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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적 대웅잭 중 하나로 m>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표적 초 중동학 

생용 이러닝 서비스이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1는 'ðJJl년에 ‘^to\버가 

정학습 심화 학습형 콘렌츠 개발” 샤엉융 시작으로 있8년 중학교 1학년 

용 국어과" :Ð1O년 중학교 2학년용 국어과 사이버가정학습 콘렌츠 내용 

개발을 당당하였다 묵"\ :rOJ년부터는 때7 개정 표육과정애 맞춰 새로 

훈 콘텐츠플 개행}였으여，:Ðl1년에는 때7년 개정 교육과정과 뼈년 개 

정 교육과갱올 모두 반영한 혼렌츠를 개함}였다 :Ð1l년도 국어과 ̂to\ 
버가정ξk융 사엽의 수준영 콘렌츠 내용 개알 앙~，은 때B년과 :ÐIO년의 

개발 앵향(송지언 외 = 깅효정 외， :ÐI I)과 마찬가지호 었JlI'ðJ1J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사이벼가정학습 기개발 콘댄츠률 분석하교 실 

질적 언어 환경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그림 1> 잉11 시이어7업익i 콩현츠 재얻 잉g 

<2f1J//'lfrfj 개정 교육과정〉 

• 정엉용 토대로 한 장의적 운쩌 
에경 

· 실셰 언어 사용외 액약 강죠 

· 용셰잭 언어교육원 

〈악슐자의 요구〉 

중어교 내신 잊 고중학교 입시 
대에 

\ / 
(j) 다양한 교과서의 ~동융 포강하여 억f엉 성위도 양상 
ø 다양한 국어 영액의 용합 주세에 대한 특서 토용， 

논술 앙용 

7 
〈교과서〉 

총 12종의 검정 교파서 

ι 

\ 
〈언어환경〉 

다양얻 얘새용 기안으호 다양한 
언어 앙동 가능 

[기본 혼앤효， 에심정리 흔앤츠‘ 싱화 혼엔츠] 

” 정옐진야 내용성도산 동영싱깅의진은 시융대 한l교육연?소 언구t!. 셔옹에 극어 
교육까 대억씬생， 중 고동학교 현칙교사 용 %여영으호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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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2W) 개정 교육과정 문석에 따른 수준멸 콘땐츠 개발 

중학교 3학년의 교육내용 및 교과서는 총온 차원에서 었8년 개정 교육 

과정올 바당으로 하고 구셰적으로는 때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빛 내용 요소의 예를 활용허여 개땅되었다 :ml년 개정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융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력과 경험올 토대로 이해를 넓히는 것 

을 중요한 목표로 채시하고 있다(교과푸. 때1)1 이는 일상적인 언어생항 

에서 발생~I는 다양한 경영융 교육적으로 유의이한 문제 상황으로 구조 

화하고 이툴 학습자가 창의척으효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 

하고 사고력 잊 장의역융 신장시키는 망향으로 교육 내용에 저시되어야 

합올 의미한다 또한 때7 개정 교육과정애서는 교육 내용의 체계에서우 

터 언어3안동의 ·실채’와 ‘액략올 중시6애 할액악적인 기능， 단연적인 지 

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석인 한동을 흉한 총셰적인 국어 능력 

의 합"0'융 지향해야 t'올 보여 주고 있다(김효정 외， :lJ1lI 이률 위해서는 

다양한 얘째을 기반으로 수앵되고 있는 실찌척 언어 생활의 영F싱올 학습 

콘렌츠에서 반영힐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lJll년 중학교 3학년용 국어 

과 사이버가정학습은 기본 콘렌츠에서 일상적 언어생활과 근정한 형태의 

다양한 상황 속애서 스스로 운제를 알견하고 당구힐 수 있는 활동올 채시 

하l 핵심정리 론댄츠애서는 지식올 영제적으호 구초화하고 완전히 이 

해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싱화 온렌츠에서는 본격적인 액스트 당구율 

흥해 지식융 획장하고 장의적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습 주재를 선영할 예의 영역 구분도 국어과 교육과정의 셰채훌 

참고하였다 국어과 표육과정은 5차 교육과정 이후로 말하기， 듣기， 얽기， 

쓰기， 문학， 운엉의 6영역 체제를 이어오다때7년 개정 교육과정어서￥터 

영역 구분운 6영역 얘제훌 유지하되 각 영역에 얘채언어와 관련원 내용 

융 포항시키고 고퉁학교 선택과목으로 〈얘셰언어〉흘 신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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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레비션， 영화， 인터넷 핸드폰 동 다양한 애체를 바탕으로 한 언어활동 

이 일상 생활에서 큰 비중올 차지g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l 요구되고 있던 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Jl^}i;'벼 시도였다 % 개 

정 교육과정에서 얘체언어 과목은 다시 폐지되었으나， 학년옐 세부 성취 

기준은 때1년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1, 매체언어는 국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때l년 싸)버가정학습은 JHü년 사엽에 이어 듣기， 알하지 읽 

기， 쓰기1 문엉， 문학 영역은 물론 얘제 영역까지 총 7영역으로 학습 주제 

즐 선별하였다 이는 다은 영역은 울흔 매체언어의 영역에서 륙히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이려닝 콘렌츠의 특성을 살려 일반적 교실 수엽을 보완하 

고 교육 효파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연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종이 교과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조썩할 수 있는 앙앙향적 활동올 구 

안하여， 교수 학습 차원에서의 매체 활용의 모엉올 제시힐 것이다 

또한 때R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든 교과서 연챈써 각 영역을 통$하 

여 설재적인 언어생활올 반영한 교육 내용올 마련해야 힘이 주요한 원칙 

으로 제시되고 었음을 반영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콘렌츠 역시 7개의 영역 

이 개별적으로 분화되어 제시되는 것올 지익상하고 언어 항동의 양잉에나 

교육 내용의 성격을 중심으로 영역 통합을 지빵}고자 하였다 그려하여 

JJll년 사이어가정학습의 기본 콘렌츠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 

로 한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우와 두 개 이상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바캉직 

한 정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그리고 심화 론렌츠에서는 영역 흉합 학습을 

특히 강조하여 여러 영역올 아우흘 수 있는 통합 학습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독서， 논슬 토론 동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안하여1 교육 내용과 방엉 양 측면어서 영역 간 통합 학습올 

실현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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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엠 성취도 향싱에 실질적 도웅율 줄 수 있는 콘펜츠 개일 

사이벼가정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지틀이 스스로 훨똥을 수행해 나가 

며 학습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올 심화 와장시켜 나가는 학습 모텔올 기 

반으로 콘렌츠를 개향}고 있다 그러나 현장 피드액을 수합한 결과， 중 

학교 30)년의 경우에는 특히 증학교 학습을 0)우리하고 고등학교 엽학을 

앞두고 있는 학년인 만큼， 학습자플융 중심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연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겁 성취도 %L상의 요구가 두드러졌다 교사등 역시 

수엽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자료와 활동 뿐 아니라1 학습 내용 

올 정겸하고 피드액히는 과정에서 할용할 수 있는 충분한 평가 자료에 대 

한 요청이 높았다 이러한 학년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를 수령하여 3lU년 

도 국어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는 핵심정리’ 콘렌츠를 

신설하였다 이 콘렌츠는 학습자들이 기본 곤렌츠에서 여러 가지 자효와 

활동을 경헝하며 원리플 발견하고 획인하는 땅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명 

제적 지식의 형태로 간결하고 영확하게 정리하고 선생님의 동영상 장의 

를 용해 쩍심 내용융 다시 한 언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또한 선다 

형， 단냥형， 서술형의 다양한 문제릎 저 시하여 학승3단들이 학습한 내용올 

스스로 펑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라한 A)이벼가정학습의 콘텐츠 연성은 학승자틀의 ξν엉 성취도 .，'상 

을 위한 다~，'한 전략 중 상대적으로 부족였던 평가와 피드액의 측연을 대 

폭 강화한 것으ξ 이를 흥해 사교육의 의존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올 정상 

화하는 데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3 검인정 교괴서의 대안으로서의 콘탠츠 개알 

사이버가정학습은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수업의 보조 자료로 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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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웹사이트애 성속하여 보충 

및 심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때7 개정 교육과정부 

터는 중동 교파서가 갱인정 체제로 바셈에 따라， 종전의 사·이버가정학습 

과 강이 공용의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 내용을 모든 ~h습자가 함께 활용하 

기는 어허용 상형이다 이에， :mJ년 사이벼가정학습부터는 정인정 교과 

서 전종율 모두 겁토하여 론렌츠 내용에 고루 반영하도혹 하고 있다 이 

번 사이버가정학습에서도 콘탠츠 개알 단계에서 12종잉)에 이르는 국어 교 

과서툴 검토한 뒤， 공용적인 학습 내용융 추출.~져 콘렌츠에 최대한 반영 

하였다 또한 수록 제재나 학습 활동등올 연중되지 않게 고루 활용하여 

제시해 줌으로에1 다".，>한 교과서 로 혁h습하는 학습자을율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하였다 뿐안 아니라， 학교에서 선갱한 l종의 교과서안 주로 정하게 

외는 교사와 학습자들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활동과 제재를 통해 성취기 

준 및 학슈 내용에 다각도로 정근할 수 있어 교사는 보다 다ι양}고 적절 

한 교수 학습 계획을 아린할 수 있고 학습자는 보다 흉부한 학습이 가 

능할수있재 하였다 

이흘 위해 사이버가정학습의 전체 콘렌츠는 내용과 관련되는 검인정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율 12종 모두 제시하였으며， 교사와 학습자의 

활용도흘 높이기 위혜 표과서 별로 각 단원과 연관왼 콘앤츠를 정리하였 

다 

2) æu년 8생 Z잉 a육과정영7f핍이 낼요한 갱갱 싱사 경과 직앙 안정 요과셔II 충안 

A써 따라 소개하안 (주)이예엔형쳐그용 2용， I주)표학사 l종 (주)지학사 l종" I주}긍 

성종싼샤 l중 {추)전찌"-육 l좋 ‘주)내.il. 2풍 (주)갱이 1좋 (주) 도셔출연 디딩윤 l 
종 (주)비상교육 l종 {주)예잉에듀 l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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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학교 3학년용 국어과 샤이벼가갱학습 학습 주제 

l 시이버가정학습 혁습 주제 선정 기훈 및 밍엄 

중학교 3학년용 시아버가정학습 론렌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 주제 

를 선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옥록화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 사이 

벼가정학습 개얄 시에는 기본 콘렌츠 핵심정리 콘텐ξ 심화 론렌츠로 

학습 주제를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기용 콘렌츠 m개， 핵심정리 콘 

텐츠 1>개1 싱화 콘렌츠 li개가 마련되었다31 기본， 핵싱정리， 싱화 콘렌츠 

는 수준영 학습을 염두에 두고 분류한 것으로서， 각 론렌츠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자틀의 지율적이고 수준에 맞는 학습에 도울이 되도록 기 

획하였다 

1>11년 현재 중학교에서는 검정 쿄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올 고려 

6때 시이버가정학습 주제 옥록을 작성할 때에도 이흘 고려할 필요가 있 

었다 교육과정 성취기춘을 상세화하고 펼요에 따라 조합 분할하는 ξk성 

을 진앵하는 동시에 다양한 검정 교과서의 단원 및 차시 옥요도 분석썼 

다 

〈주제 옥혹 개알의 기준〉 

뼈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의 예 

검정 적앙 안정 표과서의 단원영 학습 옥표41 

31 기온액상정혀 싱화 콘앤츠의 흐용과 각 곤댄츠의 개수는 한국쿄육학숲정호원의 제 
안요청에따엉다 

41 사이어가정학습 억슬 추셰 션정 기준흉 이상의 두 가지호 상은 근거는 송지언 외 

(잉>> 'lD-æ7)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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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효 성취기준과 각 교과서의 단원별 학습 옥표와의 판련성올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제 목혹이 개발왼 생이다 

위의 두 7찌 기준율 바탕으로 하여 주제 옥록을 개말한 파정옹 다옴 

과 짙다 현앵 때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9학년에 총 18개의 성취기 

춘융 배정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듣기 영역에 4개， 말하기 영역에 4개， 읽 

기 영역에 5개， 쓰기 영역얘 5개， 운엉 영억에 5개 그리고 문학 영역에 5 

개가 배정 되어 있으며， 각 성취기준에는 ‘지식， 기능， 액략에 해양하는 

3-4개의 ‘내용 요소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짙이 총 18'H의 성취기 

준에서 사이버가정학습 기본 콘렌츠 주제 목흑 m개흘 도출해 내기 위해 

서는 하나의 생취기준당 약 3개의 주제를 개말해야 했다 

다옴으로 주제 목록 개알 기준의 두 번째 축인 교과서흩 살여올 수 있 

다 12종 교파서의 탄원별 ~，습 목표 선정 방식올 보언 한 단원에 2-3개 

정도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당고 있다 이때 성취기준플은 그대로 옮겨 

지는 것이 아니라， 탄원의 생격얘 척힘r하게 변형되거나 성취기중 간 조합 

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때 조%에나 연형의 양상은 표과서별로 상이하 

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에 반영원 성취기준에 따라 주제툴 기계적으로 산 

출'ßH능 것응 우의미였다 

결과척으로 주제 옥록은 교육l얘의 성취기준을 근간으호 하외1 성취 

기준 강 조합을 시도해야 할 때는 검정 교과서들의 단원 학습 옥표륭 창 

고하여 내용 요소 간 용합이 가능하도록 구안하였다 

2 시이버가정ξ을 ξ염 주제 목특 

위와 같은 파정융 거쳐 확정한æll 사이버가정학습 중학교 3학년 국어 

과 콘렌츠의 ~，습 주제 옥혹은 아래와 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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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2011 ,4.10 어기정학습 혼댄흐 재일 중학교 3~엔 학습 주재 욕특 

단왼 
학습 

기본콘앤즈 
싱 'f 온앤츠 찍성정리 콘렌츠 

주제 (용항원 기옹 주쩨) (용앙원 기본 주쩌) 

언어의 기효적 

욕성 1-3 
문냉 l 

2 
언어의 구초적 

I 
한국어의 1-3 

l 국어의 
. 13 

언어의 욕성 
131 

보연성과 +13-
(3) 언어객 욕생 

- 14 
욕성 언어와사고 욕수성 )4 .35 

3 샤회 문화의 -35 

판제 

4 
국어 옹용 

셰계의 욕성 응;ε 
운영2 

국어 응용의 2 째계에 4-6+ 2 국어의 용운 
읍운 5 

연홍 l (6) 맞는바른 53 (6) 세계 
4- 6 

쩌계 
국어 옹훈의 바i으p 

6 
변동 2 

7 문장의 구조 기사문에 

안용문장 
서 

8 3 !l.효하고 8-9+ 3 운장의 
문엉3 (10) 부정확한 32 110) 쩌임새 

7 - 9 
푼장의 9 이어진 운영 운상고셔 
쩌임 M기 

10 
서슬어와 

자릿수 웅징성과 

운영4 1 ) 
글(당화)의 4 홍일성융 10-2 4 

글의 구성 
10-

융(당화) 용일성 (12) 고려하여 .33 (12) 12 
의 응(당화)의 '"쳐 쓰기 

구성 12 
용징성 

운엉5 13 
힌국어의 언어， 

한국어 운화적 륙성 

의 
한국어의 위상 

욕성 14 

운아l 
15 

고션 문학의 5 끄선 
17+8 

5 고션 운학으1 15-
고전운 가치와중요성 115) 문학의 (17) 흩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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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적 

용성 

고전문학얘 
고전 

16 드러난삶의 
6 운악의 

17+38 
(16) 연용과 

악의 자에 
확장 

가치와 
고선 15-1 

중요성 17 
고전운학의 7 

문학의 6+47 
g현적 용정 (17) 

용정 -48 
고선문학에 문학 

18 대한욕자의 작용에 

경얘 나타난 

8 
사회， 

18+19 
운화적 

작풍에 안영원 (18) 
상양에 

’ a 

문학2 19 사회 문화적 
대한 

장작 상망(현대) 
'1싼적 6 현대운악의 19-

풍기 및 이뼈(고전) I:JJ) 욕성 :JJ’a 
91'"와 작가의 의도와 
사회운 :JJ 사회 푼화적 
화객 상양(현대) 
상황 

사파문화적 운학작용의 

21 상항의 문학적 
7 
사회 문화적 

19-

형상화 
121) 

배정 
21 

외재적 

작가와운아 
9 판정에서 22-2 

22 
작풍의 해석 

122 문학작용 4<25 
'1영하기 -a; 

문학3 1 1작가) 

문학 외재직 
8 
운학작용 22-

작용의 
현실파문학 10 

판정에서 22-2 125) 
얘석의 24‘2 

다양한 zl 운핵f 삭풍 " 25 다양성 5 
왜석 작용의 해석 IZl) 

비명하기 -a; 
2 1현실) 

24 
톡자와문학 (1 외재적 22-2 
작용의 해석 124) 판정에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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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학 작풍 

바i영하기 -~ 

3 (특자) 

구초 잊 내용과 
내재석 

22-2 
g 문악작용의 

12 판정얘셔 
4'25 

해석 
(251 문학작용 

-~ 
비영하기 

운악4 ~ 비영푼의 이얘 

해석의 

근거와 ZI 
비앵융 항용한 

비영운 작용 강상 

가지 있는 
영상에서 가치 

13 
에헝 

28-3 
28 있는셰엉 수옐로 

영견하기 
(껑) 

형상화하 
0', 

운학5 
기 

가치 있: 
가치 작용속가시 얘엉의 

있는 g 있는 셰엉에 
(4 체험 시로 28-3 9 

운학적 
28-

쩌엉과 꽁강하기 
(291 형상화하 0 •• (301 

형상화 
m 

운학 
기 

가치 있는 
7)치 있논 

15 에엉 28-3 
30 찌험 

(301 소성" O‘a 형상화하기 형상화하 

기 

31 
싱용호도의 

심용보도 
툴기 l 욕성 16 

제작 
31-3 

보도용 싱층보도의 (321 2+19 
E 셰획하기 

비판적 이핵 10 보도분피 31 -
연셜운의 내용 (341 연성운 34 

흘712 
g 

전개 땅식 연설푼 17 33-3 
연셜운 주장의 타당성 (341 작성하기 N O 

34 
맹가 

틀713 
지역 방언의 18 

지역 25-3 
지역 25 문학의 6.t-l9 
망언 

i스잉 (301 
이해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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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져역 양언의 
강상 

가씨 

m 영화， 연극딩| 

혹성 

을7J3 
영화 연극 71치 외는 

31-3 영상 에셰 37-3 
영화연 

38 내용와 개인적 19 정엉융 
9아28 

11 
잊 영상 9앤 

극 
경엉 (39) 앵상화한 

-:Jl 
(39) 

언어의 욕성 -1() 
영화 연극 >1'" 읽기 

g 내용과 시대적 

상~ 

40 정운 생성하기 연압융 
:1;-

알하기l æ 퉁한 40-4 12 
연당과앵언 l\40 

연앙 41 문재 얘절하기 (4( ) 운찌 1' , (41) 
- 41 

혜경하기 

양하712 
42 토의의 유영 회의의 

21 
션'1와 

42-4 
토의 43 토의의 앙언 (43) 

‘8‘a 3’a 

44 혐상91 쩡 '1 13 
4H 

협상을흉한 (46) 
토의와협상 3<44 

양하기3 
45 

운껴 에옐 22 
서요다용 

44-4 -.; 

협상 (46) 
외견 

6 상대망외 조갱하기 
46 의견을 

흔중하는표현 

'fI 
혜학운파외 

찌당외 
얄하714 전용 깅 

사회직 
'fI-4 

찌당 혜악의 구호와 (48) 8’a g 기능 
표현 

g 갱"- 서직의 
애로운 

49-
잉기l 총휴와특성 

24 갱"-lI 49-5 14 
경보용 %‘5 

정보셔 파악하며 3-5 
척 인기 있는 혜의 (:l)) 파악하여 0<, (:l)) 

읽기 (등기) 5얘II :l) 읽기 효용차에해 -6( 

얽7\2 51 논명의 특생 g 샤피객 56-5 15 대상에 대에 51-
논영 52 논영의 표현 (52) 영엄에 7+if!, (52) '11 7\하늄 률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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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 6-5 
견해 -43 7, 26 
망히기 -ZI 
사회 

문화식 

선언운의 욕적， 26 
애경용 

53 
기능 욕성 (531 

고려하여 53+19 
선언문의 
타당성 글쓴이의 

읽7J3 영가하기 16 완성 53-
선언문 선언문의 운채 똑자고려 (541 따악하여 55 

어조 옥자에 ZI 요소 54애7 
읽기 

g 
대한태도 (541 파악하여 " 
파악하기 읽기 

55 
글쓴이의 판정 
파악하기 

55 
촌평의 혹성과 

표연으1 
효과 

읽 '14 
촌영의 대상에 

28 윤리성과 55-5 
촌명 (S71 "1싼의 7" 

s7 대한 긍쓴이의 허용 엉위 풍자의 ffi-5 
태도 17 

인리와표현 gμ 16 

안화애셰의 문학 (링) 
효과 - 17 58 

특성 작용에서 5B-5 
얽 '15 g 
안화 안화의 힘축적 (001 

함용식 9, 22 

59 
의 "1 

으1 11] - 23 
파악하가 

00 
홍보하는 긍 득지융 

00- 6 
옥자(청 자) 

00-6 
쓰기i 장기의 젤차 m 고려하여 18 용고려한 
홍보문 홍보하: 글의 1611 홍보하는 

1 +54+ 
(611 글~71 

I ( !l 

61 끊쓰'1 
a 

(안하기) 
-3어 

표현 

62 
논중하는글의 논증하ζ 

욕성 31 
'ê'Sl이 

62-6 
스ξ712 

자기 의건 (631 
신외성과 

3ιZI 19 
논종의 특성 

62-
논증 g 

채시하기 
타당성 (631 64 

S영가하가 

64 논중 구성 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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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인용피 해설 

셔척의 
쓰기3 

서명외 소용 32 소흥 
ffi서;0 서영 ffi 

액악 (ffi) 액학에 

대언이뼈 

a 용셰외 상714 
61 조언하는을 

(61) 욕쟁과효과 조연 

영상언어의 g 영상에셰 '31애;g 
언어의 g 

륙성 ((ll) 
확성 

,10 

연상적 

정엄이나 뉴스의 

사회적 사건올 34 정호 전당 ID<31 쓰기5 00 
바당으효 (00 ) 앙식 

영상올 
이야가 파악하기 

구생하기 

영상 
언어의 (ll-7 

영상용 35 
) 욕성융 0<37 m 

g현하기 (10 
살혀 영 상 -39 
대，온 장기 

m 중학교 3학년용 국에과 사이버가갱학습 영역별 
교수 ·학슴모형 

l 수훈염 콘텐츠 내용 개빌의 방향 

54,S 
7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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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11 사이어기정ttß 우준엉 큰원츠의 재밍 앙양 

영역용앙엑스트 

- 아융자의 사고력 
신장융 쩌한 찌 
스트 이해 잊 생 

산 

‘g 료한 영제형 개 
녕 아융 

- 예찌 용이학 용한 

개녕 확인 빛 자기 

.r 
- 실선 운세 홍이융 
흉한개닝 적용 잊 

용용 능력 강화 

진 
에스트용 흉한 앙 
견 
대표적이고 전형적 

인 찌스트용 용한 
적용 
선영원교과셔 힐용 

올 흉한 재녕 확인 

찍
 
스
 트
 

지식의 정교화 

- 지식의 흉합 
- 지식의 확장 

- 연역죄 정근 
- 문애용이융 용한 

개념의 정교화 
오깨녕 확인 및수정 

← 지식의 적용및용용 

구1납쩍 정은 

- 앙동용 용언 이해 
안내진 양견 

지식의 셰찌화 

지 
삭 

- 당구학융 
- 영억 용앙 논슐 

빛 욕셔 활동 

- 자기명가 

- 앵가용 용한 학습 
경앙처치 

피드빽융 용한 악 

슐 경항외 "정 및 

앙선 학습 

주찌아 개녕 중싱 

악습 

- 씩정 교수냉 
쿄까서 중싱 엠동 

악 

습 

기본 론렌츠는 학습자들이 교과서 및 수엉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0.1'한 

활동을 용해 학습해야 할 지식을 자기주도척으로 알견하고 이를 교사의 

안내에 따라 체계화 원리화하는 것올 주된 옥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 

자 활동 중심의 론텐츠가 될 수 있도욕 교육내용을 구성혔다 또한 ~습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텍스트 및 그 텍스트에 가장 적절한 교육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할 개녕올 스스로 얄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얄견한 개념은 선생닝의 동영상 강의툴 용해 다시 한 

번 정리되고 풍이휠 수 있도록 연킬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션생닝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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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함께 앞선 활홍의 내용을 짚어 보며， 활동 속에서 말견되는 개념이 

나 원리를 영료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를 흥해 학 

습자는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지식과 개념을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왼다 

중학교 3학년용 수준멸 콘렌츠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정리 론렌츠는 초둥학교 l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학년간 

의 학습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습지들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뼈 얀들어진 콘렌츠라 할 수 있다 학습 능력의 향"J을 원하는 학 

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할 주제 및 주요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 

리를 저 시 한 바 있다 이률 위해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 시이버 

가정학습 기본 및 심화 콘렌츠의 주제 목록을 통합적으로 분석히여 핵심 

주제 æ개를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æ7H의 주제에서 각각 도출왼 3-5 

개의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 활동 및 동영상 강의를 마련하여 주요 개념 

을 명료하게 내연화하고 채계화항 수 있도록 교육 내용융 구성하였다 마 

지막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적용 및 응용 능펙을 측정할 수 있는 명가 

문항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엉 성취 수준올 측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제시왼 문제에 대해서는 풍부한 해설과 문제 풀이 동영상을 

덧붙여 제공항으로에1 학융자가 문제를 중이할 얘 겪을 수 있는 학습적 

곤란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평가 운항은 싱제 시험과 유 

사한 형식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내신 시험 대비잭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싱화 론렌츠는 학습자가 기본과 쩍심정리 학습올 흥해 획 

득한 지식을 작용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올 용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콘렌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심화 론렌츠에서는 본래적 

형태와 내용을 갖춘 액스트를 제공히논 것으로 헥스트에 대한 전셰 읽기 

및 깊이 읽기를 제공하는 것을 옥표로 하였다 텍스트에 해당하는 활동 

또한 택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인하는 선다형 문제와 비판적 ‘ 

창의죄 사고률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 동 다양한 형태의 문제릉 제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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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제 해결 안동을 마무리한 후에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ξk풍 읽기 

활동을 기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구성올 보였다 이러한 시스탱을 통해 

학습자가 후에도 자신의 과거 독서 경험융 살펴보고 앙으로의 독서 계획 

올 자빨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밖에도 ~h습자의 주도적 

사고역 알달을 위핸 논술 활동과1 활동 결과를 학습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 운항을 같이 제사한 바 있다 이를 용해 학습자의 확장 

적이고 알산적인 사고역의 신>}융 꾀하고자 하였다 

기본 셰시원 문채 상항에 대해 찍융자가 스스로 사고하여 문채플 얄견한 

뒤1 운채 뼈킬올 융는 동영상 강의혈 용혜 지식올 내연화하고 다양얻 

지식융 용앙to~껴 언어능력율 습득한다 

쩍싱정리 재녕 정리 단계애서 12종 jlj!;μi와 기온 섬화 콩앤츠가 다루고 

있는 학습 씬리와 개녕 증 언심이 되는 주찌올 추출하어 영세척 영삭으 

로 영악히 갱려하고 실력 알'1 안찌에서 내신 시엉과 유사한 형태의 

영가 운항올 쩔어용으호써‘ 칙종적으로 학습의 내용융 스스로 정려하고 

자신의 성취 수중융 영가'1여 얘측한 부용융 보완항 수 있게 한다 

심화 영역 용t'용 고려한 특서와 토혼， 논술 양똥융 용혜 창의적 비딴척 

사고역융 싱화 확장시키며 학융자 활동을 누칙 기옥하여 학습의 성과 

툴 스스로 와언하고 교샤왈 용해 공인앙도록 한다 

2 영역열교수ξ당모형 

1) 영역엉 교수 학습 모엉의 상정 근거 

중학교의 콩렌츠별 교수 학습 오형올 구안힐 때는 다옹의 셰 가지 기 

준을생각해 블수있다이 

51 사ól벼가정억윤 용엔츠영 요수 악습 오영 상갱 근거는 송지언 외(잉DI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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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준영 콘렌츠별 교수 학습 모형 기본， 핵심정리， 싱화 

2 국어과 영역별 쿄수 학습 모형 듣기 말하기 읽기1 쓰기， 문엉1 운학 

3 주찌옐(옥요별) 교수 학습 오형 9학년의 :M 성취기준올 준거로 한 
총 m개의 주채 

첫 번째 기준은 수많은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현 

학습 상태에 적합하고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이버 가정 

학습의 지향에 근거하며， 두 번째 기준은 국어과의 영역별 특성과 관계되 

며， 세 번째 기준은 교육과정이 제시한 생취기춘을 근거로 한 다루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관련왼다 이 세 7씨 가준은 상호 홍성 관계에 었다 

이 가훈데 일차적인 기준은 1 수준별 론렌츠별 교수 • 학습 모형1이다 

。l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는 교재의 형식 잊 ‘가온’， 핵싱정리’， ‘싱화1라 

는 콘렌츠의 유형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심화셰 속하는 하위 콘텐츠의 

학습 내용 및 학습 환동이 심화1라는 콘렌츠의 기본 목적에 위애왜서는 

안 원다 심화 론렌츠의 옥척과 방향성이 ’택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읽기’ 

라고 한다연， 이는 직접 교수 모형보다는 탐구 중심의 학습 모형이 더 효 

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화에 속하는 하위 콘텐츠는 당구 중심의 

학습 모형올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타 

‘기본’， 쩍심정리’ 론렌츠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왼 바이다 

일차적 기준이 강조원다고 히여， 두 번셰， 세 번째 기준인 ‘국어과 영역 

별 교수 학습 모형’과 주제영(옥표별) 교수 학습 모형’이 별개로 존재 

힐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콘센츠의 상위 옥적은 전체 플로우를 통해 구 

현되지만， 영역별 교수 , 학습 모형이나 주제별 교수 , 학습 모형은 플로 

우 충위의 세부 내용을 홍해 구현휠 수 있다 예컨대 통일한 싱화 콩렌츠 

의 ‘학습 주제 탕구’ 플로우라 항지라도 자료를 당색하는 망식 빛 내용운 

영역별 흑은 주제멸호 디를 수 있다 즉， 같은 재재를 대상으혹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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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또는 주제애 따라 당구 학습 오형올 따를 수도 있고 딴웅 중심 학융 

모형을 따를 수도 있는 동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알한다 

따라서 콘렌츠의 교수 • 학습 오영용 다음과 같이 재일 기준인 수준별 

콘댄츠의 교수 학습 모형이 다른 영역옐 주채옐 쿄수 -학습 모형율 포 

힘캔}는 중충척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호 영역별 교수 ~h습 

모형이 주제멸 교수 학습 모형올 포성하게 되는데1 이는 곧 상위 엉주는 

그 하위 벙주의 쿄수 한습 모형의 전제가 됨을 뜻한다 

a 교수 ‘ 학습 모영의 실제 

@ 기준 l 수준열 콘앤츠의 교수 .~습 모형 

첫 번째 기준에 의한 기본， 핵심정리， 싱화 콘렌츠 각각의 교수 학습 

모형은다옴과같다 

〈요 3) 기온-핵잉정리-심회 콩댄츠외 교수학슬 모형 

끼톨 .생꺼려 .빠(.h， • , t 

칙섬 교수오영 -격접 쿄수 모영 용제 뼈경 악슐요앵 

유의미 수용 따습 오앵 -완전 악융모형 -항구중심 야융오앵 

혜잉 이양 오영 

기온 - 에성정리 • 심화호 길수욕 a수자얘서 학슐자로 에잉이 이양와도흩 tf 
다 

@ 기준 2 영역별 주제별 교수 학습 모형 

:Ðll 사이버가정학습의 국어과 주제는 영역별 성취기준과 제시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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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얘를 창고로 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영역별 교수 학습 모형과 주 

제별 교수 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 엉억얻 주X 얻 콤g츠의 교수악습 오명 

기용온앤츠 싱아온앤츠 애심정리 혼댄츠 

교수 학슐모영 교수 악습오영 교수 학습오형 

언어의 직접 교수 

1 기호적 용성 오형 

언어의 유의미 수용 
한국어의 굿어의 안전 2 구조적 혹성 학습오앵 운새 해경 

언어와샤고， 
보연생과 

학습오영 
언어석 학습 

혹수성 륙성 오영 

3 
사회， 유의이 수용 

문화의 학습오앵 

판계 
극어 용용 객엽 교수 

4 세계의 혹성 모형 용웅 
국어의 직접 

5 국어 융훈의 직정 교수 채계에 당구중싱 
연동 l 요영 

2 
맞는 "f룡 학슐요형 

2 용용 교수 

6 국어 융훈의 직갱 교수 엘응 
쩌계 오형 

연동 2 오형 

7 운장의 구조 
직성 교수 

'1사푼애서 
오형 

칙접 교수 
오효확고 

당구중싱 운장의 
직접 

8 안옹운장 
오형 

3 우정확한 
학습오영 

3 
’4잉새 

교수 

직정 교수 
운장고쳐 모형 

9 이어진 훈장 
모형 

쓰기 

10 서숭어와 직정 교수 
자릿수 모형 용집성과 

씬전 
11 글(당화)의 유의미 수용 용영성융 당구중싱 글의 

홍일성 학습오형 
4 

고혀하며 학습모형 
4 

구성 
학융 

12 블(당파)의 유의미 수용 고>J 쏘'1 
모형 

웅징성 악습오형 

한국어의 
유의미 수용 13 언어 

문화적 용성 
아융오형 

14 한국어의 유의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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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1융 오형 

고전 문학의 
끄선 

15 가쳐와 
유의 01 수용 

5 
문여외 당구 중싣 

’1슬 오영 구술잭 학융오형 
중요성 

혹성 

고전문학에 
고전 

16 드러난 상의 
유의미 수용 

6 
운악의 당구중싱 고전 싼전 

자세 ‘f슐 오형 연용파 학습오앵 5 문아의 학습 
확장 혹생 모형 

17 고전 문학외 칙껍 교수 
고전 

문제 에겔 
오영 

7 문학>1 
학습오앵 표현적 욕갱 

륙징 

고전운야에 
유의이 수용 

문아 
18 대힌 옥자의 

학융오영 
작용에 

견혜 냐타난 
사회. 

당구중싱 
작용에 8 문아직 

학습오앵 
19 반영원 사tl. 직접 교수 상항에 

문화적 오영 대한 
현대 직정 

상양(현때) 비싼잭 
6 운야외 교수 

이해(고전) 

작가으l 
욕성 모형 

ro 외도와사회 칙성 쿄수 
문화적 오형 

상땅(현대) 

사회. 문아 
문화적 

유의이수용 
작용의 칙섬 

21 상땅의 7 사회 교수 
운학적 

하융오영 
운파잭 오엉 

영상화 얘경 

'1 얘 혀 

작가와문학 유의이 수용 
잔갱에셔 

당구 충성 문아 z 9 운학객용 완전 작용의 해석 아습오형 
"1 명하기l 

'1융 오앵 
8 

작용 
학습 

(작가) 얘식의 
모영 

2:J엉실파 문@ 유의이 수용 외재직 당구중성 
다양성 

작용의 해식 앙숭모형 10 한정에셔 악융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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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학작용 

비영하기 2 
(현실) 

외찌객 

흑자와용학 유의이수용 
판정에서 

당구중싱 
24 
작용의 때석 학습요앵 

11 용악작용 
학습모앵 

비영하기 3 
(욕자) 

구조 잊 내찌적 

g 내용파용악 칙껑 교수 12 
판정얘서 당구중싱 

작용외 오영 문학작용 학습오앵 
해석 비영하기 

a; 
비영용외 유외이 수용 
이해 학습요형 

'1명융 
유의이 수용 

'ZI 11용언 작용 
강상 

아융오영 

영상에서 가시 있는 

g 7t~1 았논 유의미수용 
13 

셰엉 운찌 에경 
셰엉 ‘1슐 오앵 수멸로 악슐오영 

앙견하기 형상화하기 

싹용속 
가치 있는 세엉의 안전 

가에 있는 유외이수용 운셰 에경 g 
셰영에 악슐요앵 

14 셰엉 시로 
억습오앵 

9 운학적 학융 

공강하기 
형상화하기 앵상화 요앵 

가시 있는 
가치 있는 

I 씨엉 
유외이수용 

15 
셰엉 운제 에경 

형상화하기 
학숭오앵 소설로 학습오형 

형상화하기 

31 
싱충보도의 칙집 쿄수 

싱용보도 
륙성 오형 당구중싱 

싱용보도외 유외이수용 
16 세작 

교수오형 
32 
비잉객 이뼈 아습요앵 

계획하기 
효도문과 

직생 

영셜용외 10 
연설용 

교수 

33 내용선개 
예정 교수 

연성문 당구중싱 
모형 

냉식 
요영 17 

작성하끼 교수오형 

% 주장외 유의미 수용 



종'li! 3학년용 국어괴 사이버가정액융 수준병 론앤츠 내용 깨앵 연구 273 

타당성 명가 학습요형 

g 지역 앙언의 칙정 교수 지역 
4ι임 오형 문학의 문제 에경 

36 지역 망언의 유의이 수용 
18 

이해와 '1융 모형 
가>1 학습오영 강상 

>1 영아 칙갱 쿄수 

연극외 육성 오엉 
영화 연극 

영상 
내용과 유의이 수용 가치 있는 탑구 

38 개인잭 학융오영 경엉융 문제 빼질 
얘에 잊 

종싱 
정엉 

19 
형상화한 학습오영 

11 영상 
빡융 

영>1. 연극 회곡잉기 
언어의 

오형 

내용과 유91 이 수용 
용성 

g 시대잭 학융모형 

상앙 

검용 혀접 교수 
연당용 

용제 
401 '!성하기 오영 m 흉한 문제 운찌 에경 12 

연당과 혜경 

문찌 유익이 수용 학습모앵 앙언 학승 
41 얘검하기 학습요앵 

해경하기 
요영 

42 토의의 유형 
직정 모수 

회의의 
오영 탑구중싱 

유와 01 수용 
21 정차와 

"수 "-행 43 토의의 양엉 
핵습 모앵 

'lI엉 

44 엉상의 영 *1 
직정 교수 운제 

오영 토의와 해경 

앵상용용한 유91 이 수용 
13 

협상 학융 

1'" 문제 에경 학융오영 
서호다혼 

문제 째경 오영 

상얘땅의 
z 의견 

학융오영 

의견용 유의이 수용 
조정하기 

46 
종충하는 학습오앵 
g현 

<rI에아 용화의 칙성 교수 재당의 
전용 오앵 g 사회척 

당구중싱 

얘'1외 직생 교수 
기농 

교수요영 
48 구죠와 표현 모앵 

갱보서씌의 격정 쿄수 
24 

셰~;t. 텅구중싱 
14 

정보흉 당구 
49 종유와 륙성 오영 정보암 요수오영 파악하여 중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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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t 
유의미 수용 파악하며 입기 학습 

~ 액의 효용과 
학습오형 읽기 (듣기) 모형 

에해 

51 논명의 욕성 
직접 교수 사회적 

대상에 푼채 
모형 갱정에 

운체 혜경 대혜 해경 
25 대한자기 

학숭오앵 
15 
평가하는 학습 유의미 수용 견해 52 논영의 J[현 그g 오형 학습오형 밝히 '1 

사회 

문화적 

선언문의 
직정 교수 

애정올 
운제 얘경 

53 욕적，기능， 
오앵 

26 고려하며 
학습모형 

용생 선언문의 

타당성 
룰쓴01 2.1 앙구 

영가하기 

성언문의 16 
판정 중심 

쪽자고려 파악하며 학습 
운에，어초， 

유의미 수용 요소 문제 혜경 읽기 오형 
54 톡자에 대한 

핵}융 모형 
zl 

파악하며 학슐모형 
태도 

파악하기 ~'I 

글쓴이의 
유의미 수용 

55 판갱 
학습모형 

파악하기 

56 촌명의 직접 교수 

용성과효과 오형 표현의 

혼영의 
26 

용리성과 당구중싱 

57 
대상에 대한 유의이 수용 "1판의 교수모형 

풍자의 
글쓴이의 학습모형 혀용 엉위 

원려와 
완전 

태도 17 회}습 

안화얘셰의 직접 교수 문화 
표현 

오영 
58 

욕성 오영 작용에서 
효파 

g 합축적 
문채 해경 

얀화의 유의미 수용 학융오형 æ 
앙축적 의미 학습오앵 

의미 

파악하기 

00 
홍보하는글 직정 교수 목자활 흑자(청 직정 
~7J의 쩔차 모형 m 고혀하여 운채 해결 18 자)용 교수 

61 흥보하는 유의미수용 흥보하는 
학습모형 

고려한 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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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의 요현 학슬오앵 훌쓰'1 
긍쓰'1 
(알하기) 

62 
논충하는 유의이 수용 논중하는 

률의 륙성 학융 5!.영 균의 
문재 얘경 31 신뢰성까 안전 

자기 의견 유glll l 수용 타당성 
학습오형 

19 논중의 학융 63 욕성 에시하기 학습모영 경가하기 오앵 

64 
논중구성 직깅 교수 

"，앵 오영 

g 인용과혜성 
직겁 쿄수 

오영 

서객의 

66 서멍 '1 쇼용 유의이 수용 32 
소용 당구중싱 

액타 학융모형 액약에 교수모앵 

대힌이얘 

직~"수 
문세의 안션 

6/ 초언하는을 
오영 

m 륙징과 악융 
효과 오앵 

영상언어의 직업 교수 
영상 깨쩌 

탐구중심 
68 g 언어의 

욕성 오영 
륙셉 

교수모영 

인상적 

청협 01 1.~ 
뉴스의 

사회척 
유의이 수용 정보 선안 당구중심 æ 사건융 
아융요앵 

34 
’상식 쿄수오앵 

'f당으로 
와악하기 

이야겨 

구성하기 

앙상 

영상흩 유'1미 수용 
언어의 

문셰 해경 m g 특성용 
g현하기 아슐오앵 

살려 영상 
학습모영 

대용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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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학교 3학년용 국어과 샤이벼가정학습 수준별 원고 

정멸의앙향 

l 수훈엉 콘댄츠의 원고 집필 잉항 

11 중학교 3학연용 기온 흔텐츠 

(1[ s> 기톨 콘얻츠의 전재 확습 율로우 

학습을호우 구성 요소 

학슐 욕J[ 채시 

학습안내 한현 악슐주제 

요과서 환련 안원 "-기 

훈비 앙습 흥미 유발 자II용 용한 용기 부여 잊 문찌 찌기 

앙 스스로 다양한 자"- 기반의 학습 싼동용 흉한 인리 방견 1. 2. 
견 학습 3 
하 션생님 

용영상 강의§ 용언 원리 91 상세화， 명료화 
기 .강 

따숭한 원리융 다양하고 성찌척인 문재 상항에 적용 

적용악습 (학습 안동형 운얘‘ 단단영 쓰기 운재 둥 여러 형얘의 
앙용 2-37S) 

설혁 연 '1 기 앵성 행가 3운항(셰얘 l개 • 하위 운항 3개) 

학융정리 
찌찌앵 새생 경파 보기 

안화， 퍼흥 동영상 동 다양한 형식의 내용 정리 

중학교 3학년 기본 론탠츠에서 가장 중정적인 역할용 하는 구성 요소 

는 ‘스스로 학습’선생닝 복강， ‘적용하기’1 ‘실력 펼치기1의 네 단계이다 

이 단계흘 거치며 학습자는 다꺼생 언어 자료를 바당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융 통해 원리흉 말견하고 교사의 동영상 강의의 도웅올 앙아 

원리룡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한 원리는 실제적 언어 상영에 척용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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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올 용해 보다 구채화되여， 최종적으효 형성평가 형식의 운세 올이올 

통해 영가 및 보완의 안계를 거치깨 원다 륙히 중학교 3학년 ξk습자의 

경우 흥미 유알융 위한 내리티브가 지나철 경우， 학융자의 주의를 용산시 

킬 수 있기에 :!Jll년의 기본 콘탠츠는 파도한 학습 외적 요소의 개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융 기하였다 그러나 욕별한 지도 었이 학습자가 스 

스로 학습올 수행해야 S뉴능 ̂ 1<> 1버가정학습의 상향올 고려뼈， 동기 유 

알 단계인 준비학습에서 학습 대상에 대한 배경지식융 환기하고 학습자 

의 흥미훌 유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얘채 자료와 개방형 질문올 중십 

으로 원고툴 집필하도욕 하였다 

스스로 학승에서는 학습 주제에 맞게 텍스트 재재원만 아니라1 동영 

상， 애니메이션 안화， 그링， 음악 둥 다양한 애셰를 활용한 구셰척 ~，습 

자료를 채공한다 그리고 자료즐 바탕으로 주제애 따론 학습 내용의 왼리 

를 학융자가 스스로 알견할 수 있는 환똥이 제샤왼다 이때의 할동은 학 

습 주제의 성격에 따라 선다형 얄용선 왜우기형， 퍼즐형1 출긋기형 퉁 다 

양한 영식으로 구성하였으여， 이러한 활동올 2-3개 수행하는 과정얘서 

학습자는 ;>1납적으로 학읍 내용의 원리흉 파%}고 터득하게 원다 

이 단계에서는 사전의 내용 힘k습 없이 학습자가 원리툴 발견해 가기 

때문애 학습자가 오답율 선택했올 경우의 피드액올 충설'1 채공하여 융 

"1를 학습 앙OJ-을 안내하고자 하였다 짓 번째 오당에서 학습자의 원리 

탐색을 도융 수 있는 길라장이가 제공외여 정당옹 선택한 후에도 자세한 

해설이 제용되어 자신이 수행한 훨똥이 어떤 의미올 가지는지를 획언할 

수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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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z 기몽 콘면츠 스스로 학습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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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특강’의 동영상 강의는 교사가 타블렛과 정자첼판을 사용하여 

‘스스로 학습’의 자료와 활동을 설영하고 이흘 흥해 발견되는 원리와 개 

념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여 영료화하는 단계이다 여기어 서는 

‘스스로 학습’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풀이하는 동시에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 정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체계적으 

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영상 강의는 항동에서 제시한 개넙 및 

앤리를 홍합뻐 2-3개의 강의로 구성하며， 각 활동을 집멸한 성핑자가 

동영상 원고를 제공하연 동영상 캉의에 능숙한 교사 경역의 동영상 강의 

자가 교수 내용을 숙지하여 촬영한다 특히， 이때 학습자가 지루￡띨 느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역동척이고 환발한 강의를 'I~하며1 향후 시이버 

당잉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충 자료를 홍함격으로 

제공하여 학습에 잠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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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용 콘댄츠 정생님 특강 의 예 

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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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는 앙에서 이해한 원리률 다각도로 정정하는 황동을 수행하 

며 앤리를 적용하는 단계룩 각 원리(2-3개)당 하나의 자료로서 형성 평 

가를 제공한다 이 때， 오당시 피드액과 문제 풀이 후 해설을 제공히여 학 

습자가 구성한 원리툴 스스로 정와하게 확인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최 

종적으로 선생님의 운제훌이 동영ιι올 제공송애 선생님파 함깨 문제에서 

획엔하고자 하는 개녕 및 원리률 이해하고 정당과 오당에 대한 해설을 

등을수있도흑한다 

마지막은 5지 선택형의 실제적 평가운항 3운항으로 구성왼 실력 펼치 

기 단계이다 여기서는 모든 학습 내용올 통t'ii애 울 수 있는 자료와 하 

위 문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운제 풀이를 홍해 학습자가 정확하게 개념을 

체계화었는지 여부를 획인하고 부족한 부분올 오답 피드액과 문제 해설 

을 흥해 보충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도 역시 동영상 강의흘 제공하여 지 

금까지 자신이 정리한 원리와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 

는 실역올 기툴 수 있도록 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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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학교 3학년용 핵심정리 은탠츠 

<1i 6) 핵심징리 콘댄츠의 전채 안습 을로우 

’에습 §흐+ 구성 요소 。l 뺀흘 

학습안내 
<}슐 옥요 재시 

준비 학습 씩스트 확인(왕영) 

개냥 혹강 
재녕 정리 영셰객 개녕 구성 

개녕 혹강 용영상 강의， 개녕 노트 

서승형1 안당형 실전 문재 타이어， OMR 카드 

갱당확인 채갱하기 

실력 양휘 오당 재도전 오당 노트 

해셜 확인 얘영 핍엉 

서숭형 운깨 

학습 정리 
학슐 컬파 확인 

복슐하'1 ， 자료 i암，1 ， 내 노트 확인 

핵심정리 론렌츠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 옥표 사이버가정학습의 주제 옥록올 용합적 

으로 겁토하여 도출한 m주제에 관련한 핵심 개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깨녕 특강’ 단계이다 울째는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형태의 

실전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실력 발휘’ 단계이다 

깨념 특강’ 단계는 다시 해당 차시에서 배율 핵심 개념과 관련 자료들 

융 확인하는 준비 학습과1 핵심 개녕을 학습자가 스스로 영제적 형태로 

영확하게 정리하고 내연화하는 개념 정리， 그리고 마지악으로 개녕에 대 

한 정확한 설영과 판련 자료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정리해 보는 

개념 특강 단제로 나누어진다 이때 학습자에게는 교사의 강의를 등으며 

문장응 완성하고 중요한 내용옹 에모할 수 있뉴 개념 노트가 제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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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일방적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강의가 펠 수 있는 통영상 장의의 단 

정을 극복하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켰다 

.." ‘” ~" 

〈그림 4> 핵심징리 론탠츠 개녕 .강 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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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핑자는 해당 차시에 다루고 있는 학습 주제와 연판되어 

있는 교과서 단원 및 기본 심화 콘렌츠를 성검~)<져， 학습자가 완전히 내 

연화해야 할 핵심 개녕올 추출하고 이를 영세적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제콩한다 또한 이어l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강의 내용운 

동영상 원고의 형태로 제공히여 강의 형식으로 학습지에게 전달필 수 있 

게 한다 ‘개념 찾기‘ 역시 동영상 강의는 교사 경력의 동영상 강의진이 

진앵하며1 강의를 들으며 학습자가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 

게 하는 개념 노트를 제꽁한다 이를 용해 학습자을이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기안 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트에 밑줄을 치고 간단한 에모즐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능똥성을 제고한다 

싱력 발휘 단계 역사 시간제한을 두고 야m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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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 상향올 최대한 구현한 ‘설전 문제 단제와 

‘정당 획인 ‘오당 재도전， 해설 확인’ 단제로 세분왼다 이를 홍해 학습자 

가 잘옷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꽁꽁하게 획엔하고 피 

드액과 해설올 흥해 내연화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획하게 교정하고 보완 

할수있게한다 

〈그림 " 쩍심잉리 콘g츠 싱혁 밍"’ 의 예 

::t.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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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 문항의 난도 구성은 상'JJ'/o， 중fff'/o， 하'JJ'/o로 다양화하여 학습자 

가 다양한 난도의 문제를 모두 풀어 보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하되， 너무 쉽거나 어려 훈 운제가 않아 혁않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 

흑 조정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 역시 선택형과 연당형 문제를 고루 포흥L하 

여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는 내신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블린 문제는 오당 노트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틀린 문제를 계속 해서 다 

시 울어올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학습자가 를렸던 문제만 다시 획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울연서 어영게 느껴져 복습이 웰요하다고 생각되는문제 

역시 오당 노트에 항찌 저장할 수 있게 .~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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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3학년용 심화 콘탠츠 

(]i 7> 싱회 콘댄츠의 전찌 획습 g로우 

학습용로우 구성요소 

.t슐 옥요 
학슐욕g 제시 

하습 확인 
관련 이f융 주재 

교'f서 관연 단잉 보기 
안내 

학습주제 흥미 유앙 

당구 관련 학습 내용 와인 잊 애경 지식 양성화 

자료얽기 영 

좀더 
꽁암히 읽기 생각 자극하기(잉기 중 영풍) 역 

깊이 
자료의 내용 파악 ~용 논재 파악 명 

사고혁 
사고혁 영가 운항 (6 운행) 

사 

평가하기 명 

좀더 녕게 단계화원 표현 횡동 화 

악슐 정리 
학융 결과 확인 복습하기 포트용리오 작성 

자료망기 

(]i 8> 심화 롤탠츠의 엉억멸 치열화 양엽 

영역톨.특서 
영익 

.톨 
를톨 

(톨'1'.톨” (‘”예’~흩기. 

긍 얽기 자료 얽 '1 자료얽기 선다형 명가 

률 이해하'1 논찌 파악하기 논새 파악하기 
즐거리 잊 글익 

구성 파악 

독서 토의 
주장과논거 주장과논거 

자'1 명가 
세우기 써우기 

내 생각 요연하'11 내 생각 구숭하기 내 생각 논슬하기 포트용려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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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콘렌츠논 학습자가 기본과 핵십정리 론댄츠를 용해 구성한 지식 

융 정교화하는 것은 물론，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올 심화하고 대 

상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툴 확장하는 데 초정을 둔다 이러한 심화 콘앤 

츠 구성올 위해 m개의 주제로 구성원 기본 콘렌츠 가운데 학습 내용 중 

싱， 혹은 성취기준 중싱 동의 기준으로 흉합한 새로운 학습 주쩨 :E개률 

채시한 바 있다 이렇재 도출왼 주재 안얘서의 학습 환동온 학습한 지식 

올 정교화하고 확장하는 문제 용이와， 학습한 지식올 적용 용&냄는 독 

서 및 논술 황똥으로 구성하었다 

언저 학습 안내 단계의 ‘학습 주제 당구’에서는 해당 차시에서 다루어 

야 할 학습 주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앞서 학습 

한 기본 혼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검하는 형태， 혹은 학습 주제와 칙 

껑적으로 연판완 전형적 채재률 정정하고 간단한 활동올 수앵하는 형태 

로채공하였다 

‘좀 더 깊이1에서는 가능한 한 전문{호)(1의 핵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 

가 렉스트 전채를 주의 깊게 읽어용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핵스트 중간 

에 ~，습 주제와 관련원 다양한 형태의 운제툴 제시한 바 있다 이흩 해결 

하는 활동융 흥해 학습지는 자신이 구성하고 내연화한 지식융 보다 얘계 

척이고 싱충석으로 알전시키고 핵스트을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시각율 

갖충으효써 비판적 사고력융 신장시힐 수 있다 또한 채시왼 택스트즐 모 

두 읽옹 후에는 액스트의 중거리즐 정리하는 것으로 활동올 마우리 짓거 

나， 토흔 및 논술 활동의 경우 논쩨와 관련원 자료의 내용올 정리하는 ‘내 

용 이해하기’ 활용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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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심회 큰면츠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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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을 바당으로 사고를 보다 싱충적으로 확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종 더 넓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171 꼼꼼히 읽은 헥 

스트를 바탕으로 학습 주제에 관련한 논술 운항을 자기 주도석으로 당구 

-1는 과정올 제시하였다 원고지 형 태의 화연에 획습'171 논술문을 작성 

하도록 구성하고 작성한 이후앤 학습자의 탕구를 안내 , 정리할 수 있는 

자기 평가 항옥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작성한 논숭문， 독서 활동 

기록 등은 포트용리오 형태로 누척되이 동i후 입학사정판제 입시 둥에 활 

용할수있도록하였다 

학습 정리에서는 독서 활동에서는 택스트 이해와 강상의 길잡이를 제 

공하고 토폰 논술 활동에서는 학습 주제 빛 내용에 대한 요믿탤 제공하 

였다 

씨 수준영 콘텐츠의 언제 잉안 

중학교 3학년용 ̂i" 1버가정학습은 ξL습자가 기온쩍심정리 심화 활동 

올 스스로 선택히어 학습한다 또한 각 수준영 콘렌츠는 기본→쩍싱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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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화， 핵심정리-심화로 다양하게 연계왼다 연계의 구체적 방엽은 

다옹과같다 

(]l 9> 수준엉 큰힌츠의 톨로우 간 연곁 

기본 
에싱 

심화 

악습 
기용구성 요소 정리 에싱정리 구성 요소 

학습 
싱파구성 요소 

학슐 

원리당에및안견 학습내용과 
(자료 2-3개) 지식외 갱교화 잊 

방견 
원리이뼈잊내용 

개녕 개녕 확인 잊~ 영4료개i) 종더 지식의 확장 
학습 

갱리 
찾기 (에싱 개녕 3 깅이 

(영가 운항 

(씬리성영 2-3개) 1 -3푼앵) 

앤리 쩍용 개녕 적용 잊 용용 영역 흥앙특셔 

적용 
(영동 2-3재) 

실력 1머~오(개설당닝전 노 확 운트인제와 æ에) 흉더 앙용 

잊 궁갱 
학슐 왼리의 세째아 알여 

피드액 
잉게 영역 용앙논슬 

{형생 명가 3-47.) 뼈연) 앙용 

각 론댄츠의 연판 0.'상올 위의 표쓸 창고해서 렁크송뼈 학습자가 연용 

하여 학습할수있게한다 

2 교꾀냐업용 콘펜츠 원고 집필의 앙향 

교과수엉용 콘렌츠는 기본심화 혼앤츠의 학습 요소와 학습 자료를 관 

련왼 학습 주채흘 중싱으로 재구성하여， 교A까 수업을 진앵힐 때 원활히 

앙고하고 활용빨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교과수영용 론텐츠 활용 안내서흉 함찌 제공뼈 교사가 기본심 

화 론탠츠에 제시원 학습 요소툴익 성격융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올 바탕 

으호 새로운 수입율 구성할 수 있도옥 안내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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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0> 교꾀다엉용 콘g츠의 전셰 구성 

수업 자료 

학습욕요 기용， 싱아-따융 육J[ 학인 

동기 유안 기용-준비악습 

스스로아융 

기온앙용 선생닝 꽉강 
적용악슐 

학습영용 
좀 더 깊이 양용<1 잉기 

성화 11용 용 더 잉게 생각 녕혀기 
- 생각 더하기 

여습멍가 
기호 문세 기용 - 실력 펼치기 문껴 
성화문껴 싱아 - 사고릭 멍가하기 운셰 

아습 정리 기온 - '1융 내용 갱리 

<.H. 11> 교과수업용 용원츠 구성엌 에 

수업 앙고 ><u, 
기용 잭용학습 작자이상 ‘시갱샅이 노래” 

기온 껴용학융 신세정 i땅"1 쟁이 여느리-

기본 - 싣릭명시기 작자이상 ·싱갱션-

îl용거리 싱 'f - 학습 안내 에당 앤리 여오기 ·용소와 여느리 "f 
위’ 

싱아 종 더 깊이 장양히 읽기 -흥우선 

싱화 용 더 잉게 생각 g허 '1 ‘종해땅쥐전‘ 

용거리-용영상 기용 - 준비학슐 ·용익광고 장지 앙고 앙。셰，，" 

용거리-애니에이션 
기용 - 앙견하기 스스호 여숭 ‘구에 후기· 

기본 영견하기 스스로 따습 i선우치전‘ 

용거리-그링 및 
기용 - 적용학슐 ·인경융 성으앤” 

사진 

용융거리 기본 - 양견하기 스스호 학습 -밍양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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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 용 더 잉져 충 ‘생각 더하기’ 톨용 안내 

l 찌육/싹가 
작용의 제욕과 지용이외 이용과 간당한 소개훌 엇용이도 

륙한다 

2 작용즐거리 작용 션셰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힌다 

a 인상색인 자신에세 가장 강영 깅었언 부용올 j쓰고 그것이 인상찍이 

대육 었언 이유에 대얘 서융언다 

4 작용에 대한 
작용융 잉고 느낀 '1용 자유료용 영식으호 기숱한다 

션셰척인 강상 

냐’에게 주는 
현찌의 ‘나의 판정에서 혹용 연재의 ’냐‘가 서한 상망에서 

작용흩 어영세 쩌석앙 수 있는지， 이 작용옹 나에게 우슨 의 
의미 

이가있는지 서슐언다 

fi 판경되는 작용의 주셰나 표현상의 륙정 동얘서 언기되는 다혼 각용 

작용 융기혹한다 

7 이얘양수 
이에하기 어혀훈 부푼이 어디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져 
적는다 교사는 이용 용해 학생외 상얘용 강안하여 호언하 

없었언 ￥11c 
거나 피드액하며 이후익 욕서 계획얘 앙고힌다 

a 연완혼렌츠 지용 기입핑 

생i‘ ” 뎌 애깨 충 논*영 훌，. - 톨흉 안내 잊 예정 기훈 

고전용따용 현대용학파는 구영의는 고유의 생격융 가지고 있다 이용 내용 

적 특갱악 g앤척 특쟁으로 나누어 양여보고자 항 예， 다용의 g와 강이 갱 

리힐수있다 

내용 g혐 

l 신비한 내용이 었다 
l 소리 내어 읽으연 리듭강이 부 z 권션갱악외 주제 외석이 드러난 경 
여원다 

우가많다 
2 구어셰인 경우가 잉다 3 흥장인률의 사앙 이야기톨 다후는 3 끄사훌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많다 

4 잉긍에 대한 충성 부오에 대한 1 
4 힌자어훌 많이 사용한다 
5 뼈@생이냐 용자생이 두드러진 

톨강죠하는경우가 많다 
다 

& 셔혜 껴푸시에 내싼 야야7]7t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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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애서 〈흉우선〉에서 욕징적으효 양견힐 수 었는 것용 내용의 l과 2, 

그리고 표엄외 " ~ a 5 둥이다 따라서 여융자을옹 〈흉우전〉에서 양경，，' 
는 고진문학의 성격융 그것이 두드러지찌 나타나는 대욕올 예료 올어가며 

성명항 수 있게 힌다 또한 고전용액의 그러얻 륙정률이 어여한 효와용 용 

러일으키여1 그것이 엄찌 자신의 언어갱앙과 연대 문억과는 어이힌 연관성 
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용 수 있게 힌다 이 예‘ 고전용악이 주는 교훈과 
깨당용 재이얀안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적， 언어적， 용파잭 천용융 깨당 

용수있다 

껴사원 고전문학의 성격융 ”용<， 이혜하끄 그중 〈흉부전〉에셔 
나타냐고 외는 욕징올 내용차 g현의 옥연에서 설영한다 

고전문학의 일안객 성격융 〈흥'1-전〉걱 비쿄하여 셜영한다 

상 제시원 고전문학의 욕정 중 〈흥우전〉얘 얘당히는 사땅에 대해 성 

영하고 그 에용 채시하고 잉다 

〈흉부전〉얘서 딴견얻 고전문학의 륙징용 내용피 요현외 사씬얘셔 

균앵 았께 영영하고 있다 

제시원 고전운따익 성격 중 〈흉부선〉에서 냐타나고 잉는 욕정과 

판련한 사앵용 충분히 이빼하고 이용 내용과 표현의 싹연에서 영영 

힌다 

중 
요전용악의 일안적 성격융 〈홈우션〉에 적용하여 성영한다 

제시원 고전운학의 륙정 중 〈흉부선〉에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얘 
셜영하고 ::l 예흉 채사하고 었다 

〈흉부전〉에셔 알견한 고전문학외 욕정에 대뼈 드러난 사실융 중 
싱으로 증실히 기숱하고 잉다 

애시원 고전운악의 생격 중 〈홍우선〉에서 나타냐고 있는 혹갱용 

단앤적으갈 이혜하고 있다 

〈흥우전〉까 현대문학의 다션 갱、옹 느끼고 있다 

하 고선용아.， 연안적 륙정 중 〈흥우선〉얘서 나타나는 샤앙용 악슐용 

용빼 앙고 있다 

〈홍￥징〉융 흥얘 양셰 원 E션용악의 일안섹 특갱융 부운석으호 

기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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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용 콘텐츠 원고는 위의 예샤와 같이 기본심화 콘텐츠어 서 제 

시한 학습 자료를 형태별로 정리히여 제공한다 또한 싱화의 ‘좀 더 넓게’ 

에서 제시왼논술형 문제의 활동안내 잊 채접 기준과‘생각더하기1 단셰 

어 셔 제시되는 생각 오옴집의 활용 안내를 제공한다 

V 국어과 사이버가정학습 콘렌츠 개딸에 대한 제언 

각 시도 교육청에서 훈영하는 학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가정학 

습은 3)11년도로 콘렌츠 개알 사업이 마우리왼다 앵기반의 학습 λ에트 

로 수년간공교육을 보조해 옹 사이어가정학습은 계속적으로 교사와 학습 

자에게 요구 조사 및 피드액 수합을 흥해 콘텐츠의 앙향과 내용을 개선 

발전시켜 왔으며1 온라인 학습 환껑이 연해강에 따라 3)11년도에는 스마 

트폰 애플라케이션 개얄을 진행하는 동 기민하게 대웅했다 이는 교육파 

악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 교과서 도입 생책을 실앵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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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어과 콘렌츠 개딸에 장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λ}이버가정학습 혼앤츠가 보다 힐알히 활용되고 %액의 전자교과 

서 사업의 기얀이 외기 위해서는 다옹의 두 가지 운채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1 사이버 학숭 콘텐츠에 판한 연구의 확대이다 종이 교과서를 기 

안으로 한 학숭뿐만 아니라， 웹 론텐츠 기만 잊 전자 교과서 기반의 학습 

이 성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애서， 학습 판앤츠의 개쌀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와 판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재까지 이루어지 

고 있는 A에어가정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흘 바당으로 한 효 

과성 분석(홍경 션 외1 었8 퉁)이나， 콘텐츠 개말에 판련한 기술적 부분에 

관한 연구{한희성 외， :Ðll 됨에 집중외어 있어 론댄츠의 내용격 차원융 

개웹는 데 앙고할 수 있는 이돈척 논의가 휠요하마 따라서 이러한 이 

흔적 논의툴 바탕으로 얘채의 변화애 따륜 교육 내용 개발에 대한 연구 

가 더올 앙말히 이루어질 휠요가 있다 

둘째 저작켠에 대한 정부와 인간의 대잭 Df련이 시급하다 사이벼가 

정학습은 교과우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꽁꽁의 욕적 하에 시도 교 

육청의 차원에서 모든 교사와 0，'숨지에재 우상으로 제꽁하는 교육 콘댄 

츠잉에도 울구하고 인터넷상에 꽁개되어 모든 사랑에게 배포왼다는 옥 

성상‘ 저작권의 제약올 강하게 받게 왼다 륙히 사이어가정학습은 콩렌츠 

개말의 근간융 현재 시용 중인 12종 교과서에 두고 있옴에도 울구하고 

검인정 교과서의 저ò!낸 강화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조차 적극적으로 반 

영하기 어려훈 설정이었다 져작권 및 져2Rk권료의 운제가 해결되지 않으 

연 집필지는 고전 제재와 같이 저a샌료가 발생f;<l 않는 제재에 연중하 

여 내용올 구성하게 되거나， 다양한 애셰 사용이 가능한 시이어 콘렌츠임 

애도 울구하고 옴악， 영상， 그힘 자료툴 활용하지 뭇하게 휠 위엉이 있다 

이는 싸l버가정학습 콘댄츠 개넬써!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콘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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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화하는 얘채 환경에 따라 공교 

육 학습 교재의 형태도 연화한다는 판정 하에， 새로용 저작권 대찍이 훨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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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쿄 국어쿄육연구소 w. 2씨1-2!Il 

한희성 한선판{:lIIII， ’사이어가정학습에서 학습 스타일과 교육 방엉이 미치 

는 효과성 연구i， r정유터표육학회 논문:::tb 14. 한국정유터교육악여 

'" 81-æ. 
흥정션 오종철(3))3)， r사이어가정학습에 대한 학생툴의 안족도 잊 효E얘 인 

식 분석J， r학습자충심표파쿄육연구" a 학습지충심교과표육악회，w. 
42)-447. 

• 이 농용옹 ))12 5. 10. 후고'1었으어 잉12 5. 18. 11사가 시칙}되어 3)12. 5. 31. 생샤가 
씬료되었1'.， 3>12 6. 4. 연씌워앤피 싱의용 거쳐 새재가 여정'1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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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중학교 3학년용 국어파 사이배가갱학습 

수준영 콘헨츠 내용 개발 연구 

조고용. !I용징， 이인회 

서용대 국어교육연구소는 æll년에 중학교 3학년용 국어과 사이어가정학습 

혼앤츠의 내용 개앙융 당당하였다 교욕과갱과 쿄와서‘ 온라인 학습의 륙성융 모 

두 안영한 혼렌흐톨 개양하기 위혜 우선 교욱과갱파 12종의 정인갱 교과셔융 분 

석하는 한연‘ 다양힌 애셰 자료용 재시하었다 욕히 중학교 3학년의 위계석 혹성 

용 고허하여 학엉 성취도 향상에 실진적 도웅용 중 수 있는 ‘엑싱갱리 론렌츠훌 

신설하였다 

수준영 혼앤츠는 학습 주제는 악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외 연려훌 앙견하는 

기온 론렌ZL 실전'1 유사한 영가 운앙 잊 빼영융 당용 에잉정리 용앤ξ 헥스트 

얘 대한 깊이 읽기용 강조한 싱화 곤앤츠의 3단계로 구성하었다 그리고 혼엔츠 

영효 교육과정외 28개의 성취기준과 4총의 교과서 단앤영 학습 육표용 고려하여 

기온 주제 7078 , 에싱갱리 주제 æ개， 성화 주셰 35개호 총 125재의 아습 주채용 

도출었다 이 주셰톨용 각각의 흔렌흐 성격융 살려 효파적으로 전당하기 위예 

쿄수 억습 오영용 죄용하여 교육내용용 구성하였다 또힌 교실환경에서 교사냐 

억습자 모두 콘앤츠용 용 더 용이하찌 활용할 수 있도록 예년예 비해 온앤츠의 

정근성용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이벼가갱악융 용앤츠의 개얀용 내용적 기술적으호 씨련원 양상용 

갖추어가고 있으나， 여션히 기술적 용연파 내용석 흑연의 정앙。1 자연스럽지 않 

다는 한얘훌 보인다 또한 저작권 운셰 동 교육내 용용 용성하지 옷하게 하는 컬 

링올이 촌찌하고 잉어 사이어가정학습 또언 교육의 영환이라는 인식의 전흰이 

영요하다 

[주제어] 국어교육 사이벼가정학습 자기 주도 학습， 이러닝‘ 수준영 교욕1 정인 

정 쿄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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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없rOO 

A Study on Level-Diκ'erentiated Educational Contents of 

Kaean l.anguage Arts CKiline-않JOOIing fcc 뻐ddle sclml :W 

Graders 

0-0, GO-OO1 • 바뻐1l y，α;0-.).껴 나:e， In얘B 

Korean 니때띠ge Ed때tioo Reseaπh Institute of SrOUJ Natiooal 

University has dev영때Jed edtκaUon외 contents of Korean 1angu앵e arts 

oofu녕KLAO) schooling oourse for 찌뼈le sch∞I 3rd graders in 3>11. ln 

oroe.- to reα~t the natiOnaI curriculum textlxXll‘s and chaπI떠isα3 이 onIine 

coor잊5， a review of the national curri띠 "m a때 에 12 govcrnrrent awoved 

t.extb:xlks were cooducted aOO fW1herrrore. varioos πdia re었m:es were 

"'"업，red 끼f ‘c"π ccnc히Jls' was newly tòj떠 10 !:I1)vide JIa1iC외 

"'"잉aα for “lfilling achieve:rænt targets. 

KLAO coorses were divided into 3 levl어s such as Basκ 1""어 (70 lessons) 

where the leamers firxi oot for 0I'le'Sj연 f the (linciples 이 the Iesson, coce 
coo::epts Iev허(:Ð Iessons) wt>ch αη，vides 11'φIems ar잉 soIutions SimiIar to 

authentic asses잉""，tsar잉 Intensive \ev，어(1) lessons) which eI'llila의zes 

in-depth r빼;ng 쩌l 때Lievement targets 이 the national cunicuJum ar얘 

lessoo 。이ectives 이 tcxtbool‘s were used ω 야V히op each 1eVeI 

[Key woo:IsJ Korean 때1IlU챙e 뼈S 뼈.lCation. stl찌ent-directed Jean미ng， 

e-leanùng, lev벼 differentiated 뼈ocation， govemment 

야:p-ovcd textlxx:J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