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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수준별의 의미는 능력, 적성, 성향 등 다양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학교 현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능력에 따른 수준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적성 및
성향에 따른 차이가 궁극적으로 능력의 수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교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가진 각기 다른 학습 성
향은 교수 학습 양상, 학습 태도, 학습 결과의 정도 등 국어과 수업의 여러 측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 성향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학습 성향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 학습 전
략을 제안하였다.
청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듣는 것에 의해 학습을 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이 강하다.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보는 것에 의해 학습을 하게 되며, 촉
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만지고 움직이는 신체 활동에 의해 학습을 하게 된다. 학
습 성향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성
취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학습 성향에 따라
교수 학습 전략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자신감과
인성 등 전인적인 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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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교수 학습에 미치는 학습 성향의 중요성은 그간 교육 현실적으로 크게 부
각되지 않았다. 현장의 교사들과 가정의 학부모들은 학습자의 학습 성향에 대
하여 의식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겠으나, 엄밀하
게 말하여 개인별 학습 성향에 따른 교수 학습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재
의 교육 여건이다. 그러나 교육 여건을 탓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어 교
육에서도 학습자에 따라 무엇인가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막연한 의식들은 있
으나, 이 학습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또한 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지
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과
성취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수준
별의 의미는 능력, 적성 등 다양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서는 일반적으로 능력에 따른 수준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능력에
따른 수준별일지라도 선천적인 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수준 차이가 발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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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지적 능력은 유사하나 적성 및 성향의 차이로 인한 수업 부적응
으로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성 및 성향
에 따른 차이가 궁극적으로 능력의 수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를 고려한 교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학습의 부진
과도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이다. 학습 부진은 누적이 되는 것이며, 제
시기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부진이 부진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는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학습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학습자가 능력이 부진
한 것 이 아니라 성향이 다른 것 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교
수 학습의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지도할 내용 또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현정(2000:197)에 의하면, 읽기 부진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책
을 읽을 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책을 보기 싫어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책을 읽을 때 글자를 빼놓고 읽거나 내용과 다르게 읽는다,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 전체 상황을 종합하여 추리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
다,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집중하지 못한다, 책을 보기 싫어한다, 전체를 종합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 등의 특성은 학습자의 능력 부진에 의한 것인지, 학습에 대한
적성이나 흥미 부족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 만약 후
자에 그 원인이 있다면, 학습 성향에 맞추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전략
을 제공할 때 학습의 효과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 성향은 교수 학습 양상, 학습 결과의 정
도 등 국어과 수업의 여러 측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어 수업에서 특별히 교수 학
습의 방법이나 전략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 성향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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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성향과 교수 학습
․

2.1. 학습 성향의 이해

학습 성향이란 어떠한 지도 내용을 배우고 익힐 때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정
한 경향을 일컫는다. Marie Carbo, Rita Dunn, Kenneth Dunn(1991)은 학습자의 성
향을 청각적 성향(auditory styles), 시각적 성향(visual styles), 촉각적 성향(tactual
styles)의 세 가지 성향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이것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학습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청각적 성향 : 청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듣는 것에 의해 학습한다.
시각적 성향 :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보는 것에 의해 학습한다.
촉각적 성향 : 촉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한다.

위에서 분류한 학습 성향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청각에 민감하여 주로 듣는 것에 의하여 학습을 한
다. 이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논리적, 분석적, 결과적인 사고를 하는 학습자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는 분석적인 말과 수의 개념 등을 빠르게 이해한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르게 해라. 와 같은 지시 사항을 포함한 전형적인
수업 상황에 안정적으로 적응한다. 이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는 학교
수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범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수업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 등 교
수 학습상의 전략이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다만,
‘

’

․

1

이들은 학습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를 읽기 지도에 적용하였다.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의 차
이를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여 성향에 따른 읽기 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효과
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일반 성향을 분석하여 세부 영역에 적용한 접근은
읽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지도에도 전이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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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청각적 성향을 중시하여 학습할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지적해 주고 학습자들의 분석적인 능력을 강화
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시각화에 민감하여 주로 보는 것에 의하여
학습을 한다. 이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는 학습해야 할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
기 위해 머리 속에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영상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촉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직접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활동에 민
감하다.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와 촉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전체적으로 사고하
는 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학습자들은 큰 그림 을 보기 전까
지는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거나 결과적인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 즉, 어떠한
내용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시각으로 큰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시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분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
습 성향을 고려할 때 전체에서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이해가 빠르고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학습자들
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로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한다. 이들의 사고 유형은
질서정연하지 않고 마구잡이인 경향이 있어서, 교실에서 토론을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제에 대해 독창적이고 특이한 관계를 지어 생각한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화제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해 보면 그 특이한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
명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들이
국어 수업 시간의 비정상적인 학생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양
상이 다른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

’

’

2.2. 학습 성향과 교수․학습의 관계

모든 아동들은 촉각적인 학습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들은 아이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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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만지고 분리하고 두드려 봄으로써 배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과제는 아동들을 촉각적인 성향에서 청각적-분석
적인 성향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한다.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대체적
으로 아동들이 6세 정도가 되면 청각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으로 전환될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지만, 어떤 아동들은 8세 또는 9세가 될 때까지도 그렇게 전환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성향을 학교 교육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 성향이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학습의 부진아가 될 소지가 있다. 청각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은 이해의 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상에 차이를 보여 일반
적인 교육 환경과 불일치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학습자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Susan Winebrenner(1996)는 전체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를 성공적으로 학습시
키는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학습자들을 지도할 때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상 부분을 학습하기 전에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도
록 한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의 30~35%의 학생들은 시각적 학습자에 해당한다.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는 경향이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낱말보다는 그림에 흥미를 보인다.
읽기보다는 보기, 즉 비디오나 시범, 활동의 예시 등을 좋아한다.
과제 설명을 듣게 하기보다는 완성된 산출물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
이다.
만약 전체 내용을 읽게 하려면, 이야기의 처음을 보고 끝을 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랍고 재미있고 모험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장면, 인물, 행동 등에 관하여 읽을 때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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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을 듣거나 읽고 그 문맥 속에서 음운, 낱말을 찾아보도록 한다.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적 단서를 찾도록 한다.
그래픽 조직, 즉, 지도나 학습한 형식의 틀에서 예시를 들어 준다.
배우고 싶은 것을 종이나 공책에 직접 쓰라고 한다 .
많은 매체를 활용하여 쓰기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 페인
트, 물감, 크림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낱말 게임 등을 통하여 그 낱말을 모두 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틀린 것에 대하여 바른 표본을 보여 준다. 이때 주의할 것은 틀린 것에 표
시를 하지 말고, 바른 표본 예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
․
․

2

․
․

․
․
․

위의 특징들은 시각적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들의 특징이거나 그에 적합한
활동들이다.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의 15~30% 정도의 학습자들은 촉각적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학습할 때 구체적인 예에 의하여 이해를 한다.
손으로 하는 활동에 민감하다. 예를 들면, 비디오나 영화를 보거나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신에 단순한 전기 기차를 만들거나 건물을 쌓는 등의 활
동에 더 민감하다.
학습하는 동안 움직인다. 그리고 손에 닿는 대로 만지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활동 후에 과제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행동과 모험이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 흥분을 유발하는 이야기 등을 좋아
한다.
전체를 읽어야 한다면, 처음을 본 다음 이야기 끝 부분을 읽도록 한다.
창조적인 드라마를 하도록 한다.
행동을 함으로써 학습을 유도한다. 즉, 무엇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
라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

․
․

3

․

․
․
․

2
3

그러나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은 대체로 공책을 다시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매일 아침 건물 주위를 학생과 함께 뛰었더니 학습이
향상되었다. 촉각적인 학습자의 경우, 읽는 동안 팔을 돌리는 등의 행동으로 읽기가 향상되기
도 한다.

132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6집

가능한 한 손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생각할 때 하고 싶은 행동을 하도록 허용한다 .
많은 매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모래, 소금, 크림 등을 학습 상황
에 이용하도록 한다.
연필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 대신에 손가락을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
도 가능하다.
긴 이야기나 강의, 대화 등을 자제하도록 한다.
낱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의 모양을 학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본다.
역동적인 사진이나 물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모양에
대하여 말하거나 물체의 형태를 늘어놓는 방법을 활용한다.
중얼대기, 흥얼흥얼, 랄랄라 등의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학습한다.
느낌을 신체적으로 표현한다.

․
․

4

․

․

․
․
․

․
․

위에서 알아본 내용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청각적 성향이
아닌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 즉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학습자들의 경향
과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수업 환경에서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를 위해
마련된 것을 모든 학습자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와 같이 전체적
으로 사고하는 학습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이들의 발달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학습 성향에 따른 국어과의 교수 학습 전략
․

일반적으로 30~40명 정도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세~10세까지의
아동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성을 대체적인 성향으로 간주하고, 그 외에는 개별
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
4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다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나, 예를 들자면 껌을
씹으면서 읽거나 쓰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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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듯이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 차이는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나 외적 요인
에 따라 이 문제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느냐의 현실이 다를 뿐
이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의 성향이 비교적 뚜렷이 유형별로 나타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낱말 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수 학습 전략을 제안하기로
한다 .
․

5

3.1. 청각적 성향 학습자의 교수․학습 전략

청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청각에 민감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업에 충
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낱말 지도와 같은 학습 과정에서
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 낱말을 말한다.
 사과, 유리
▲ 각 글자를 하나씩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
 사. 과. 유. 리
▲ 자음과 모음을 크게 쓴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쓴다.
 ㅅ(시옷), ㅏ(아), ㄱ(기역), ㅘ(와)
▲ 낱말을 쓴 것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그 다음 다시 쓴다. 그리고 확인한다.
▲ 알고 있는 노래에 글자를 넣어 부른다.
 사과는 맛있어,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유리 항아리
▲ 각 글자를 하나씩 정확하게 발음하고 천천히 합쳐 말한다.
 사.과 = 사과
▲ 다른 낱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계를 반복한다.
▲ 각 낱말을 몇 번씩 써보고, 쓰는 시간을 점검한다.
 1회 : 사과 를 쓰는 데 1분 소요, 2회 : 사과 를 쓰는 데 48초 소요 등
‘

5

’

‘

’

이하의 교수 학습 전략은 Susan Winebrenner(1996)이 연구한 바를 참조로 하여, 국어과 낱말
지도에 적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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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국어 수업 절차에 부합하는 활동들이
다. 이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교재에 있는 대로 또는 칠판에 쓰여진
대로 낱말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분석적인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끊어
읽고 나누어 말하는 활동을 강조하도록 한다. 즉, 각각의 음절을 하나씩 소리
내어 말하고, 음운을 나누어서 쓰거나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
드시 원래의 낱말을 제대로 다시 쓰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할 낱말
을 좋아하는 노래의 일부에 대치하여 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분석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최종적으로는 낱말을 여러 번 쓰
는 기회를 주어 점차적으로 쓰는 시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
도록 한다.
3.2. 시각적 성향 학습자의 교수․학습 전략

시각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대상뿐만 아니라 개념과 같은 것도 시각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낱말 지도와 같은 학습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 낱말을 본다. 그 다음, 발음하면서 크게 말한다.
▲ 눈을 감고, 글자를 그려 본다.
▲ 눈을 뜨고, 낱말을 쓴다.
▲ 정확한지 점검한다. 그리고 다시 쓴다.
▲ 왼쪽에서부터 보고, 밝은 색깔로 낱말을 그려 본다.
▲ 썼던 것을 숨긴다. 그리고 다시 쓴다. 그 다음, 정확한지 확인한다.
▲ 다른 낱말들에 대해서 이러한 단계를 반복한다.
▲ 각 낱말을 몇 번씩 써보고, 쓰는 시간을 점검한다.
‘

’

‘

’

국어 수업에서 전개되는 절차는 앞에서의 청각적 성향에 대한 교수 학습
전략과 마찬가지겠으나, 활동의 강조점이나 초점이 다르다. 이 점에 유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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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기본적인 틀에서는 우선, 학습 과제로 주어진 낱말이 무엇인지 보고,
크게 말한다. 그리고 이를 음절이나 음운 단위로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활동에 중점을 두게 한다. 즉, 눈을 감고 앞
서 말했던 낱말의 모양을 그려 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낱말
을 써 보도록 하고 맞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낱말을 왼쪽에서부터 보게 하고
밝고 화사한 색깔,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낱말의 모양을 가지고 그
림을 그려 보게 한다. 낱말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난 뒤에
그 모양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낱말을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활동을 한 뒤에는 그 낱말을 글자로 써보게 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와 같이 시각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에게는 낱말을 글자로 쓰는 활동보다는 눈
으로 본 이미지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후 낱말을 쓰게 하고 정확성
을 점검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낱말을 여러 번 쓰는 기회를 주어 점차적
으로 쓰는 시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3.3. 촉각적 성향 학습자의 교수․학습 전략

촉각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손으로 만지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직접 느끼
고 행동하면서 학습할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낱말 지도와 같은 학습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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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을 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 간다. 그러면서 글자를 말한다.
▲ 글자 모양을 가리키는 곳에 표시를 한다.
▲ 색연필, 색깔 있는 진흙 등으로 낱말을 쓴다.
▲ 글자에 구멍을 낸다.
▲ 낱말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춤을 춘다.
▲ 글자를 지우개, 수정액, 사포 등으로 지워 다른 낱말을 만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가
락으로 짚어 본다.
▲ 낱말을 아무 데나 써본다. 그 다음, 종이 위에 쓰고 정확한지 비교해 본다.
▲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고, 정확한지 본다.
▲ 다른 낱말들에 대해서 이러한 단계를 반복한다.
▲ 각 낱말을 몇 번씩 써보고, 쓰는 시간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국어 수업처럼 우선은 학습 내용이 되는 낱말을 보고
확인한다. 그리고 손가락 으로 낱말의 형태를 따라 그려보면서 말한다. 중간에
손가락을 멈추고 그 부분에 표시를 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색연필이나 진흙,
페인트 등 다양한 매체로 낱말을 써보고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글자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행동과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 만들어 놓은 낱말을 활용하여
다른 낱말을 익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학습자가 써 보고 싶은 장소에 원
래의 낱말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종이에 제대로 쓴 다음 비교해 보는 방법으
로 마무리한다. 최종적으로는 낱말을 여러 번 쓰는 기회를 주어 점차적으로
쓰는 시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6

3.4. 다각적 성향 학습자의 교수․학습 전략

특정 성향이 강조되지 않고 위의 세 가지 성향 모두를 골고루 보일 경우, 그
리고 그 외에 성향별로 모든 학습자를 분리하여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
히 성향이 문제시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할 경우
6

또는 막대기나 자, 그밖에 학습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모두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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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혼합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낱말을 본다. 그러면서 모든 소리를 발음한다.
▲ 눈을 감고 낱말의 모양과 형태들 머리 속으로 떠올려 본다.
▲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가본다.
▲ 낱말에 표시를 한다.
▲ 낱말로 노래하고 모양을 만들고 춤을 춘다.
▲ 종이 뒷면에 손가락으로 낱말을 쓴다.
▲ 종이 아닌 아무 데나 색분필로 낱말을 쓴다.
▲ 모든 낱말을 대상으로 이러한 단계를 반복한다.
▲ 각 방법으로 공부한 후에, 그때마다의 정확성을 점검해 본다.

앞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성향의 교수 학습 전략 중에서 비교적 일반적이
고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위의 활동들은 모든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이때 교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3.5. 그 외의 교수․학습 전략

위에서 살펴본 학습자 성향별 전략 외에, 학습자의 낱말 지도에 효과적인
몇 가지 교수 학습 전략을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페르놀드 낱말 따라하기 방법7

이 활동은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 이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 교사는 적절히 평가를 하도록 한다.
를 번역한 용어이다.

7 ‘Fernauld word-trac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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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꼭 알고 싶은 낱말을 학습자 스스로 의식한다.
-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또는 알고 싶은 낱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선생님, 이것(이 말, 이 낱말,
이 글자 등) 어떻게 쓰는 거예요? 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거나, 지도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다.
“

”

ⓑ 단계 :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필기 도구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의 카드에
그 낱말을 쓰거나 프린트한다.
- 두꺼운 크레파스 등과 같이 날카롭지 않고 감촉이 부드러운 필기 도구를 이
용해서, 4 6 정도 크기의 카드에 해당 낱말을 쓴다. 이때 낱말을 카드 윗부
분에 쓰도록 한다 .
×

8

ⓒ 단계 : 학습자는 손가락이나 필기 도구로 그 낱말을 따라 쓴다.
- 학습자는 카드의 윗부분에 쓰여 있는 낱말을 보고 카드 아랫부분의 비어 있
는 곳에 큰 소리로 그 낱말을 말하면서 손가락이나 좋아하는 필기 도구로
똑같이 따라 쓴다. 몇 번의 연습 후에는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다음 교사는 학습자의 도달 상태를 점검하고 몇 가지
활동을 보완하거나, 어느 정도 성취 목표에 달성을 하였다면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② 낱말 활용 야구 경기 활동

낱말을 활용하여 야구 경기 게임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돕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이다.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전개되며,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학생 상호 평가 등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 단계 : 낱말, 어휘 실력이 비슷한 학습자들을 모아 두 모둠으로 나눈다.
ⓑ 단계 : 칠판 또는 큰 도화지에 야구 경기장을 그린다.
8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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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야구 경기 규칙에 따라 모둠별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낱말 을 야구
장에 쓰도록 한다. 정확하게 맞게 쓰면 안타, 틀리면 아웃으로 한다.
9

위 활동에서 제시한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 일루, 이루, 삼루 등 각각의 위
치에 낱말을 써 갈 수 있고 틀리면 아웃이 되며, 세 번 틀리면 수비를 보았던
모둠이 다시 낱말을 말하고 써 가는 활동들을 하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물론
이러한 낱말 지도 활동에 대하여 굳이 야구 경기가 아니라도 학생들이 좋아하
는 경기를 함께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낱말을 써 가도
된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시각적 성향과 촉각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이 흥
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받아쓰기나 정확히 읽기를 하기에 매우 적
합하고, 그 밖에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등의 활동에도 적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오류 교정 활동

학생들이 잘못 쓰거나 알고 있는 낱말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수 학습 활동이다. 초등학생들일 경우, 특히 그 중에서 시각적 성향의 학
습자의 경우에 주의할 것은, 학습자가 잘못 쓴 낱말이나 글에 교사가 동그라
미나 특정 모양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학습자들
은 맞은 부분보다 잘못 쓴 부분을 표시 한 것에 더 주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낱말이나 문장의 오류를 교정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

‘

’

ⓐ 3부분 직접 쓰기 활동
학습자에게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린 종이를 접어서 주고, 맨 왼쪽에 있는 동그
9

이를 위해 교사는 미리 낱말의 음절 수나 겹받침의 유무 등의 조건을 주어야 한다. 또는 학생
들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퍼즐처럼 낱말을 계속 생성해 나갈 수도 있다. 교사는 이러한 활동
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낱말을 많이 떠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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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에 학습할 대상 낱말을 쓰게 한다. 접힌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안 보고 해당
낱말을 쓰는 시험을 치는 부분이며,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잘못 쓴 낱말일
경우 정확하게 맞는 낱말을 다시 쓰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자신이 쓴
낱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혀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펴서 원래의 낱말을 보도록 한다.
ⓑ 부분 강조 활동
잘못 쓴 낱말이나 문장을 전체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맞게 쓴 부분이나 정확
한 부분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맞은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자신감을
심어 주는 전략도 오류 교정의 낱말 지도에 유효하다.

이상으로, 학습 성향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수 학습 전략을 살
펴보았다.
학습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학습자들을 보면, 대개 목표를 설정하
지 않거나 지나친 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학습에
서 성공하는 것이 학기나 학년 단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
지시키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습
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교사는 성취 수준과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하
여 학습 목표 계획표를 복사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각 학습자들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목표를 쓰도록 하고, 지정된
기간의 후반부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스스로 이 목표를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학
습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가 해
야 할 보다 중요한 역할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목표에 도달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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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제언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수준의 학습 내용일지라도 학습자의 성향이 어떠하
냐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심적 부담이나 거부감이 다르다. 학습 성향을 제대
로 이해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심적 거부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수 학습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습 환경이 학생의 학습 성향과 일치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은 매우
수월하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수업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도 학생들이 사고하는 방향, 학습하는 성향 등에 일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교수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의 성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
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
며 그 학습 성향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결과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학습
성향을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성향의 세 가지로 나누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
으며, 그에 따른 국어과 교수 학습 전략을 낱말 지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청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듣는 것에 의해 학습을 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
인 경향이 강하다. 시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보는 것에 의해 학습을 하게
되며, 촉각적 성향의 학습자는 주로 만지고 움직이는 신체 활동에 의해 학습
을 하게 된다. 후자의 두 성향의 학습자는 분석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이고 종합
․

․

10

․

10

요즘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사 평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 연구(이화진, 2004)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를 하는 일반 기준 중 학생 이해 영역으로, 1.
학생의 발달과 학습, 2. 학생의 배경 지식과 경험, 3. 다양한 개인차 학습방식, 관심, 학습속
도 등 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평가를 하
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나 학습 방식이 수업에서 차지하
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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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고에 더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성향
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성
취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학습 성향에 따라
다른 교수 학습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감과 인성 등 전인적인 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학습 성향에 따른 국어과 교수-학습 전략

143

참고 문헌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5]), 교육부.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송현정(2000), 국어 읽기 부진의 진단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1집, 국어교육학
연구회.
이화진(2004), 수업평가 일반 기준 개발 관련 소고, 수업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탐색 , 2004학년도 학술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herlyn Sunlower(1977), Really Writing,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Eleanor Kutz(1997), Language and Literacy, Boynton/Cook Publishers Heinemann.

Jana M. Mason, Kathryn H. Au(1990), Reading Instruction for Today, Foresman and Company.
Marguerite C. Radencich(1995),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Reading/Writing Program,
Allyn and Bacon.
Marie Carbo, Rita Dunn, Kenneth Dunn(1991), Teaching students to Read Through Their
individual learning Styles, Allyn and Bacon.
Mary Lou Brandvik(1988), Writing Process Activities Kit,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Ruth M. Noyce, James F. Christie(1989), Intergration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Allyn
and Bacon.
Sharon J. Crawley, Lee Mountain(1995), Strategies for Guiding Content Reading, Allyn and
Bacon.
Susan Winebrenner(1996), Teaching kid with learning difficulties in the regular classroom :
Strategies and Techniques every teacher can use to challenge and motivate struggling
students. Free Spirit Publishing Inc.
Wilma H. Miller(1988), Reading Teacher's Complete Diagnosis & Correction Manual,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144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6집

<Abstract>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Indivisual Learning Styles.
Song, Hyun-jung(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Resercher)
This study aimed to provide concrete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indivisual learning styles and present type of indivisual
learning styles.
The students we teach best are those whose learning style matches the teaching style
with which we are most comfortable. But we always not met the students. The only
way for each student is the one that works. So we have to understand learner's style.
The term 'learning styles' refers to the way the brain perceives and processes what it
needs to learn.
The following shows three styles of learner with learning property.
Auditory learners are logical, analytical, sequential thinkers. Since their learning needs
are usually met in the classroom, they are considered good students.
Visual and tactual learners are global thinkers. They can learn to think logically,
analytically and sequentially, but they must do it by working backwards from the
whole to the parts.
This study will help you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how you can enhance the
learning success of your struggling students by matching your teaching to their learning
styles. An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materials for immediate classroom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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