4% ,

중심

등으로 나타안 복합회

귀분석 결과 (Meyer 외 1989) 도 독해에 있어서 연령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6.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 선정 시 현행 교육파정에 저l 시된 문학 영역

의 지도 내용을 통합하여 저l 시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 문

학교육이 문학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 ..iiL과의 한 영역으로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어 교과의 모든 영역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즉， 말하기 · 듣기 · 얽기 · 쓰기의 모든 영역에서 문학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처럼 문학 텍스트의 읽기 지도 내
용이 비문학 텍스트의 읽기 지도 내용과 무관한 체계와 논리에서 선정된

다면 결국은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안겨 주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