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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가 교재 구성 방안’에 대한 토론문
신

그 동만 영성한 국어교육학 분야 중에또 듀히
흘히 취굽되어 왔던 국이

교새

구성

l상안에

손이

헌

재*

)]1 지지 못해사 소

니}하여 죄[저텀

양과 선띤에

사 충실한 연구 발표핀 니l 하게 !i1 이 밴가웠다. 이 분야애는 그 동안 우 리
나라에서

세대로 연구된 논문이냐

침 jI 합 낀한 자J-l. 7} .~:___ 문 설정이었는

데， 그런 가운데도 바땀직한 얽기 영역

.JIL 새 二11.상 r상안에 판하여

이딴픔

알차고도 훈륭한 연구 발표쉰 해 주선 연구자에게 노 jl 룹 지하한다.
먼저 연구자는 교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기능 선상’이라깐 꼭표 단성
윤 위한 체제적

학습 내용파 이륜 효윤석으로 션현하가

위힌 방범판원

단아내야 한다는 당위콘으보 l딩폐하게 잔 정 ç1 해 주-었다. 그펜데 현실븐
국어교육윤 이판화하기

위한 학개의

노막 부-측파 교육계의 그l 정화싼 닫

힌 교재핀으로 인해 교제가 언어사용기능 신장얘 기여하지 못하고 국야
의 지적 내용닫을 단순히 조직

l새염하는 션과)내용 중심 수준이l 퍼붙뿐

이지， 과정-망볍 중심에 이프지 못하고 있다띤서 그 원인과 \:1 원-어 한 711

섞올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연구자는 이어서 그런파 펴11Ej( Green

H. A. &

Petty WJ 가 일썩이 거흔한 바 있는 교재의 일곰 가지 가능을 갈어 읽기
교재에 적용하면서 우리 나라 국아 교과서는 그 풍 4， 5， 6， 7 항목이 u1 흡
했다는 반심과 c:-]붉어， 얽기 교재에는 JF- 엿보다 학습자 요인과 급 요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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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교수-학습 전략 요인에 판한 연구 결파가 충실히
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딩위폰에

공감한다. 아울러

반영되어야 한다
교재는 교수-학습

방법콘을 체제화하여 반영시킨 연습책 위주여야 하지， 읽기 자료에 불과
한 독본형으로 끝나서는 얀 된다는 주장에도 찬동한다. 그리하여 국어 교

재의 학습과제 구성의 원리쿄 아동의 동기플 유발시카는 홍미성， 교수-학
습 과정의 실제성과 효율생， 내용 전개 및 진숨의 구체성과 간결성， 교수
-학습 단계의 명료성 및 목표 타당성 등을 거콘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윈
직적으로 당감한다.
그러나 본 토펀자는 위 논문의 주제인 읽기 교지} 구성 방안에 관한 논
의룹 좀더
입장이다
상의

생산적으로 하지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그러하여

_~I~_ !듭판자는 연구지의

만 c] 석인 측면에서의

문세섣윌 벤지

말표 내용 가운데， 진술 과정
갚고 토콘자의

오해인지

여부

룹 묻고 싶다. 그러고 연 규사의 고견플 끌어엘 꼭적으로 중간에 한두 가
지 이견븐 제시하여 :2 애 대한 견해뜰 붙 jI 자 한다.
연 :~I L 자는 머리말에시
디-고 하띤사

이갚 위해

대한 깐의라고 했다

앞으보 7 차 교육파정이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뭔
시납한 젓이 국어파 교육 내용 체계의 위계화에

그리고 ‘깐고에서는 읽기

영역

교수 학습의

체계화

와 관띤하여 꽉히 읽기 영역 .ul 재의 바팎식한 형식적， 내용적 체제릅 풍
선으보 논의하고시

한다’고

했다

그러하여

든는 이로 하여급 국어교육

~1 즙애도 뜩하l 읽기 영역의 교수 학슴 내용 렛 교수-학습 방법의 위계
화 내지

체계화에 디l 한 죠정의 연구 간과펀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2 장은 교지1 에

대한 당위판석인

개념과 가능윤 거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3 장에서는 1 차보부터 6차 교육과상까지의 국어파 읽기 교지l 의 쪽차
외

만원 내의

각의

진숲 순사에 나타난 득정단플 힐밸하며

문제점플 기l 판적으로 거~~~-한 더]

바， :lIL 파서

분석의

핵심

내용인

비교 검토하고 각

::2 쳤다. 이것은 3 장 초두에

만원간 세열성과 단원내 통합성

비친

여부룹

집검하는 더l 는 어느 정도 검맞윤지 볼라도， 머리말에서 제가했던 교수-학
습- 내용 및 방법의

체계화 내지 위계화필 가려보고 바람직한 것을 추구

‘?} 가

n'. 새

IL 싱

I!]

얀’에 L I\ 칭

.IJ:. ’- .:~~-

:~;j D

하는 목적애 부응하기애는 111~f，~ 81 디 :IL 이니띤 수 없디.

여기시 또 하나 갚고 싶은 갓븐

인 ;1 영역애사 t:j다l 야 텐 핵심서 니l 용

요소 체계가 섣정원 l대 ~l 라고 이갚 위해 이해의

잔략둡이

석섣히 위계화펠 때에

고 했는데， 파연 여기시

j'} 싱파 판단1 뇌간 ;1 낭

비쿄소 읽기 피l 새의

체제화펀 임기

영역의

치l 세노 션 수 있다

핵심 내 용 요소는 무엿인

지 그리고 이해 파정 상의 기능 선략의 위겨l 화는 과연 」，L 잇윤 71 칭한 만
인 71

하는

점이다.

만띤

읽 ;1

영역의

치1 개화가

li} 에뜨(Barrett) 니

라덴

CRuddeJl)류의 이히} 가능 분뉘 항꽉을 토대로 하여 읽기 가능윤 세분히:"_
그 분절뀐 각각의 가능플 .llL 수 · 학습 요소보 위개화하여 읽가 .llL 새에 구

현되지룹 전제로 한 이야기였디떤 이이
1

가능은 서 í - 의
먼 지능갚이

-6 악할 수 없디. 왜냐하띤 염기

많은 연구가 밝힌 바대 iA 실시l 환동 파성이l 샤 이렌 세분

세각 ;1

판휘되는 것이 이-니라， 좀합작으다 작용착여 영우1 뇌

는 깃이기 때문이다. 따라샤

읽기

가능은， 꺼 ~l 세분펀 가능 lJI i~~→ 나타나

지도 않고 그렇게 위계화침 수도 없는 갓이다

산꽉윤 우1111 화 ðll 야 헨니 :lL

했는데 ~L 갓도 한두 마디쿄 거판만 했지 좀더

구체적인 선 1 잉도 ， :L 터녕

성을 입줍할 근거도 없으니
아니면 난이도애

막띤한 맏이디. 그것이

선지상의 위기1 화인시

따픈 위계화인지 말 수 없디. 7 지의 수준별 피[육'i'} 징은

시행하는더1 선겸펠 핀수적인 파재야고 강 3슨한 \11 파만 내용윤 동하1 시 보
띤， 학습자의

입장에 토니}룹 문 난이도애 띠→판 위 71]화 새넘윤 포딴한 갓

으보 추측해 꽉 수 있지만， 그라나 정 식 3, ，1 징의 깐의 내용판 보띤 그와
는 달라시 이 위계화의 개념윤 또호하게 틴H 다.
또 띤 --I L 자는 2 장애샤
상애샤

;나둡학피l 읽기

':'I~- 어과 ~l1L 씨의
교고}사의

하고 난 뒤， 이쓸 토대쿄 하여

개인과 기낭윤 산펜 lil→ 1강 우1 이1

;jl 싱제기l 살 승심으 ll~ 변천

:i

A 정은 조감

판 연 ~IL 으l 핵심인 4 정-윤 ~1=_ 슴했디'.-1 런데

여기사 제가되는 의문점은 과연 이 4 상의 ‘읽지의 핀잔」’l 비딴식한 괴고l
사의 방향’이 3 상의 사석 고찬。1]시 논의한 내 용으보부 E1 귀간뭔 만한 :1.
런 긴밀한 논리적 관계갚 고l 연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헤는 갯이다. 읽 ;1
의 판섣애 디l 하여는 텍스뜨륜 의]1 1 쿄

지1'1’싱히l 내는 사 jf.

'l 싱이라

.i

친!성

,;01 Jι 씌 'i' l 'IL (1 ~n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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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ll .' L 주요 맨언으모 꽉 자 측 lJ} ， 넥/. E

었간너l， 이 섯끈 얀

상 i’~ ~l 혀 f，석，)한

폭 lι 가능과 선략 건-떤유

['11 디 또 민디 븐 년거나 인용

r;

?!-주도

、

없이

Jll 파사처낀

l상향’이l

다l 혀

당워서으 if~_ ~lr~- 숨하고 있디← .

.-L2!-'i'.

진숨 내 용도 :2, ;)상으~}-부터 궈 깐되이

‘바란작한

Jj~ 1'1 사의

니판 갓이

아니기간

마찬가지다. 좀다 명확한 끈거판 비 l강으 ii’- 하여 이런 Jll 파서 91 이상작 ^I
향점윤 거판하 c4 띤 기판의 ~1~ l’l 사 꽉자만닫 줍션으 iiL -;!-펴서 ~L 인빈석
성향은 동해 구l 견하는 갓으 jIL 간 부슨하다고 싼다
의

사석

아동-의

:ll 찬 9. 다간
멘응-이

이떠했간 ^I 갚

설세

이버이라한 튜싱유

아떠했고， 디판

ul j )l,

지l 새듭

이띤 !H 판적인 .ul 파서

지난 iι 새칠- 사용한 전과

지니 JiI.새이|

대한 아농의

빈응은

겸보하는 다양한 싣떤 판찬 떤 :，L 쉰 선행시켰윤 l대， Jl I

보소 탄탄한 토대 위이l 이상석

.ill 세 구싱의 방향판 진숲-한 갓으 i~_ 인정

받플 수 있다고 싼다

~J. t' 1 나 아직 이런 실험 뀐전 연구 91 분위 7] 도， 또대노 세대모 갖추1 지 ^I
봇한 그It 아」ι 육학의 현 연구 단셰이lTE 텔-구히고， 띤 j[ 자는 ~I 만표애사 우
리 퍼아

괴재의 파거감 빈싱함 i)~ [] 린-이

앞 o r깅

그츄 1'- 한 권‘이

교 ^H 익

이

상석 방향유 JJI.1Il 서 야당하세 세시히l 줍으쿄 하1 시， 띤 ，LA} 의 국아 .11' 육에

대한 남다픈 ~'l 심파 이}착에서 나온 남다븐 혀1 안을 브근 l 내 보여 주었 7] 애
이룹 지하하지 않플 수 없다. 그이 JL 이 연구 발표 감 i'~ 가 앞으 i~~_ 이 l상

띤을 연구하는 이단에게 하나의 좋은 지침둡 구섣 ö] 5']기관 기대해 따지
않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