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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의 듣기 수업에서 듣기 아이콘(이어
폰)이 있는 듣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또 메모하기를 활용한 듣기 방법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기의 난이도가 높아져 메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단순히 단일 정보나 정보 열거만이 아니라 메모를 할 때 내용을 체계
화하면서 메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듣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순
히 정보만 확인하는 것에서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활
용 메모하기’가 중학년에서는 3.4%이었는데 고학년에서는 14%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메모하기는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가 있다. 고학년의 메모하기
에는 총 57개가 있는데 분석적 메모하기에는 46개로 80.7%이고, 종합적 메모하기는
11개로 19.3%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년에서 종합적 메모하기가 5.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고학년에서는 종합적 메모하기가 많이 확대되었다.
셋째, 메모하기 적용 방법에는 중학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확인 메모하기’, ‘정
보 활용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를 결합한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Ⅰ형),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Ⅱ형),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Ⅲ형),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Ⅳ형) 형태가 있다.
주요어：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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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듣기 학
습 내용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초등학교 듣기 학습에서 듣기를 하고 알아
야 할 내용이 단어나 간단한 구절 중심적이었다면 중학년에서는 저학년에서
보다 복잡한 구절 중심적이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뿐만 아
니라 정보를 활용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학습한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
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담화를 듣고 해결해야 할 내용
의 양이 상당히 많고 복잡해진다. 해당 담화를 단순하게 듣고 단어나 구절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듣고 메모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메모의 필요성이 더
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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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 학습에서 듣고 메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헌재 외(2009:212-213)에
서는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을 메모하면서 듣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았다. 박선미(2003)는 설명적인 텍스트를
열거,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의 네 구조로 메모할 수 있는 설명적
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Pearson ＆ Gallagher의 책임 이양 모형을 적용하
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여러 종류의 담화 및 구조에 대한 메모
방법을 그 특성에 맞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임희(2004)에서는 메모하기 원리
로 보유력 향상의 원리, 이해력 증대의 원리, 재구성 능력 신장의 원리를 제
시하였다. 그리고 임선영 역(1997)을 인용하면서 메모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축어→환언→요약’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메모하
기 전략을 나열형 메모하기 전략, 항목별 메모 활용 전략, 수형도형 메모 활
용 전략, 맵핑형 메모 활용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메모의 범위를 넘어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바로 답을 적는 듣기 학습
을 하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류성기(2010)는 초등학교 저학년 메모하
기 방법을 제시해 놓았고, 류성기(2011)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에서의 듣기
메모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류성기(2011:50)에서는 초등 중학년 메모 활동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
메모 전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메모 구조 생각하기
담
→ · Ⅰ, Ⅱ, Ⅲ, Ⅳ 형태 중
화
메모 형태 선택하기
· 메모할 곳 알기
· 기록 방법 생각하기

↕

메모 중

→

메모 후

· 메모 내용 검토하기
· 선택한 Ⅰ, Ⅱ, Ⅲ, Ⅳ
· 재구조화하기
형태에 따라 메모하기
→
· 정리하여 다시 쓰기
· 표기 방법을 달리하여
· 분류, 보관하기
메모하기

↕
조 정 하 기

<그림 1> 초등 중학년 메모 활동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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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류성기(2011:50)에서는 메모 구조 중 분석적 메모하기 구조로 단일
정보 구조, 정보 열거 구조, 시간/장소의 변화/담화 내용 차례 구조, 원인-결
과 구조, 분류/분석 구조, 비교 구조, 줄거리 구조를 제시하였다. 종합적 메모
하기 구조로는 ‘분류-정보 열거’ 구조, ‘단일정보-분류-정보열거-원인과 결
과’의 종합구조를 제시하였다. 메모 유형에는 Ⅰ, Ⅱ, Ⅲ, Ⅳ 형이 있는데, Ⅰ
형은 분석적 정보 확인형이고, Ⅱ형은 분석적 정보 활용형이다. Ⅲ형 종합적
정보 확인형이고, Ⅳ형은 종합적 정보 활용형이다.1)
지금까지 살펴 본 듣기 학습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
년 듣기 학습에 맞는 메모하는 방법을 찾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서 듣기 교재에는
어떤 듣기 내용들이 있으며, 또 그 내용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메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2)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의 듣기 내용은 이어폰의 듣
기 아이콘 내용과 영상 테이프의 보기 아이콘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 논의 대상은 듣기 아이콘이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연구 방법은 먼저 고학년 듣기 교과 내용을 검토하여 듣기 수업에서 메모
가 필요함을 알아보겠다. 둘째로 듣기 내용을 분석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찾
아보겠다. 메모를 할 때에 단어나 구절 또는 기호 등 어떤 기록 형태들이
사용되면 좋을지, 메모를 할 때에는 어떤 메모 구조에 따라 메모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 보겠다. 셋째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듣기
지도에 적용할 때에는 어떠한 메모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논해 보기로 하겠
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짓기로 하겠다.

1) 선행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성기(2011)를 참조할 것.
2) 이 연구는 초등 중학년과의 비교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위해 류성기(2011) 체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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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학년 듣기 교재 메모 내용 특성
2.1. 듣기 학습 문제 제시 양상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내용은 난이도가 높다. 질문하는
형태들도 듣기 내용을 한 번 들어 보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듣고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형태는 적고 많은 내용이 듣고 바로 물음에 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6학년에서는 같은 담화를 다시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6학년에서는 듣기 내용보다는 보기 내용이 매우 많다.
5학년에서는 5-2에 보기 문제가 2개 있는데, 6학년에서는 보기 문제가 6-1
에 12개, 6-2에 11개가 있다. 반대로 듣기 문제는 6-1에서 1개, 6-2에서 4개
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6학년의 듣기 문제의 양상을 보편화하여 제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5, 6학년 듣기 문제의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학년 학기별 듣고 답하기 학습 문제 양상
(단위: 개)

학년학기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기

듣고 바로
물음에
답하기

(듣고 물음에
답한 후) 다시
듣고 다른
물음에 답하기

기타

합계

비고
(보기
문제 수)

5-1

5

12

0

7(표정, 몸짓
알아보기 )

24

0

5-2

5

17

2

0

24

2

6-1

3

0

0

0

3

12

6-2

5

0

0

1
(듣기만 하기)

6

11

합계

18

29

2

8

5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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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듣기 학습 문제의 난이도 증대
고학년에서의 메모하기의 특징은 메모할 내용이 많아지고 체계화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부할 문제: 토론을 듣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봅시다.
1. 주장에 따른 근거가 적절한지 생각하며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2)’를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2. 토론을 다시 들으며 양쪽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때에 사용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봅시다.
구분
주장

근거

찬성편

반대편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① 용기를 주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 “레 미제라블”의 장 발장
- “마지막 잎새”의 존시

(이하 생략)
(5-1, 듣기·말하기·쓰기 3단원 4차시 내용 중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학년에서는 토론을 듣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의 체계로
구조화하여 들어야 한다. 그만큼 듣기 내용의 난이도가 증대되어 효율적인
메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듣기 학습 문제의 메모할 내용 범주 확장
듣기 수업을 함에 있어 듣고 물음에 답할 내용이 듣는 담화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 있고, 듣기 담화 속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드러난 정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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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파악해야 할 문제도 있다. 논자는 류성기(2011)에서와 같이 듣기
내용에 메모할 정보가 드러나 있는 메모하기를 ‘정보 확인 메모하기’라 하고,
듣기 내용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여 메모하는
것을 ‘정보 활용 메모하기’라 칭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2.3.1. 정보 확인 메모하기
(6-1 4단원 4차시 내용)
1. 현주와 석훈이는 학예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사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학예회 인사말’을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2. ‘학예회 인사말’을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인사말의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인사말을 하였습니까?
(2) 인사말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어떤 인사말을 하였습니까?
(3) 인사말의 끝 부분에서는 어떤 인사말을 하였습니까?

위 듣기 지도 내용을 보면 ‘2. (1)-(3)’ 모두 ‘학예회 인사말’ 담화에 제시된
정보만 확인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2.2.2. 정보 활용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는 듣기 내용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보를 확인하
는 메모를 하면서 또는 메모를 한 후에 메모 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더 메모하는 것이다.
(5-1 7단원 1차시)
1.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별 삼 형제, 삼태성’을 듣고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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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2)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그림 생략)

위에서 보면 1의 (1), (2)는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정보 확인 메모를
하면 되는데, 2는 확인된 정보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추론하여 메모하면
서 나아가 그 성격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정보를 연관지어 메모를 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담화를 정보 활용 메모하기를 이용하여 메모한 예를 보이
면 아래와 같다.
정보 활용 메모하기
제목

(주요
항목)
어머니

정보 확인 메모

정보 활용 메모
(성격과 내용)

삼 형제를 보냄

10년 동안 재주 배워 오게 함 (어머니: 엄격함→삼 형제
첫째: 방석 재주
에게 엄함. 재주 배워오라
2. 별 삼
둘째: 먼 곳 봄
함. 싸움에 내보냄.)
형제, 삼태성
삼 형제: 용감→흑룡과 싸
삼 형제 셋째: 무예
워 해를 찾아옴
해 없어짐
어머니: 아들 보냄

위와 같은 정보 활용 메모하기는 추론하기, 처음, 가운데 끝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감상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1에 인물 성격 추론하기가 1개, 5-2에서 비교해서 추론하
기가 4개, 의견 제시가 1개 있다. 6-1에서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1개 있다.
5-6학년 듣기 학습에서 정보 활용 메모하기는 정보 확인 메모하기 및 정보
활용 메모하기 내용 총 57개 중에서 7개로 12.3%를 차지하였다.3) 5, 6학년
정보 확인 및 정보 활용 메모하기 학습 문제 개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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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고학년 학기별 정보 확인 및 활용 메모하기 학습 문제 (단위: 개)
학년-학기

정보 확인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내용

합계

5-1

23

1

인물 성격 추론하기 1

24

5-2

19

5

추론 4, 의견 제시 1

24

6-1

3

0

6-2

5

1

계

50

7

3
중심 내용 파악하기 1

6
57

3. 듣기 교과서 내용 분석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의 듣기 아이콘이 있는 듣기 내용을 메모하기
와 관련지어 분석해 보겠다. 먼저 메모할 때 단어, 구절, 기호 등 어떤 기록
형태로 메모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겠고, 다음으로 듣기 내용을 메모
할 때 어떤 구조로 메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4)

3) 류성기(2011)에 제시된 3-4학년 정보 활용 메모하기 총 180개 중 6개로 3.3%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고학년에서 정보 활용 메모하기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4) 참고로 5-6학년의 듣기·말하기 교과서의 듣기 아이콘이 있는 내용을 담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년-학기 대화 이야기 인사말 토의 토론 설명 선거유세 면담 발표 생활문
3
4
2
2
5-1
5
2
1
1
5-2
1
6-1
1
2
1
6-2
계
1
8
1
2
4
2
2
1
1
3

계
11
9
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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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메모 기록 방법
5-6학년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의 메모할 문제는 총 57개가 나오는
데 52문제가 구나 절로 메모할 내용이고, 단어로 기록할 내용이 5문제이다.
단어 메모의 수가 적고, 구절 메모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메모할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학년-학기별 메모 기록 방법
학년-학기
5-1
5-2
6-1
6-2
계

메모할
학습 문제 총수
24
24
3
6
57

단어
0
5
0
0
5

메모 기록 방법
구, 절
24
19
3
6
52

3.2. 메모 구조
듣기 수업에서 메모할 때에는 듣는 하나하나의 내용마다 분리해서 메모할
것인지 아니면 듣는 내용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메모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메모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해서 메모할 경우에는 단일 정보를 메모할 것인
지, 여러 정보를 열거하는 메모를 할 것인지, 원인과 결과 형태로 메모할 것
인지, 내용을 분류해서 메모할 것인지, 주장과 근거 구조로 메모할 것인지.
줄거리 구조로 메모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고 메모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메모할 경우에는 듣는 담화 전체를 하나의 메모 단위로 생각하
되 그 하나의 단위 속에 단일 정보, 정보 열거, 원인-결과, 분류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는 종합적 메모를 해야 한다. 논자는 류성기(2011)에 따
라 듣는 하나하나의 내용마다 분리해서 메모하는 것을 ‘분석적 메모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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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듣는 담화 전체를 하나의 메모 단위로 생각하면서 메모하는 것을
‘종합적 메모하기’라 칭하고 이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표로 제시
하겠다.
메모 구조
분석적 메모
학년-학기 단일
정보

종합적 메모

정보 원인- 분류 주장- 줄거리
분류-정보열거
열거 결과 /분석 근거
등

계

5-1

7

6

0

0

3

0

8

24

5-2

6

12

1

1

2

1

1

24

6-1

0

3

0

0

0

0

0

3

6-2

0

2

0

2

0

0

2

6

계

13

23

1

3

5

1

11

57

비율(%)

22.8

40.6

1.7

5.3

8.8

1.7

19.3

100

3.2.1. 분석적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모해야
할 내용에 따라 메모구조를 ‘단일 정보, 정보 열거, 원인-결과, 분류/분석,
주장-근거, 줄거리 등’으로 구분하여 메모할 수 있다.
이 중 ‘정보 열거’ 구조의 내용이 23개로 40.6%나 된다. 다음으로는 ‘단일
정보’가 13개로 22.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원인-결과, 분류/분석, 주장근거, 줄거리 등의 메모할 내용이 있다.
이제 류성기(2011)에 제시된 메모 구조도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새롭게 구상하여 5-6학년 메모할 내용의 메모 구조도를 제시하기
로 하겠다. 아울러 해당 교과 내용도 학년-학기별로 하나씩 예시하겠다. 해
당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예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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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정보 구조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정보만 메모하는 구조도이다. 구조도 및 듣기 내용
은 아래와 같다.
한 단어:

또는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단일 정보

단원명

구/절: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5-1

1. 문학의 즐거움

1

혜민이의 경험담

생활문

단어, 구절

5-2

6.깊은 생각 바른 판단

4-5

성덕 대왕 신종

이야기

단어

(2) 정보 열거 구조
마인드맵 형이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표를 활용하여 메모한다. 학습 문제
의 제목을 쓰고, 다음으로 각 단락별 주요 항목을 메모하고, 마지막으로는
세부 항목을 메모하는 형태의 구조도이다.
제목

메모구 학년조유형 학기

정보
열거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단어, 구절

5-1

1. 문학의 즐거움

5-6

봄밤의 이야기 연회

이야기

5-2

4.나눔의 기쁨

2

영진아, 미안해

생활문

구절

6-1

4.나누는 즐거움

4

학예회 인사말

인사말

구절

6-2

2.정보의 해석

3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

구절

(3) 원인- 결과 구조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 표를 써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데, ‘원인’ 하나가 여러 개의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의 결과가 여러 개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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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결과 1
↘ 결과 2

결과

↙
↖

원인 1
원인 2

메모 구조 유형

학년-학기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원인-결과형

5-2

1.상상의 표현

1

능텅 감투(뒷부분)

이야기

구절

(4) 분류/분석 구조
메모할 정보를 분류하거나 분석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내용을
메모하는 구조이다. 분류나 분석 기준이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경우도 있다.
첫째 기준:

1.
2.

둘째 기준:

1.
2.

주제:

메모 구조
유형

학년학기

단원명

차시

5-2

5. 우리가 사는 세상

1

6-2

6.생각과 논리

2

분류/분석형

듣기 내용

담화
종류

어린이들의 독서 방법에 대한
발표문
발표 방송
전교 어린이 회장 후보들의 선거유
선거 유세
세문

메모
방법
단어,
구절
구절

(5) 주장- 근거 구조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주제는 무엇이며, 그
주제에 대한 첫째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근거는 무엇인가를 차례로 메모한다.
첫째 근거:
주장:
둘째 근거:
메모 구조
유형

학년-학
기
5-1
주장-근거형
5-2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3.생각과 판단
3.의견과 주장

1
1

용준이네 반의 토론
홍길동전

담화
종류
토론
토론

메모
방법
구절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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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줄거리 구조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리, 주제, 느낀 점, 추론한 내용을 메모하는
구조이다. 듣기 내용에는 줄거리, 주제, 느낀 점, 추론 내용 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나는 줄거리 등을 메모하면
서 듣는 구조이다. 확인된 정보의 메모하기와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인
줄거리나 주제의 메모하기 사이에는 ‘∥’을 써서 구별하였다. 구조도와 내용
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줄거리

주제

메모 구조
유형

학년-학기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줄거리 등

5-2

1.상상의 표현

1

능텅감투(앞부분)

이야기

단어, 구절

3.2.2. 종합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는 부분적 메모하기 구조를 둘 이상 결합하여 메모하는
구조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 듣기 내용 중의 종합적 메모하기를 필요
로 하는 내용은 메모할 내용 총 57개 중에서 11개로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류-정보 열거 구조 메모하기’만이 있다. 이제 이러한 종
합적 메모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메모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분류-정보 열거 구조’는 듣는 내용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류된
기준에 따른 메모할 내용을 열거하는 형태로 메모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
조로 메모할 내용 단원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고, 그 중의 한 내용을 예로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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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구조
유형

학년학기

단원명

차시

5-1

1.문학의 즐거움

2-3

분류-정보
열거

5-2

5.우리가 사는 세상

6-2

1. 문학과 삶

2-3

듣기 내용

담화
종류

옥황상제의 상

메모
방법

이야기

구절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토의

토의

단어,
구절

혜원이와 지원이, 어머니 대화

대화

구절

(5-1, 1단원, 2-3차시 교과 내용)
6. 시우가 ‘옥황상제의 상’을 듣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며
시우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7. 시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듣고,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
주고 싶은 부분을 써 봅시다.
까치

까치가 “깍깍”운다고 할 때 ---중략---실감 났어.

종다리

(생략)

비둘기

(생략)

부엉이

밤에 길을 ---중략--- “부엉 부엉” 하고 운다고 ___

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친구들에게 동물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하며 ---(이하 생략)

이제 위 내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모해야 할지 알아보자. 5-1,
1단원, 2-3차시 7번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내용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 두어야 하는데, 메모를 할
때에는 먼저 동물에 따라 부엉이, 닭, 오리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동물별
로 우는 목적, 우는 소리, 우는 방법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부엉이는 후반
부의 우는 방법에 대하여 메모를 해 두어야 하고, 닭과 오리는 우는 목적,
우는 소리 및 우는 방법을 열거하는 메모를 해 두어야 한다. 이중의 분류
구조와 정보 열거 구조의 종합적 메모 구조로 메모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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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황상제의 상>
(앞부분 생략)
“저는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엉부엉’하고 울어서 길을
찾도록 해 준답니다. 사람들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 가지요.”
“오, 너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너에게는 깜깜한 밤에도 무엇이든 환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겠다.”
부엉이는 크고 밝은 눈을 상으로 받았어. 부엉이가 밤눈이 밝게 된 것은
이때부터란다.
---(중략)---

다음은 거위 차례야.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울 때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는 일을 한답니
다. 제가 큰 소리로 ‘꽉, 꽉’ 하고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못들어 오지요.”
(이하 생략)

이와 같은 담화를 들으면서 메모할 내용을 세 가지 동물로 분류하고, 다시
우는 목적, 우는 소리, 우는 방법으로 분류한 다음 각 동물마다 중요한 정보
를 나열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메모한다. 우는 목적과 우는 소리는 듣고
메모하고, 우는 방법은 느낀 대로 메모를 한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목

분류 기준 동물 이름
부엉이

옥황상제의 상 동물 종류

닭

거위

분류 기준

중요 메모 내용

우는 목적

밤 길 찾음

우는 소리

부엉부엉

우는 방법

(느리고 굵은 소리)

우는 목적

새벽 사람들 깨움

우는 소리

꼬끼오

우는 방법

(높은 소리 길게)

우는 목적

집 지키기

우는 소리

꽉꽉

우는 방법

(큰 소리로 쎄게)

이제 마인드 맵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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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합적 메모 구조

4. 메모하기 적용 방법
이제 지금까지 살펴 본 메모하기 구조도를 활용한 실제 수업 시간에서의
듣기 지도 방법을 알아보자. 류성기(20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먼저 메모
하기를 정보 확인 메모하기와 정보 활용 메모하기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분
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로 구분한 후 Ⅰ, Ⅱ, Ⅲ, Ⅳ 형태로 나누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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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메모하기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Ⅰ

Ⅱ

Ⅲ

Ⅳ

정보 활용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

<그림 3> 메모하기 적용 유형

Ⅰ형은 메모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정보 확인하는 형태의
메모하기로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라 칭한다. Ⅱ형은 분석적으로 메모
를 한 후 이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하기 형태로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라 칭한다. Ⅲ형은 메모하는 구조가 종합적이면서 메모하는 내용은 정보를
확인하는 메모하기 형태로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라 칭하고, Ⅳ형은 메
모하기 구조가 종합적이면서 이 메모 정보를 활용 메모하기 형태로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라 칭한다.
이제 이들 네 가지 형태의 메모하기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
는데, 먼저 메모 활동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류성기(2011)에 제시된
‘초등 중학년 메모 활동 과정’을 ‘초등 메모하기 활동 과정’이라 개칭하고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메모 전

메모 중

메모 후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메모 구조 생각하기
· 선택한 Ⅰ, Ⅱ, Ⅲ, Ⅳ
· 메모 내용 검토하기
담
→ · Ⅰ, Ⅱ, Ⅲ, Ⅳ 형태 중 →
형태에 따라 메모하기 → · 재구조화하기
화
메모 형태 선택하기
· 표기 방법을 달리하여
· 정리하여 다시 쓰기
· 메모할 곳 알기
메모하기
· 분류, 보관하기
· 기록 방법 생각하기

↕

↕
조 정 하 기

<그림 4> 초등 메모 활동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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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학년 메모하기 과정은 고학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메모
전 활동’에서는 책을 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메모 구조를 생각해 보며,
Ⅰ, Ⅱ, Ⅲ, Ⅳ 형태 중 어느 형태로 메모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어디
에 메모할 것인지도 생각한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는 Ⅰ, Ⅱ, Ⅲ, Ⅳ
형태 중 선택한 형태로 메모하기를 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
본다. 마지막으로 ‘메모 후 활동’에서는 메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면 재구조화하여 정리, 보관한다.
그러면 이제 Ⅰ, Ⅱ, Ⅲ, Ⅳ 메모 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적용 예를 알아보기
로 하자.

4.1.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Ⅰ형)
Ⅰ형은 듣기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메모하면서 정보를 확인하는 메
모를 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먼저 메모해야할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를 분
석하여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들으면서 듣기 내용 중에 나온 정보를 하나하
나 확인하여 메모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5-1 3단원
1차시 듣기 내용을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은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메모해 보자.

4.1.1. 교과서 내용(5-1, 3단원 1차시)
공부할 문제: 토론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만화 그림 생략)
(1) 두 친구의 의견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2) 두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준이네 반에서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용
준이네 반의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56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7집

(1) 토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 토론자가 그렇게 주장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토론의 특성을 정리하여 봅시다.
(이하 생략)
(듣기 내용)
사회자: 지금부터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와 같은 각종 기념일에 친구
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가’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시작하
겠습니다. ---중략--찬성편 토론자 1: 저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의 기념일에 친구들끼
리 선물을 조고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친구에
게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토론자 1: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선물로 표현하
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념일마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을 사느라고 초등학생 신분에 맞지 않은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생략---

4.1.2.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5-1학기 3단원 1차시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45-47쪽을 읽어 본다. 그리고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의 선물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그런 다음 47쪽 2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Ⅰ, Ⅱ, Ⅲ, Ⅳ 메모 유형 중 Ⅰ형에 따른 메모하기 곧, 문제 하나하
나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면서 메모할 것을 생각한다. 분석적
메모 내용은 교과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토론 주제, 각 토론자들
의 주장과 근거를 메모하는 것이다. 메모 중 활동에서는 토론 주제,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를 메모한다.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초등 고학년 듣기 교재 메모할 내용 분석 및 메모 방법 연구 57

분석적 메모 내용
정보 확인 메모 내용
밸런타인, 화이트데이, 기념일, 친구끼리 선물
토론 주제
확인(좌동)
주고받기
찬 토 1 좋다←마음 표현 자연스러움
확인(좌동)
반 토 1 어른 흉내, 돈 많이
확인(좌동)
찬 토 2 돈 많지 않음, 용돈
확인(좌동)
반 토 2 포장 비싸, 못 받은 학생 서운, 어른들 장삿속
확인(좌동)
찬 토 1 꼭 장삿속 X, 우정
확인(좌동)

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해 보아 틀린 부분은 고친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교재를 가지고 듣기 수업을 할 때, 메모한 내용을 참조 자료로 사용한다.

4.2.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Ⅱ형)
Ⅱ형은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이다. 먼저 메모해야할 내용이 무엇인
가를 알아 정보를 확인하여 메모를 한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요구하는 문제
의 답을 메모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5-2 4단원
72-73쪽에 있는 2차시 1, 2번 듣기 내용을 <그림 4>에 제시된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알아보자.

4.2.1. 교과서 내용(5-2 4단원 2차시 1, 2번)
공부할 문제: 사과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영진아, 미안해’를 들어봅시다.
(그림 생략)
2. ‘영진아, 미안해’를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성희가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2) 성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내가 성희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4) 나도 성희처럼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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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내용)

영진아, 미안해

1. “제가 할게요”
늘 학급의 궂은 일에 밝게 앞장서는 영진이는 학급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친구입니다. 지난 번 도덕 시간에 ‘성실한 친구’ --- 중략 --2. 성희는 영진이의 단짝 친구입니다. 영진이가 4학년 때 전학 온 뒤부터는
둘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 중략 --3. “영진이가 저번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
“정말?”
“영진이가 잘난 척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아이들이 다 싫어했다던데… …”
---(이하 생략)---

4.2.2.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5-2 4단원 2차시 1, 2번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남을 모략, 또는 비방했던 일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그런 다음 Ⅱ형에 따른 메모하기 곧, 정보를
분석적으로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하기를 생각한다. 분석적으로 메
모할 내용은 영진이에 대한 내용, 성희의 생각, 성희의 말, 영진이의 언동
등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메모할 내용은 문제 (3) ‘내가 성희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와 (4)번 ‘나도 성희처럼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이다. 이러한 점들을 메모 전에 생각한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서는 Ⅱ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분석적 메모 내용
정보 활용 메모 내용
궂은 일, 인기, 성실, 배려심, 봉사 뽑힘
내가
고민X
친하게 지냄, 아이들 영진이를 더
까닭
성희라면?
사과
좋아하고, 자기와 비교
성희(2)-(3)
지난 학교-친구들 사이X,
모략
잘난척, 거짓말
과거에
○○에게
(생략)
아이들(4)번
수근거림
나는?
(생략)
영진-성희(5) 집에 같이 감
(생략)
저녁(6)
저녁
영진(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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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해 보아 틀린 부분은 고치고, 혹 다른 형태
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꾼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듣기 수업을 하는
데 활용한다.

4.3.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Ⅲ형)
Ⅲ형은 종합적으로 메모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메모하기이다. 그러므로 먼
저 메모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메모하
는데, 듣기 내용 속에 제시된 정보만 확인하여 메모하는 활동을 할 뿐 그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5-1
1단원 2-3차시 6-7번 듣기 내용을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메모해 보자.
이 교과서 내용 및 듣기 내용은 위 3.2.2.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하기
로 한다.

4.3.1. 교과서 내용(5-1 1단원 2-3차시 6-7번)
(5-1, 1단원, 2-3차시 교과 내용)
6. 시우가 ‘옥황상제의 상’을 듣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며 시우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7. 시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듣고,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
려주고 싶은 부분을 써 봅시다.
까치
종다리
비둘기
부엉이
닭
거위

까치가 “깍깍”운다고 할 때 높고 반가운 목소리로 약간 빠르게
말했어. …
(생략)
(생략)
부엉이 반에 길을 찾도록 해 주려고 “부엉 부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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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구들에게 동물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하며 ---(이하 생략)
(듣기 내용)
<옥황상제의 상>
(앞부분 생략)
“저는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엉부엉’하고 울어서 길을
찾도록 해 준답니다. 사람들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 가지요.”
“오, 너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너에게는 깜깜한 밤에도 무엇이든 환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겠다.”
부엉이는 크고 밝은 눈을 상으로 받았어. 부엉이가 밤눈이 밝게 된 것은
이때부터란다.
---(중략)---

다음은 거위 차례야.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울 때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는 일을 한답니
다. 제가 큰 소리로 ‘꽉, 꽉’ 하고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못들어 오지요.”
(이하 생략)

4.3.2.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5-1 1단원 2-3차시 6, 7번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새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
화시킨다. 그런 다음 Ⅲ형에 따른 메모하기 곧, 종합적이고 정보 확인으로
메모할 것을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할 내용은 ‘옥황상제의 상’ 듣기 내용 전
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 확인으로 메모할 내용은 부엉이, 닭, 거위에
대한 메모 내용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확인 기록한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서는 Ⅲ형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를 열거한 후
다시 정보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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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종합적 메모 구조

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해 보아 틀린 부분은 고치고, 혹 다른 형태
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꾼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듣기 수업을 하는
데, 메모한 내용을 참고한다.

4.4.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Ⅳ형)
Ⅳ형은 종합적 메모를 하면서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먼저 듣기 내용 전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메모하는데, 교과서
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한 내용까지
메모한다. 6-2 6단원 2차시 1-2번 내용을 이 유형에 따라 메모해 보자.

4.4.1. 교과서 내용(6-2 6단원 2차시 1-2번)
1. 선거 유세의 특징을 생각하며 ‘단희의 선거 유세’를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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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단희의 선거 유세를 위하여 쓴 글입니다. 선거 유세의 내용을 어
떻게 구성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처음)
안녕하십니까?

------------------- 시작하는 말

저는 기호 2번 강단희입니다. ------------------ (자기 소개하기)
제가 반장선거에 나온 까닭은 우리 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가운데)
------ (출마 까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먼저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 (공약 말하기)

들어주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합니다.

--------- (마지막지지 부탁)

3. (이하 생략)
(듣기 내용)
단희의 선거 유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강단희입니다.
제가 반장 선거에 나온 까닭은 우리 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되면 먼저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중략)---

여러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행복한 교실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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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6-2 6단원 2차시 1-2번
듣기 내용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선거 유세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다. 그런 다음 Ⅳ형에 따른 메모하기 곧, 종합적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를
할 것을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할 내용은 ‘단희의 선거 유세’ 듣기 내용 전체
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 활용으로 메모할 내용은 정보 확인된 메모 내용
을 바탕으로 한 ‘선거 유세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으로 Ⅳ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종합적 메모 내용
시작하는 말
처음
(
)
단희의
선거
가운데
유세

(

(
끝

)

)

마지막 지지 부탁

정보 활용 메모 내용
안녕
저는 강단희
봉사
최고 반
열심히
고민 해결
불편 해소
분위기 개성
한 표

저는 강단희(→자기 소개)
봉사, 최고 반, 열심히(→츨마 까닭)
고민 해결, 분위기 개선(→공약)

‘단희의 선거 유세’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분류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정
보인 ‘안녕’을 메모하고, (소개하는 정보)인 ‘저는 강단희’를 메모한다. 그리고
가운데 말하는 정보 중 (출마한 까닭 정보)인 ‘봉사, 최고의 반’ 및 (공약 정
보)인 ‘고민 해결, 불편 해소’ 등을 메모한다. 마지막으로는 끝에 해당하는
‘한 표’를 메모한다. 그 후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

) 안에 들어 갈

‘자기 소개, 까닭, 공약’이라는 정보를 메모한다.
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해 보아 틀린 부분은 고치고, 혹 다른 형태
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꾼다. 그런 후 교사와 함께 듣기 수업을
하는데, 메모한 내용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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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듣기 수업에서 메모하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제 위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기로 하겠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기의 난이도가 높아져 메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단순히 단일 정보나 정보 열거만이 아니라 메모를
할 때 내용을 체계화하면서 메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듣기에
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순히 정보만 확인하는 것에서 확인한 정보를 활용
하여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활용 메모하기’가 중학년에서는 약 3.4%였
는데, 고학년에서는 14%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메모하기는 중학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
모하기가 있다. 분석적 메모하기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고, 종합적 메모하기는 그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메모하기이다. 고학년의 메모하기에는 총 57개가 있는데 분석적 메모
하기에는 46개로 80.7%이고, 종합적 메모하기는 11개로 19.3%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년에서 종합적 메모하기가 5.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고학년에
서는 종합적 메모하기가 많이 확대되었다.
셋째, 메모하기 적용 방법에는 중학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확인 메모
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를 결합한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Ⅰ형),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Ⅱ형),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Ⅲ형),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Ⅳ형) 형태가 있다.
지금까지 메모하기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6학년에서는
듣기 내용이 적게 나오고 대부분 ‘보기’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듣기 내용 분
석에 있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내용에 대한 검증은 지면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해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논의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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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mo Method Research in the Listening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High Classes
Ryu, Seong-Gi(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difficulty of listening in the fifth and the sixth grades in the primary
school is increasing. So memo is more necessary in the fifth and the sixth
grades than in the third and the fourth grades in the primary school. When
the students memo, they sometimes memo not only one or two contents
but also systematic contents. And they memo not only the informations
when they listen contents but also memo the contents that they can not
find in the listening contents. Although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s they
also make the memo the contents that they can not find in the listening
contents, in the fifth and the sixth grades the amount increase and the
contents are difficult.
And the method of writing memo is also more difficult than in the middle
classes. Most of the times students write the memo by the phrase or clause.
There are two memorizing method of analytic and synthetic memo as the
middle classes. But the synthetic memo rate incresed. In the middle classes
the synthetic memo rate is 5.6% but in the high classes the synthetic memo
rate is 19.3%. This means the memo method is more difficult.
In the memo practice there are 4 types as the the middle classes. The
composing elements of the 4 types are information affirm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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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nalytic and synthetic. Ⅰ type is analytic and information affirmation
memo type. Ⅱ type is analytic and information use memo type. Ⅲ type
is synthetic and information affirmation memo type. Ⅳ type is synthetic and
information use type memo. But the memo contents are more difficult than
the middle classes.
【Key words】Information affirmation memo, Information use memo,
Analytic memo, Synthetic memo, Ⅰ memo type, Ⅱ memo
type, Ⅲ memo type, Ⅳ memo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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