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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매체언어 교육의 차원에서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교수·학습을 국어
교과서에 구현한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는 현행 6학년 1학기 국어: 듣기·말하기·
쓰기교과서의 ‘5. 사실과 관점’ 단원의 개발과 집필의 원리와 맥락, 그리고 해당교과
서 단원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첫 해 첫 학기의 수업 실행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목표로 한 교과서 단원개발
의 원리와 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목표로 한 단원의 수업
실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셋째, ‘이 연구의 결과가 뉴스에 대한 교육, 더 나아
가 매체언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과 교사 교육 및 지원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의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고 해당 교과서의 실험본과 정본의 개발과정에
서 생산된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담론 분석 및 2011년 1학기에 해당 단원을 가르친
교사 7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단원의 목표와 내용은 뉴스의 비판적 이해뿐 아니라 생산을 포함하는 방
향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에 비해 확장되었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비판적
뉴스 읽기를 위한 활동에는 지식·기능 학습의 도식화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교사들의 교과서 단원 재구성과 수업 실행은 뉴스 텍스트의 성격과
비판적 문식성 교육으로서의 뉴스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가치 부여에 따라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교과서 재구성 양상은 매체언어 교육의 핵심개념
으로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목표와 전략의 중요성이 중요함을 제기한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정될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주요어：뉴스,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수업 실행, 매체언어 교육, 미디어 교
육, 매체 텍스트, 이해, 생산, 비판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읽기, 사실,
의견, 관점, 지식, 기능, 도식화, 정답, 교과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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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뉴스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정보와 사건을 뜻하
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정보 이용과 사회적 여론 형성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 장르이다. 2011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현
행 6학년 1학기 국어: 듣기·말하기·쓰기교과서의 ‘5. 사실과 관점’ 단원(아
래에서는 ‘사실과 관점’ 단원으로 부르기로 하겠다.)은 정보 전달 목적의 매
체 텍스트인 뉴스의 특성과 담화 구조를 이해하고,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나
사건에 어떤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따져 읽을 수 있는 방법
을 익히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를 비교하는 활동,
뉴스 기사 작성과 발표를 통해 뉴스에 관점이 반영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87-107).1)1)
뉴스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단원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도 많은 교사들은 의미 있는 대화로 학교생활의 하루를 열고자 하는 학급
경영의 목적, 혹은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인용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 그리고 신문 기사를 교과 내용이나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
는 신문활용교육(NIE)의 차원에서 익숙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뉴
1)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매체언어 교육 내용이 반영된 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
자(2007), 최미숙(2007), 이경화·안부영(2010), 최숙기(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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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다루는 정보의 내용에 주목하여 교육의 자료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은 뉴스가 제시하는 정보가 특정 인물, 집단, 사건, 대상, 현상 등에 대해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지, 뉴스에 반영된 관점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과 텍스트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알고 비판적 태도로 뉴스를 수용
하도록 하는 매체언어 교육 차원의 본격적인 뉴스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뉴스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된 정보나 사건으로 정의된다. 언론학에서는 ‘뉴스 가치’, ‘의제 설정’,
‘틀 짓기’, ‘게이트키핑’ 등의 개념을 통해 뉴스 제작 과정이 결코 객관적인
과정이 아님을 이론화해왔다(김대행 외, 2004; 우한용 외, 2004; 오미영·정
인숙, 2005; 한국언론학회 편, 2007; 정현선·옥현진, 2011).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의 뉴스 보도와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뉴스 보도와
전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나(권순희, 2003a, 2003b; 반현·권영
순, 2007; 원숙경·김대경·이범수, 2007; 나은경·이준웅, 2008; 공훈의,
2010; 김인희·김태현, 2010), 아직까지도 뉴스 생산과 보도에서는 거대 자본
과 전문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신문사와 방송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
다. 이 때문에 신문과 방송의 뉴스는 매체가 특정 인물, 집단, 대상, 사건
등을 어떤 언어와 기호적 표현을 통해 ‘재현(representation)’하는가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장르에 속한다
(Buckingham, 2004).
비판적 언어 인식 학파(Critical Language Awareness)에서는 지금까지의
언어 교육은 언어 형식의 정확성과 언어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데
국한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언어 사용 주체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행위의 측면에서 언어가 사회적 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을 따지는 것
이 언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은성, 2005). ‘사회적으로 위
치 지워진 필자와 독자’에 대한 비판적 언어 인식 학파의 관점은 특정한 텍스
트의 의미화 방식을 통해 이득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비판적으로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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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도록 하는 비판적 읽기 또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한
다.2) 이에 따라 비판적 언어 인식 학파는 뉴스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기
도 했다(Bell et al, 2004; Fairclough, 2004).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었던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뉴
스가 단지 ‘정보 전달’ 목적의 텍스트 유형인 것이 아니라 ‘정보와 설득’의
목적을 동시에 지닌 텍스트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교
육인적자원부, 2007: 121).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언어 교육의 차원에서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교수·
학습을 국어 교과서에 구현한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는 ‘사실과 관점’ 단원
의 개발의 원리와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교과서 단원이 초등학교 현장
에 적용된 첫 해 첫 학기에 뉴스에 대한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
지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3) 교과서는 “추상적인 계획으로서의 국어과 교
육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로, 실제 수업 내용
은 학교에서 교수·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교과서 재구성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도달
수준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정혜승, 2002, 2004). 특히 이 연구는 필자
자신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구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원의 근거가 된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 단원의 집필자로서
2)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문식성’의 개념과 실천 양상에 관한 최근 논의로는 안부영(2009,
2010), 김혜정(2010), 이순영(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Evans 엮음(2011:212-214))에
서는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개념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들
을 소개하면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코드를 해독하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세상에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초기에는 어린이를 독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는 ‘이해’ 중심의 접근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다양한 장
르와 미디어, 표상 양식으로 된 텍스트를 설계하고 구성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생
산’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후자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6학년 2학기 뺷국어: 듣기·말하기·쓰기뺸교과서에도 뉴스 학습을 위한 단원이 제시되어 있
으나, 2학기 교과서의 단원은 1학기 교과서 단원의 심화 학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행은 이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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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개발에 참여했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 자체에 관한 실행 연구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향후 매체언어 교육(뉴스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단원 집필과
수업 실행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담론 분석을 통
해 이루어진 실행 연구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4).
이 논문의 연구 문제와 논의 전개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목표로 한 교과서 단원 개발의 원리와 맥락은 무엇인가?
2) 교사들은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목표로 한 단원의 수업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3) 이 연구의 결과가 뉴스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 매체언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과 교사 교육 및 지원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교과서 단원 개발의 원리와 맥락에 대해서는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학습 목표와 내용의 확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제재 선정에 작용하는 “도식화”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의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서들에 대한 분석, 즉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집필자에게 주어진
집필에 관한 지침과 유의 사항, 교과서 연구진의 수정 의견, 집필자가 생산한
초고와 수정 원고들, 실험본 교과서, 실험본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의 수정
의견서와 국어과 실험학교들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들, 현행 교과서(정본) 원
고 등의 문헌에 관한 담론 분석을 적용하였다.5)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들의 수업 실행에 관해서는 뉴스 교육에 대한
4) 이와 관련하여 홉킨스(Hopkins,1985: 32)는 실행 연구에 대해, 자신의 실천을 이해하고 개선하
고 개혁하기 위해 수행되는 훈련받은 탐구의 한 형태로, 행위와 연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코엔, 마니온과 모리슨(Cohen, Manion & Morrison, 2000)은 실행 연구에 대해
현실 세계이 기능에 대한 소규모의 개입과 그 개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5) 담론 분석이란 ‘말(talk)’과 ‘텍스트(text)’가 특정 대상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자료 수집 및 해석 방법이
다(Wood & Kroger, 2000). 담론 분석을 초등학교 저학년 문학 수업에 적용한 연구로는 정현
선·이미숙(200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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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항(관련 연수 경험 유무, 뉴스에 대한 지식과 이용 태도, 평소
수업에서의 뉴스 활용 여부와 방법, 뉴스에 대한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과 해당 단원의 수업 실행에 관한 사항(학습 목표에 따른 차시 구성, 학습
내용, 방법, 학습 자료, 난이도, 분량 등의 적절성,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초등학교 6학년 교사 7인(성별로는 여교사 5인/남
교사 2인, 교사 경력으로는 10년 이상 경력 4인/5년 이상 10년 미만 1인/5년
미만 2인, 대도시 학교 근무자 5인/중소도시 학교 근무자 1인/도서지역 학교
근무자 1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학습 목표와 활동 및 제재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단원 재구성
방법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는 이 논문의 제3장 제1절의 ‘교과서 재구성과 수업 실행 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자세히 전개하였다.
인터뷰의 실행 대상, 시기, 방법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본래 계획된 인터뷰
대상자는 남녀 비율과 교직 경력, 수업우수교사 등 전문성 여부의 균형을
고려하여 총 11인(여교사 5인/남교사 6인)을 섭외하였으나,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 사정과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총7인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해당 단원의 학습을 마친 시점인 2011년 5월 말~7월
초(5월 27일~7월 1일)에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해당 교사의 근무지 또는 자택
근처로 방과 후에 방문하여 1인당 1시간 내외,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동의하에 그 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인 교사들에
게는 연구자가 미리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알리고,
교사가 단원 재구성의 목적으로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자료
와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결과물(주로 뉴스 기사 작성
혹은 동영상 뉴스 제작 결과물)의 사본 준비를 요청하여 살펴보았다.6)
6) 교사들을 통해 수집한 학생들의 뉴스 기사 작성과 동영상 뉴스 제작 결과물은 교사들의 인터
뷰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
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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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 문제인 뉴스 텍스트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서 단원 개발
과 교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로부
터 도출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룰 것이다. 비록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인 교과서가 2014년까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기는 하지만,7)
2014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통해 뉴스 학습이 계속해서 이루
어질 것이다. 또한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 ‘듣기·말하기’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 가운데에는 “(1)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라는 내용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해설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뉴스
단원 개발 기준이 된 성취 기준인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
다.”와 마찬가지로 뉴스의 정보에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 뉴스는 수많은 사건
중의 일부가 선택되어 보도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뉴스
를 읽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8) 따라서 새로 개발될 5학년 혹은 6학
년 교과서에도 뉴스에 관한 학습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내용은 새로 개발될 교과서의 뉴스 단원 내용 구성과 제재 선정 등의
방향을 수립하고, 매체언어 교육의 맥락에서 해당 단원의 교수·학습을 위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여전히 시의성
과 유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가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되는 시점은 2015년이 될 예정이다.
8) 해당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뉴스가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에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전달하는 이의 관점도 함께 반영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뉴스는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 중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소식
으로,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 사회
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건
을 짧은 시간이나 지면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만드는 이들의 관점이 반영됨
을 알게 한다.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등을
통해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도
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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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단원 개발과 집필의 원리와 맥락
2.1.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목표로 한 교육과정 내용의 확장
‘사실과 관점’ 단원의 학습 목표와 내용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6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인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와 이에 따른 내용 요소의 예를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보도하는 뉴스’에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해당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이와 관련된 담화의 수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1> ‘사실과 관점’ 단원의 근거가 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담화의 수준과 범위>
-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보도하는 뉴스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⑴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됨을 안다.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뉴스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그리고 해당 단원의 개발을 위해 단원 집필자에게 주어진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에서 제시한 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 목표, 학습의 성격 등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서울교대·한국교원대 국정도서 국어편찬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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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실과 관점’ 단원의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목표

뉴스를 듣고
다양한 관점
을 파악(평가)
할 수 있다.

1. 뉴스 기사의 짜임새를 알아봅시다.
2. 뉴스를 듣고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3-4. 서로 다른 관점이 반영된 뉴스들을 찾아 관점을
파악하여 봅시다.
5-6.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뉴스 기사
를 써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

학습의
쪽수
성격

이해
이해
적용

19

적용

집필 시 유의점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뉴스 자료 활용 가능.
- 뉴스의 담화 구조는 앵커의 도입과 취재 기자의 보도로 구성 됨.
- 동일한 사건에 다양한 관점이 반영됨을 이해해야 함.
- 뉴스를 써 보는 활동 대신 말하는 활동으로 대체 가능함.

<표 2>에 제시된 단원 학습 및 차시 목표를 <표 1>에 제시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우선 성취 기준은 뉴스에 정보가 반영된다
는 사실을 이해하는 ‘지식’ 학습의 성격으로 진술되어 있는 데 비해,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에서 제시된 단원 학습 목표는 뉴스를 듣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기능’ 학습의 성격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시 학습 목표 역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에
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뉴스를 듣고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뉴스 기사를 써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와 같은 2개의 학습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에서 단원 학습 목표가 ‘지식’ 학습에서 ‘기능’
학습의 성격으로 바뀌어 제시된 이유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관점’
단원의 성취 기준이 속해 있는 ‘듣기’ 영역의 교수·학습이 구체적인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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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되어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9) 한편, 현행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가 ‘이해 학습+적용
학습’의 구조, 즉 하나의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 전략의 원리 등에 관한 ‘이해 학습’을 한 후,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여
하나의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 학습’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교육과학기술부, 2011b: 37)을 고려한 것 역시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차시 학습 목표 가운데
‘뉴스를 듣고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는 뉴스를 수용하기 위한 전략
의 원리에 대한 ‘이해 학습’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기능으로,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뉴스 기사를 써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는 이해 학습에서 배운 전략의 원리를 뉴스 생산에 ‘적용’하
는 학습의 차원에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거의 변화 없이 반영’하는 방식, 둘째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장’하는 방식, 셋째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축소’
하는 방식이다(정혜승, 2002: 102; 최미숙 외, 2012: 58~60).10) 이러한 원리를
‘사실과 관점’ 단원에 적용해 보면,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에서 제시한
차시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적용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된다.
실험본 교과서는 <표 2>에 제시된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에 따라
작성된 초고를 교과서 연구진이 검토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집필자
9)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운용’에 관한 항목에는 “듣기 지도에서는 들은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효용성을 평가하고, 화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 화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활동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69).
10)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방식은 본래 정혜승(2002: 102)에서 ‘그대로 반영’, ‘확장’,
‘축소’, ‘추가’, ‘삭제’의 5개로 논의되었으나, 최미숙 외(2012: 58-60)에서는 ‘거의 변화 없이
반영’, ‘확장’, ‘축소’의 3개로 압축하여 제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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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 원고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해 총 6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
되었다(2009년 7월~11월). 실험본 교과서는 2010년 1학기에 전국 15개의 국
어과 실험학교에 투입되었고, 이에 대한 실험학교의 수정 의견이 연구진과
집필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필자가
정본 원고를 2010년 8월 말~9월 초에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관점’ 단원의 학습 목표와 내용은 애초
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비추어 확장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23 참고).
<표 3> ‘현행 교과서’의 ‘사실과 관점’ 단원: 최종 학습 목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단원 학습
목표

차시

1
뉴스에서 관
점을 찾는 방
법을 알아보
고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
스 기사를 만
들 수 있다.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2
3

-

4

-

5

-

6

-

단원의 개관 및 학습 안내
뉴스의 특성과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 알기
뉴스의 짜임새 알기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보도한 두 신문사의 뉴스를
보고, 뉴스에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
뉴스를 보고 뉴스에 나타난 사실, 의견, 표현을 따져
보고 관점 파악하기
뉴스 제작 과정 알기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
정보나 사건의 내용과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스 기사
쓰기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학습의
성격

이해
이해
이해
적용
적용
적용

집필 세목과 집필 시 유의점을 안내한 <표 2>와 현행 교과서 단원 내용을
제시한 <표 3>에 나타난 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내용 및 활동을 비교
해 보면, 우선 단원 학습 목표가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을 아우르는 ‘뉴스에
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스 기사를 만들 수
있다.’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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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뉴스의 특성과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 알기’, ‘뉴스 제작 과정
알기’,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 등의 3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예에 비추어
<표 3>에 제시된 현행 교과서의 차시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을 비교해
보면, ‘뉴스의 특성과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 알기’, ‘뉴스에서 관점
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 ‘뉴스 제작 과정 알기’,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 ‘정보
나 사건의 내용과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스 기사 쓰기’ 등 총 5개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욱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 새로 추가된 5개 내용 가운데 ‘뉴스의 특성과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 알기’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의 예’에 제시된 ‘뉴스의 사회적
기능 알기’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특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
련된 내용으로, ‘지식’ 학습의 내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뉴스에서 관점을 파악하는 방
법 알기’는 해당 단원의 교육과정 근거인 성취 기준을 각각 ‘지식’과 ‘기능’
범주 학습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학습 활동으로 구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2개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비추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뉴스 제작 과정 알기’,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 ‘정보나 사건
의 내용과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스 기사 쓰기’ 등 3개 학습 내용의 경우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학습을 ‘뉴스 생산’ 학습을 통해 심화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또 다른 뉴스에 적용해 보는 의미의 ‘기능 이해 학습’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직접 관점이 반영된 뉴스를 구성해 보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뉴스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뉴스
생산을 통한 뉴스 이해 학습’을 심화 학습으로 추가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심층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 모두가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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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실과 관점’ 단원의 5~6차시의 학습 내용이 2차시 내에 다룰 수 있는
학습량을 초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뉴스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
한 지식(‘뉴스 제작 과정 알기’)과 기능(‘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에 대한 학습
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의 5~6차시에 제시된 ‘뉴스 제작 과정 알기’와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가장 처음에 작성되었던 ‘실험본
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실험본 초고’의 5~6차시 내용은 서
울의 한 초등학교 방송반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두 편의 뉴스(동일한 정보
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드러난 두 편의 뉴스)11)를 본 후, 그 두 편의
뉴스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이유를 말해 보는 활동, 같은 반 어린이들
이 궁금해 할 사건을 선택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 뉴스를 만들지 정해
보는 활동,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 사건의 내용과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뉴스를 구성해 보는 활동, 마지막
으로 역할놀이의 형식으로 뉴스를 진행해 발표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역할놀이 형식으로 뉴스를 진행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 이유는
뉴스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또 다른 기능
학습을 위한 추가 차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현행 교과서에 ‘뉴스 제작 과정 알기’와 ‘뉴스 취재 계획 세우기’ 활동이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5~6차시에서 뉴스 제작 활동의 단계가 세분화되어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은 ‘실험본 초고’에 대한 연구진의 수정 의견, 그리
고 이를 반영해 수정된 실험본 교과서에 대한 실험학교 교사들의 수정 의견
11) EBS에서 2002년 8월~2003년 2월에 방송된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와우!
미디어 탐험」(총26부작, 이후 DVD로 출시됨)의 제2편 ‘TV 뉴스 바로 보기’ 가운데 ‘뉴스
제작 실험실’ 코너(6분 24초 분량)에 출연한 어린이들이 만든 것으로, 2002년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주 5일제 수업’(이 프로그램이 제작된 2002년 당시에는 아직 도입되
지 않았고, 2004년에 처음 도입됨.)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반된 주장을 취재하여 만든 두
편의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주 5일제 수업이 잘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주 5일제
근무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 뉴스는 이와 달리 주 5일제 수업이 실시
되면 주말에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관점만을 보여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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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본래 연구진의 요청은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뉴스 제작 사례가 담긴 동영상 자료
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연구진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제작한 뉴스에서 다룬 주제인 ‘주 5일제 수업’이 이미 격주로 시
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떨어지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뉴
스를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자가 뉴스를 취재
하고 뉴스 원고를 써 보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후 뉴스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 활동을 제시하게 되었다.12)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실제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학습 활동
에 포함되고 나니, 어린이들이 뉴스를 구성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취재 계획
을 세우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실험학교에서 제기되었고, 이
의견이 정본 교과서 원고 집필에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뉴스 제작 활동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단원의 집필자가 어린이들이 제작한 뉴스를 뉴스 제작 활
동의 제재로 사용하고자 한 이유는 첫째, 어린이들이 뉴스 제작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전문적인 방송 뉴스 제작에 비해 훨씬 더 간략한 절차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뉴스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뉴스의 주제
를 토의하는 활동을 도입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있어 더욱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들이 제작한 뉴스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어린이들의 관심
을 반영한 정보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
뷰를 할 수 있는 주제와 대상으로 범위를 정해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 대상
을 섭외하는 데 있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12) 앞서 제시한 EBS의｢와우! 미디어 탐험」 제2편 ‘TV 뉴스 바로 보기’에 포함된 또 다른 코너
인 ‘현실에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약 5분 52초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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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자료 확보 방법은 해당 학습 목표나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생산한 뉴스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단원 개발 지침과 관련하여,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한정된 교과
서 개발 일정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양질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제작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예시 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어, 적절한 예시 자료를 어린이들과 직접 제작해 수록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집필자의 입장에서는 학교 방송반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뉴스 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
는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질과 음질 등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주어진 학습
목표와 활동에 적합한 조건의 자료(같은 사건이나 정보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드러나는 두 가지 뉴스)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을 실행한 교사들이 어떻게 제재를
재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뉴스 제작 활동의 학습량 문제를 살펴보면, 뉴스 제작을
중심으로 한 5~6차시의 활동이 4차시의 마지막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컴퓨
터 게임에 대하여 내 관점에서 뉴스를 만든다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하여 봅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101)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
록 구성하였다면 4차시의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볼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
다. 어떤 내용과 관점으로 뉴스를 만들지 모둠별로 이야기하여 봅시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a: 100)의 학습 활동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는 뉴스 이해와 생산 활동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목표를 통해 연계됨으로
써 학습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학습량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매 차시 다른 학습 제재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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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칫 내용 교과보다는 도구 교과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 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뉴스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을 위한 지식과 기능 학습을 구
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구현하고 적절한 제재를 선정하거나 구성하는 데 있
어 작용한 원리와 맥락에 주목하게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2.2.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 구성과 제재
선정에 작용하는 ‘도식화’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
현 단계 매체언어 교육의 경향 가운데 하나는 주로 ‘기능’과 ‘사용’ 차원의
학습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 차원의 매체언어 교육에 대
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박인기, 2010: 147). 이러한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관점’ 단원은 뉴스에 반영된 관점을 찾는 방법
을 익히고 이를 실제 뉴스 텍스트의 이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매체언
어 교육 내용 가운데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측면을 가장 충실히 제시하려
한 단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중심으
로 한 기능(전략) 학습과 뉴스의 보도 기준(뉴스 가치) 및 뉴스의 짜임새에
대한 지식 학습의 균형을 꾀하고, 학생들이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 편의 뉴스
텍스트를 온전히 생산해 보도록 하는 ‘텍스트 중심 교과서’ 개발의 취지에
적합한 학습 활동들을 구현함으로써 언어 활동의 분절성과 기능주의의 문제
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교대·한국교원대 국정도서 국어
편찬위원회, 2009).
그러나 지식과 기능(기능)의 학습을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구현하는 실
제 과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이나 전략(기능)을 탐구해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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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이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탐구식 학습의 유도”(서울교대·
한국교원대 국정도서 국어 편찬위원회, 2009: 6)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식·기능·전략의 ‘이해 학습’과 앞 차시에서 학습한 지식이
나 기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체제를 지니고 있는 현행 교과서
단원의 차시 구성 방식(서울교대·한국교원대 국정도서 국어 편찬위원회,
2009: 16~24)과 현장 교사들의 요구나 기존의 교과서 제작 경험과 관행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현행 교과서 단원에서는 뉴스는 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반영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
한 이해와 탐구가 아니라 뉴스에는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을 지식으로서 이
해하고,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기능 혹은 전략)을 학습한 후 이를 적용
하는 연역적인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능의 도식화와 선명한 정
답 제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뉴스 가
치)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생각하는 뉴스의 뜻에 대해 스스
로 정의해 보도록 하고, 다양한 뉴스 제목을 보고 뉴스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본 후,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
는 기준의 구체적인 개념과 뜻을 연결해 보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최근에
보았던 뉴스 중에서 몇 가지를 떠올려 보고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는 방식으로, 즉 학생들이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을 자신
의 경험과 관련하여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귀납적 방식으
로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88~90). 그러나 이에 대해 실험학교
에서는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 이를 뉴스
제목에 적용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을 하도록”, 즉 활동의 순서를 연역
적 방식으로 바꾸어달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다(15개 학교 중 4개 학교의
의견).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을 터득하도록 하는 탐구 학습 방법보다는
교사가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를 다른 예에 적용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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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직접 교수법의 방법을 학교 현장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정본 교과서에 이 학습 내용이 연역적 방식으로
학습 활동의 순서가 뒤바뀌어 제시된 이유는 이와 같은 실험학교들의 요구
를 수용한 결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88~90).
이와 유사하게,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 즉 비판적 문식성과 매체 문식
성의 전략(기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현행 교과서에는 단순한 도식과
선명한 정답 제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래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사실’과 ‘의견’에 대한 학습자들의 암묵적 개념을 드러내도록 하고, 같은 정
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본 후 각각의 텍스트
가 어떤 ‘사실’과 누구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뉴스에
어떤 관점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하
는 활동을 제시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95~98). 그러나 이에 대해 다
수의 실험학교들에서는 제재로 제시된 두 편의 뉴스13)의 제목과 기사 내용
을 각각의 상반된 관점이 보다 선명히 대조되도록 편집하여 제시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학습 활동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가 신문사’의 뉴스의 경우 관점을 찾는 방법과 정답을 명시적으로 제시
해 주고, 그 방법을 ‘나 신문사’의 뉴스에 적용하여 관점을 찾아보도록 보다
도식화·명시화된 형태로 학습 활동을 제시해달라는 수정 의견을 요청했다
(15개 학교 중 6개 학교의 의견).14) 정본 교과서에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13)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빙으로 5~10년 사이에 ‘꿈의 항로’로 불리는 북극 항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뉴스(‘가
신문사’, ｢꿈의 북극 항로, 개척의 닻 올린다: 운항 시간 거의 절반 단축, 선박 안전 확보가
과제｣)지구 온난화에 대해 북극 지역 야생 돌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점과 북극의 얼음
이 모두 녹아 버리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지구촌 인구의 1/4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우려하는 관점을 나타낸 뉴스(‘나 신문사’의 뉴스, ｢북극 항로 개척,
좋은 일만은 아냐: 북극 빙하 모두 녹으면 세계 인구 1/4이 홍수 피해｣)의 축약본을 제시하
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96-97).
14) ｢국어과 실험학교 수정의견 반영표: 듣기·말하기·쓰기 6-1-5 교과서(집필자: 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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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관련한 학습 활동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답’을 선명하
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은 이와 같은 실험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96~98).
이처럼 ‘지식·기능(전략)의 도식화’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을 보이는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 구현 방식은 ‘뉴스의 짜임새’를 매체 유형에 따라
도식화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뉴스의 짜
임새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신문 뉴스의 경우 ‘제목, 소제목, 요약문, 본문’으
로,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진행자의 소개, 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 말’로
구성되며, 뉴스에는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 자료나 시각 자료,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인터뷰가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a: 94). 그러나 이는 뉴스의 담화 구조(짜임새)가 교과서에 제
시된 도식에 비해 더 다양하고 유연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는 점에서 볼
때 문제로 지적될 여지가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에도, 기자가 등장하지
않고 진행자가 단신을 소개하는 구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에 응한 교사 가운데에는 뉴스의 짜임새를 구
조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왜 인터뷰와 같은 요소가 뉴스에 포함되는지, 기자
의 마무리 말은 뉴스의 담화 구조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뉴스의 짜임새를 고정된 구조인 것처럼 제시한 교
과서의 내용을 비판한 경우도 있었다(A유형의 박서희 교사[가명]). 비판적
문식성과 매체 문식성 교육의 목표는 주어진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물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에 대해, 그리고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와 그 표현 방식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힘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2010.10.) 이 문서는 실험본 교과서에 대한 실험학교의 검토 의견(문제점과 개선 의견 제
시)에 대해 집필자가 반영 여부와 수정 이견을 제시하며 제출한 문서이다. 실험학교의 문제
제기 가운데에는 학습 활동의 난이도나 제재의 성격 등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도
있고 집필자의 생각과 다른 점도 있었으나, 교과서가 집필자의 개인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학문적·교육적·사회적 담론을 반영한 공적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과서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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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들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식화와 정답 제시 경향이
학습자들의 사고와 판단력을 확장시키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 관점을 찾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학습 활동은 뉴스와
같은 매체 텍스트뿐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글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
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읽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국어 수업에
서 익숙한 활동이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도식화와 정답 제시 경향
이 만연하게 되면, 마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처럼 여기
도록 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경험과 정보, 지식,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사실’이라고 표현된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
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차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
분하는 활동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학습자들 스스로 ‘사실’과 ‘의견’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고, 사실과 의견이 제시된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명확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들을 조
사해 봄으로써, 스스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
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탐구 중심 접근법을 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사문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활
동에 관해 연구한 주세형(2010: 474)에서는 “주어진 신문 기사를 읽어나가면
서 학습자는 텍스트 차원에서 ‘사실 문장-의견 문장’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아내어야 한다. 문장 차원에서는 ‘사실 문장, 의견
문장’이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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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변인들이 개입하며 그 구별점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럼에도 ‘사실-의견’을 여전히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여러 단서들을
끌어들이”는 문법적 장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 교육에서 매
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
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다 열린 접근이 교과서의 활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
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체제 구성이 ‘이해 학습+적용 학습’ 모델의 획일
적 적용에서 벗어나, ‘탐구 학습+이해 학습+적용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모
델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보다 수용
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행 국어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에도 ‘지식 탐구 모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교과서 단원의 특정 차시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 지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나, 실제 지도안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
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시된 자료를 통해 주어진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하는 직접교수법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견되는 것
이 사실이다.15)
한편, 뉴스 제작 활동은 뉴스의 보도 기준(뉴스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뉴스에서 관점 찾는 방법을 익혀 적용하는 ‘비판적 이해’ 중심의 뉴스 학습에
대한 ‘심화 학습’ 성격을 지닌다. 이는 어린이들이 실생활의 경험과 자료 조
사, 문제의식 등을 바탕으로 직접 뉴스를 구성해 봄으로써 뉴스가 관점을
반영하게 되는 과정을 생산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비판적 문식성이 단지 주어진 텍스트에 반영된 관점
을 찾는 ‘기능’ 획득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확장시키
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텍스트 사용’ 뿐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15)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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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사용’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텍스트와 텍스트가 구성하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혜승,
2010: 206-209).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뉴스 제작 활동에서는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 등의 학습은 그 자체로 중요한 활동은 아니다. 마치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를 써 보고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목적의
뉴스 제작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글 위주의 기사 작성만으로
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에서라면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활동의
제재로 굳이 텔레비전 뉴스가 제시될 필요가 없고 신문 기사, 인터넷신문
기사, 포털 뉴스 등 주로 문자로 작성된 뉴스를 제재로 제시해도 되었을 것이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집필자는 굳이 텔레비전 뉴스를 제재로 제시
한 것일까?
문제는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실과 관점’ 단원의 교육과정
근거가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이고, 해당 단원이 포함된 국어 교과서는 뺷읽
기뺸가 아니라 뺷듣기·말하기·쓰기뺸라는 데 있다. 사실 뉴스 텍스트와 같은
매체 텍스트는 다양한 언어와 기호 양식이 어우러져 표현되는 복합양식 텍
스트(multimodal text)의 특성을 지님으로 인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와 같은 단일양식(mono-modal text) 텍스트 혹은 언어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정현선, 2007: 100~106). 이와 관련하여, 이경화·안부영(2010)에서도
‘텍스트 중심주의’를 표방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온라인 대화’나
‘인터넷 토론’과 같이 주로 ‘읽기’와 ‘쓰기’ 활동이 주가 되는 매체 텍스트를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거나,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가 통합된 복합적인 언어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애니메이션’, ‘광
고’, ‘영화’ 등을 하나의 영역에 국한해 제시한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듣기’ 영역의 내용으로 제시된 ‘뉴스’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현행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뺷듣기·말하기·쓰기뺸와 뺷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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뺸(6학년의 경우)로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매체 텍스트의 학습은 이 가운
데 어느 교과서의 단원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학습 활동을 위한 제재 선정
이나 학습 활동의 결과로 학생들이 생산하게 될 텍스트에 대한 결정이 해당
교과서가 지향하는 언어 활동 영역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표
2>에 제시된 ‘집필 시 유의점’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뉴스 자료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필자 입장에서는 예
를 들어 ‘뉴스의 짜임새 알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재로 ‘읽기’ 활동이 주로
요구되는 문자 위주의 뉴스를 선정하기보다는, ‘듣기’ 활동이 주로 요구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 뺷듣기·말하기·쓰기뺸교과서에
속한 단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는 뜻이다. ‘사실과 관점’의 단원 제재로 텔레비전 뉴스가 많이 선정된 이유
도 이 점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뉴스 제작 활동 이전 단계에서 텔레비전 뉴스
를 제재로 한 이해 활동이 여러 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다보니 뉴스 제작도
동영상 촬영과 편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전체적인
단원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졌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 반영된 뉴스에 관한 단원의 학습 목표와 내용, 기능
과 지식 학습의 전략 등 학습 활동과 제재 구성이 뉴스의 비판적 이해와 생산
을 목표로 하여 관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내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단원의 집필에 적용된 ‘이해 학습+적용 학
습’의 단원 체제에서는 ‘탐구 학습 모형’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고, 학습 활
동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정답’에 ‘오류’가 제시될 가능
성을 차단하려는 다수 현장 교사들의 요구와 기존 교과서 제작 관행에 의해
지식·기능·전략 학습의 ‘도식화’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
하고 수업을 했을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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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뉴스 교육의 실행
3.1. 교과서 재구성과 수업 실행 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교사들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 교과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
여 사용한다. 교과서 재구성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나 활동의 순서를 바
꾸어 지도하는 ‘소극적 의미의 재구성’, 교과서에 실린 글 제재나 활동이 학습
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체하는 ‘보
다 적극적 의미의 재구성’, 교과서 저자의 교육과정 해석에 대해 교사가 교육
과정에 의거해 주체적으로 재해석해 비판적인 대안을 내놓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재구성’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혜승, 2002; 최미숙
외, 2012: 77~80). 그런데 이 구분은 단원 재구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학습 목표와 제재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와 수준에 따른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소극적 재구성’을 한 교사의 경우에도 학습
목표와 제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과서가 이를 잘 구현했다고 판단하여 되
도록 교과서를 충실히 활용하고자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학습 목표
와 제재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와 수준이 낮아서 교과서 재구성에 어려움
을 느껴 이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수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분류한 교사의 유형 가운데 A유형은 전자에 해당하며,
C유형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인터뷰에 응한 7인의 교사들의 수업 실행은 교
사의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와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 1~4차시의 뉴스 이해
수업과 5~6차시의 뉴스 제작 및 발표 수업을 위한 뉴스 제재 활용 및 차시
운영 방법 등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개별 교사들의 특징은
<표 4>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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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유형과 주요 사항
유형

A

이름
(가명)

교직 경력/성별/특징

박인실

18년/여/수석교사/국어교과연구회(교육지원청 지원) 회장 역
임/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심의위원/도서지역 근무/해
당 교육청 연구사의 추천으로 섭외함.

송채미

5년 이하/여/대도시 근무/박인실 교사와 직전 학기까지 같은
학교에 근무한 동료 교사로, 박인실 교사가 수업 능력이 뛰어
난 저경력 교사로 추천하여 섭외함.

박서희

10년/여/대도시 근무/NIE 교사연수 프로그램 수강.

성신혜

3년/여/중소도시 근무/학부 시절 대학신문 기자로, 언론에 대
한 비판적 인식과 풍부한 뉴스 기사 작성 경험이 있음./학업
성취도평가 표집학교에 근무하여, 해당 단원의 4차시까지만
정상 수업하고, 5~6차시의 뉴스제작활동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에 사용함.

김민수

10년/남/대도시 근무/수석교사/아동문학 전공 박사과정 수
료./매체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해당 분야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수강 및 관련 도서 탐독 후 학교 내 연수 프로그램
을 기획·운영함./해당 교육청 연구사의 추천으로 섭외함.

홍문준

8년/남/대도시 근무/교육방송연구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방
송반 학생들에게 동영상 뉴스 제작을 지도해옴./해당 교육청
연구사의 추천으로 섭외함.

이정선

10년/여/대도시 근무/단원 학습 목표와 활동에 대한 이해 정
도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 다소 부족하며, 학업성취도평가 표
집학교에 근무하여 해당 단원의 수업 준비와 실행에 다소 소
극적인 자세를 보임.

B

C

* A유형: 학습 목표와 제재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을 한 경우.
* B유형: 학습 목표와 제재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매체 문식성 교육이나 매체 제작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 수업 목표와 내용을 보다 확장한 수업을 한
경우.
* C유형: 학습 목표와 제재를 비교적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
며 수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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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은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 학습 목표 및 차시별 학습 목표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비교적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제재를 충실히 활용하여 수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과서를 충실히 활용한 만큼, 교과서 재구성은 학습자
의 관심과 시의성을 고려한 뉴스 제재나 학생이 제작한 뉴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6차시의 뉴스 제작과 발표
수업의 경우, 박인실 교사와 박서희 교사는 교사의 재량으로 1~2시간을 추가
로 확보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뉴스를 역할극 형식으로 모두 발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송채미 교사는 뉴스 이해에 해당하는 1~4차시 수업을 마친 후,
2주간에 걸쳐 다음 단원 수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그 기간에 스스
로 모둠별로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도록 지도하고 2주 후에 제작 결과 발표회
를 2차시에 걸쳐 갖는 ‘4차시+2차시’의 방식으로 차시를 유연하게 배치하여
추가 차시 확보 없이 주어진 6차시를 활용하여 단원 학습을 마무리했다.
한편, 성신혜 교사의 경우는 뉴스 이해에 해당하는 1~4차시 수업은 교과서
를 충실히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얼마 남지 않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특별 수업 진행을 위해 5~6차시의 뉴스 제작 활동을 생략했다. 이 점에서
A유형에 속하는 다른 3명의 수업과 차이가 있으나, 뉴스에는 관점이 반영됨
을 알고 뉴스에 반영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익혀 적용하도록 하는 학습 목표
와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한 점,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에 근무하여
평가에 대한 압박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A유형에 포함
하였다.
B유형은 매체 문식성 교육 혹은 매체 제작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일반적인 교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로, 매체 문식성 교육이나 매체
제작 교육의 차원에서 학습 목표를 보다 확장하고 이에 필요한 뉴스 제재,
학생 제작 뉴스 자료, 뉴스 제작과 발표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뉴스 텍스트의 이해나 제작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수업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김민수 교사의 경우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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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중문화와 관련된 뉴스 제재를 추가로 활용하고, 뉴스 제작의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뉴스거리를 찾고 실제 인터뷰 실행이 가능
한 계획을 세워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발표와 연계한 평가 활동도
중요하게 다루는 방향에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장한 경우로, 3차시 분량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한편, 홍문준 교사의 경우는 교육방송연구회 회원으로, 8년의 교사 경력
기간 내내 교내 방송반 학생들에게 동영상 뉴스 제작을 지도한 경험이 있으
며, 이에 따라 뉴스 제작에 있어 내용 기획, 카메라 촬영,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 녹음,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을 강조하여 지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1~2차
시 분량의 추가 수업 시간을 미술과 수업의 UCC 제작 단원과 연계하는 교과
통합 수업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진행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김민수 교사의
수업은 매체 문식성 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전문성을 보인 데 비해, 홍문준
교사의 수업은 매체 제작 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전문성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C유형에 속하는 이정선 교사의 경우는 단원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
해가 다소 부족하고, 국어 수업에서 새롭게 다루어지게 된 유형의 텍스트인
뉴스에 대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으며, 학업성취도평가 준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이 단원의 수업을 위한 교재 연구에 다소 소홀하였고, 이
때문에 교과서를 비교적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수업을 한 사례에 속한다. 뉴
스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당 단원이 교과서에 적용된 첫 해 첫 학기에,
단원 학습을 마치고나서 얼마 있다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중압은
인터뷰에 응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였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중압감이 매우 컸다는 점, 특히
표집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상적인 교과 수업의 시간을 희
생하여 시험을 대비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학습 내용에 대한 수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16)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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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체에서는 C유형의 교사와 같이 학습 목표와 제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교과서 내용을 따라가며 수업에 임한 교사들의
비율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3.2. 교사들의 수업 실행 양상과 시사점
이제 위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라 A유형~C유형에 속하는 교사들의 수업
실행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2.1. A유형 교사들의 경우
첫째, 박인실 교사의 경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어교과교육연구
회 회장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수석
교사로 활동하는 등 국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며, 경력도 많은
교사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게 하는
‘사실과 관점’ 단원의 학습 목표에 충실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학습 목표
설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깊은 편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뉴스 가치’와 관련된 ‘뉴스 가치’의 용어와 개념에 대
한 이해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여겨지기는 했으나, “어려운 것도 배워야
한다.”며 뉴스에 관점이 반영되는 방식을 뉴스 가치와 연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와 CD-ROM 자료에 수록된 자료들을 이용자
의 입장에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주로 파일 형태)으로 제공할 필요성,

16) 단위 학교 내 교사의 학년 배치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행,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새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 시기
역시 2월 말이었다는 점 등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제도적
인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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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작과 발표를 위한 추가 차시 편성의 필요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외적 환경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해당 단원의
학습이 파행을 겪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 제작 수업
의 경우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취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자료 조사를 통
해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뉴스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후
표현하고 발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송채미 교사의 경우(A 유형)는 경력이 짧은 교사로서 스스로 국어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의존”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
기도 했다. 학부 교육을 통해 뉴스가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텍스트
라는 점을 배우지 못했다며, 처음엔 이 단원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심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지도서를 보고 가르치는 동안 “실생활의 언어 자료와 연
관된 국어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 제작 활동에 놀라
울 정도의 열의를 보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생님, 이거 발표 언제
해요?”라고 채근해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국어 수업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
는 신선한 충격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지도서에 제시된 심화 자료를 복사해 교실 뒷벽에 붙여두고 학생들이 참
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서에 담긴 내용까지 충실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
였는데, 이 경험에 비추어 지도서에 나온 내용들이 CD-ROM에도 파일 형태
로 담겨 있으면 더욱 활용하기가 편리할 것이며, CD-ROM에 들어있는 동영
상 자료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파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자료 제작과
공급, 더 나아가 교사들이 스스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웹 2.0 방식의 공유
자료실을 운영할 필요성 등에 대한 중요한 제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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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작 수업은 박인실 교사가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뉴스
를 재구성하여 역할극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
급 토의’를 다루었을 때와 뉴스 제작을 다루었을 때의 두 경우가 반 전체의
학생들이 “100% 참여” 한 국어 수업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던 뉴스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토대로 언론의 권위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여기고 있었다.
박서희 교사의 경우 교재를 충실히 탐색하고 살펴보는 교재 연구 시간 확
보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송채미 교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CD-ROM 자료와 지도서의 보충 자료 및 심화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잘 사용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
는 이러한 국어 수업의 의의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뉴스에 대한 교사의 지식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고 말했다. 뉴스 제작 활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가 매우 높아, 만약 제작
수업이 없었다면 1~4차시에 걸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배워 적용하
는 수업의 의미도 반감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서희 교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제재와 활동이 지
식·기능의 도식화와 정답 추구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강
하게 제시하였다. “의외로 기사나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 여기 짜임에 맞게,
일부러 그런 자료를 잘 고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
하여 뉴스 짜임새는 현실의 뉴스가 교과서에 제시된 것에 비해 훨씬 더 유연
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뉴스 가치’에
관한 수업에 대해서도 “첫 차시인데 생각할 게 많았죠!”라면서, 뉴스 가치는
답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게 여겨지지만,
뉴스 가치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중첩되어 제시되는 경
우도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뉴스에 다양한 뉴스 가치들이 중복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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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전략을 가르치는 학습 활동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정답’이 보이는 방식
으로 제시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사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하나의
선명한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성신혜 교사는 학부 시절 학보사 기자 경험과 미디어 교육 일반에 대해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경험, 그리고 미디어 예술 분야의 연수(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를 받은 것이 이 뉴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평소 자신의 성향상 관점을 갖고 뉴스를 보는 것을 중시하여 지도해왔으
며,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뉴스 가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학생
들에게 뉴스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생들에게 뉴스의 존
재에 대해 인식하고 호감을 갖게 하며, 텍스트 구조 자체를 가르치는 데 중점
을 두기보다는 예를 들어 인터뷰가 뉴스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구조보다는 인터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뉴스가 구성되는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자칫 언어 사용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을 지적하면서, 해당 뉴스 제재의 언어적 표현에서 특정한 어휘의 사용이
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현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사실과 의견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답 찾기 식의 기존 국어과 평가
방안으로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 매체언어 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평가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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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B유형 교사들의 경우
홍문준 교사는 교직 경력 8년 동안 꾸준히 해온 교육방송연구회 활동과
교내 방송반 지도 경험을 통해 다양한 소재의 뉴스 제작을 지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뉴스 제작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동영상 뉴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뉴스 가치와 관련한 내용은 용어가 전문적이고 어
렵게 여겨졌다며,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한 언어 표현의 사례(‘활달하다’,
‘명랑하다’, ‘활기차다’, ‘산만하다’, ‘덜렁댄다’ 등의 단어들을 열거한 후, 좋아
하는 친구에 대한 평가와 싫어하는 친구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고르게 하고 어린이들이 선택한 단어에 친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담겨 있
는 지 말해보도록 하는 활동)를 예로 들어 쉽게 접근했다고 하였다.
제재 측면에서는 방송반 뉴스 제작 지도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풍부한 ‘학
생 제작 뉴스’들을 교과서에 실린 ‘성인 제작 뉴스’ 대신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제재로 사용된 학생 제작 뉴스들은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 아이들이 학교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해서 훼손된
것에 관한 뉴스, 급식실에서 잔반을 함부로 버리거나 수저 등을 제대로 놓지
않아 급식 아주머니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 등 학교생
활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를 사용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뉴스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뉴스 제작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 개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홍문준 교사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코더가 한 대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학교의 현실인데, 교과서에서 제시된 뉴스 제작은 텔레
비전 뉴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일반 학생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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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영상 촬영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방송반 학생들도 뉴스 제작
활동을 할 때 카메라 앞에 서는 단순한 연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며 짧은 시간 안에 뉴스 제작을 어느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지 난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뉴스 제작 활동이 어렵게 여겨진 이유는 주어
진 학습 활동의 목표가 뉴스에 관점이 반영되는 방식을 생산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구성해보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데 있음을 간과하고, 동영상
촬영과 편집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완성도를 과도하게 추구한 데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A유형의 교사들이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이 훨
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은 좋은 대조가 된다.
A유형의 교사들이 뉴스 제작 활동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긴 것은 뉴스 기사
를 실제로 구성해 작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발표하고 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
이 5~6차시 분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매체 문식성에 대해 일반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
는 김민수 교사의 경우 역시, 뉴스 제작 활동에 추가 차시가 필요하다는 문제
를 제기한 점에 있어서는 홍문준 교사와 같은 의견을 보였으나, 추가 차시를
사용한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김민수 교사 역시 A유형에 속한 교사들
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의 언어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뉴스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에 있었다. 매체언어 교육
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스스로 찾아다니며 배웠고, 같은 학교 교사들을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해 진행하기도 할 정도의 전문성과 열의
를 갖고 있었다.
김민수 교사는 뉴스가 관점에 따라 달리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
록 하도록 하는 단원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였다.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연구자이기도 한 그는 뉴스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비판적 문
식성 교육의 맥락에서 나온 접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가
어린이들의 뉴스 제작 활동을 지도하면서 초점을 둔 것은 어린이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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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속에서 뉴스 소재를 찾아 실제로 취재와 인터뷰를 해 보면서 뉴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가 지도한 어린이들이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기기는 방송
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캠코더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똑딱이 디카”였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영상 촬영과 편집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이와 같은 제작 장비나 기술적 측면의 완성도는 그의 수업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수업에서 중시된 것은 어린이
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보도한 뉴스에 대해 뉴스에서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
이고, 어떤 관점으로 보도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하는 활동이었다. 이
처럼 스스로 뉴스를 제작해 보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
을 통해 접하는 문자와 영상 텍스트는 모두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객관
성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3.2.1. C유형 교사들의 경우
이정선 교사의 경우는 A유형과 B유형의 교사들이 비교할 때,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다소 부족했
다. “교재만 갖고 읽고, 내용 파악하고, 줄거리 유약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
제로 일어나는 일도 다뤄야 하고, 매체도 이용해야 하는” 뉴스 단원에 대한
학습이 “복잡하게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의 짜임과 글쓰기 능력,
기자가 되어 말하는 능력 등을 강조했다고 한 데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뉴스를 소재나 글의 예시로서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을 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
지구 온난화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각각 담은 두 뉴스를 제재
로 한 뉴스에서 관점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제재
가운데 북극항로 개척에 희망적으로 대비하는 정부와 소관 부서와 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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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에 대해 다룬 ‘가 신문사’의 뉴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는지 인터뷰 도중에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과 상반된 관점이
제시된 뉴스를 접했는데도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교재 연구 차원에서 확
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업 준비 측면에서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닐
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원 학습 목표와 활동의 주안점
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이정선 교사
는 가장 어렵게 여겨진 것이 바로 뉴스에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이렇게 교재 연구가 부족하고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교재 연구와 이를 통한 이해 부족은 얼마 후 치러질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에 이정선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 않을 것이나,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영향이 교과서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교사들의 수업 실행 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단원, 더 나아가서는 매체언어
교육의 학습 목표와 활동을 기준으로 한 성공적인 수업 실행의 관건은 교사
경력의 많고 적음이나 동영상 제작 기술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비판적 문식
성 교육으로서의 매체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학습 목표와 제재를 잘 이해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 실행
을 한 A유형의 교사에 20년에 가까운 고경력 교사와 10년 정도의 중간 경력
교사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들이 고르게 분포하였다는 점, 그리
고 제작 수업의 방법에서 뉴스 기사를 글로 쓰는 활동수업 실행을 한 경우나
디지털 카메라 혹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뉴스 제작을 한 경우
가 캠코더와 전문적인 영상 제작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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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수업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 및 학습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뒤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목표로 한
교과서 단원의 학습 내용을 지나치게 도식화하고 선명한 정답을 제시하려는
경향에 대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저해 요인으로
파악하여 문제 제기한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이는 앞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 ‘이해 학습+
적용 학습’이라는 단원 구성 체제의 획일성을 벗어날 필요에 대해 현장 교사
들 역시 공감하는 이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다루는 교
과서 단원 개발에 어떤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뉴스에 관점이 반영됨을 알고 관점을 찾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 관점
이 드러나도록 뉴스를 구성해 보는 활동은 모두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성격
을 지닌 유기적으로 연관된 활동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제작 활동 역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맥락에서는 기술이나 장비 사용이 아
니라 뉴스의 의미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학습 목표 차원에
서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역시 보다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록 뉴스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이 2011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듣기·말하기’ 영역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언어 활동 차원의 분
류보다는 정보 전달 목적의 텍스트라는 분류를 상위 범주로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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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선정에 있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뉴스에 대한 교수·
학습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것이라는 뉴스 텍
스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뉴스의 정보에 관점이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이
해에 초점을 두어 제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뉴스 이용
경험에도 적합하고 주어진 차시 구조 내에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 중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기존의 언
어 활동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뺷국어뺸와 뺷국어 활동뺸으로 구분되어 통합적
인 언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원이 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은
뉴스를 포함한 매체언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셋째, 뉴스에 대한 학습은 어린이들의 뉴스 이용 경험과 관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전통적인 방식의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SNS를 통한 뉴스 생산과 전달의 현상에 대해 다루고,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
한 뉴스에 대해서도 제재에 포함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에게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는 포털 뉴스가 뉴스 이용의 주
요 통로라는 점에서, 개별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는 접근법만이 아니라 포털
뉴스에서는 뉴스 자체가 어떻게 선택되어 ‘뉴스 박스’로 구성되는지(‘네이버’
의 ‘뉴스 캐스트’ 포함)를 뉴스 박스 자체를 인터넷 텍스트의 일종으로 보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SNS가 발달하면서 ‘나의 지인의 소식이
곧 뉴스’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이 SNS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뉴스’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보도와 SNS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이를 정보를 원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만족시키려는 매체
기술의 발전 및 인간의 의사소통 역사와 관련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뉴스를 포함한 매체언

348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8집

어 교육이 특정 매체에 종속된 텍스트 중심 접근을 벗어나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뜻한다.
넷째, 지식과 기능의 학습을 위해 지나치게 도식화된 방법의 학습과 이에
대한 선명한 정답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더러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복수의 답이 가능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
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한 뉴스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가 ‘이해 학습+적용 학습’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탐구 학습+이해 학습+적용 학습’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모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교과서 연구진과 단원 집필자뿐 아니라 교과서 심의진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이 구현되고 제재가 구성되는 방
식에 대해 ‘정확성’을 추구하되 ‘도식주의’와 ‘선명한 정답 추구 경향’을 벗어
나는 보다 열린 인식과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확성’의 추구가
곧 ‘하나의 분명한 정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학습은 지식·기능·전략의 이해와 그 적용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변화시
키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예시 자료로 수록되는 뉴스 제재가 다른 어떤 텍스
트 유형에 비해서도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단원 재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뉴스 텍스트들의 공유와 학습자들의 뉴스 제작 결과물들이
교사들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웹 2.0 기술을 교수·학습 자료의 공유에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도입될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과교육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도 매체언어 교육 분야의 교수·학습
이 이 분야에서 사례 연구와 모델 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 또한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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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될 교과서에 담길 뉴스 학습을 위한 단원 개발에 이 논문에서
제기된 논의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 활동의 조직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
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50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8집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a),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6-1(실험본).
교육과학기술부(2010b), 초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 6-1(실험본).
교육과학기술부(2011a),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6-1.
교육과학기술부(2011b), 초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 6-1.
교육과학기술부(2011c),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
책 5).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서울교대·한국교원대 국정도서 국어 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2009), 5·6학년
1학기 교과서·지도서 집필진 회의 자료집.
국어과 실험학교 수정의견 반영표: 듣기·말하기·쓰기 6-1-5 교과서(집필자: 정현
선) (2010.10.).
공훈의(2010), 소셜 미디어 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한스미디어.
권순희(2003a),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스트에 나타난 수용자 반응 분석, 국어교육
제111호, 한국어교육학회, pp.227-253.
권순희(2003b), 인터넷 신문 수용자의 이해 반응과 이해 교육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 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60.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은성(2005), 비판적 언어 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5집, 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 pp.323-355.
김인희·김태현(2010), 국내 인터넷 포털의 현황과 특성: 산업으로서의 포털과 미디
어로서의 포털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제22권 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자(2007),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
어교육학회, pp.37-70.
김혜정(2010), 대중독자의 독서 양상과 비판적 읽기 필요성, 독서연구 제24호, 한국
독서학회, pp.51~86.
나은경·이준웅(2008), 댓글 문화 연구: 온라인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
의 의미, 한국언론재단.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매체언어 교육 단원 개발과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 351

pp.137-158.
반현·권영순(2007), 포털 뉴스와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한국언론학회, pp.399~49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안부영(2009), ‘비판적 읽기’ 개념 재정립에 대한 논의,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98-117.
안부영(2010), 사회적 문식성에 기반한 읽기 교육에 대한 시론, 독서연구 제23호,
한국독서학회, pp.41~69.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우한용 외(2004),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원숙경·김대경·이범수(2007). 포털뉴스 이용이 전통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8호, 한국
언론정보학회, pp.40~81.
이경화·안부영(2010),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 새국어교육 제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189-212.
이순영(2010),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제24호, 한국독
서학회, pp.87~109
정현선·이미숙(2006), 초등학교 저학년 문학 수업에 대한 실행 연구: 그림책 수업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113~154.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97-138.
정현선·옥현진(2011), NIE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
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57-75.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정혜승(2004), 국어 교과서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pp.433~476.
정혜승(2010), 초등학교 저학년 문식성 교육과정의 향방,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2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85~216.
주세형(2010),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의 국어과 전문성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37
집, 국어교육학회, pp.469~497.
최미숙(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국
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pp.73-101.

352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8집

최미숙·원진숙·정혜승·김봉순·전은주·정현선·주세형(개정판)(2012), 국어 교
육의 이해: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사.
최숙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이해교육, 청람어문교육 제42호, 청람어문학회,
pp.69~106.
한국언론학회 편(2007), 미디어의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Bell, A. et al. 지음/백선기 옮김(2004),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Buckingham, D./기선정·김아미 옮김(2004), 미디어 교육, JNBook.
Cohen, L., Manion, L. & Morrison, K.(2000),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Falmer.
Evans, J. 엮음/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아이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읽
고 쓰고 만드는가, 사회평론사.
Fairclough, N./이원표 옮김(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Hopkins, D.A.(1985). A Teacher’s Guide to Research,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Wood, L.A. & Kroger, R.O.(2000), Doing Discourse Analysis: Methods for Studying
Action in Talk and text, Cambridge: Polity Press.

매체언어 교육 단원 개발과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 353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schools of a unit of
lessons on news in sixth-grade Korean textbooks
Jeong, Hyeon-Seon(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s first unit of
lessons on news (Unit 5: Facts and Perspectives, in Korean: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Year 6, Semester 1)) and teachers’ application of it
after its introduc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first semester of academic
year 2011.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guidelines were
followed to develop the uni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2007) and the format for school textbooks, taking into accoun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s well as sample news items? Second, how
did the teachers use the unit of lessons as well as the guidebook for teachers
and multimedia resources while teaching?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answers to the two previous ques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media language and, more broadly, for literacy education, as well as for
news as a specific media genre? The research methods used comprise
analyzing the documents and manuscrip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est and official versions of the textbook and interviewing,
using an in-depth method, seven teachers who taught the unit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11.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the learning content defined in the 2007 curriculu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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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and content of the unit comprised writing news as well as reading it
critically. However, a tendency to use formulaic strategies and simplified
concepts in teaching strategies and learning activities pertaining to critical
reading was observed. Making students find the “right answers” to questions
about given texts rather than encouraging them to develop a broader critical
understanding of news is unwise. Second, the teachers appeared to have
modified the learning activities and subject matter relating to news in the
textbook on the basis of their understanding of news as a critical facet of
media literacy educ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textbook on the basis of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2011.
【Key words】news,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Korean Textbook,
implementation, media language education, media education,
media text, understanding, production, critical literacy,
media literacy, critical reading, fact, opinion, perspective,
knowledge, function, formulaic strategies, the “right answers”,
modification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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