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중학년 듣기 교재
메모 내용 분석 및 메모 방법 연구

류성기(진주교대 교수)
<요약>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기의 난이도가 높아져 메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저학년에서는 듣기 학습을 할 때 한 번 듣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중학년에서는 한 번만 듣고 바로 내용 파악하는
활동을 하거나 다시 듣더라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듣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순히 정보만 확인하는 것에서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
여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저학년보다 듣기의 담화
종류가 다양화 됐으며, 메모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구절로 메모하도록
되어 있어 메모하기가 어려워졌다.
메모하기는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가 있다. 분석적 메모하기는 교과
서에 제시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고, 종합적 메모하기는 그 문제
를 포함한 전체적인 담화에 대한 메모하기이다. 분석적 메모하기에는 총 180개의 메
모할 학습 문제가 있는데, ‘정보 열거’, ‘원인-결과’, ‘분류/분석’ 구조의 메모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 메모하기는 여러 가지 분석적 메모하기 구조가 결합
된 메모하기로 메모를 할 때에는 이러한 메모하기를 지향해 가야 할 것이다.
메모를 할 때에는 위에서 보았던 ‘정보 확인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분석
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를 결합하여 Ⅰ, Ⅱ, Ⅲ, Ⅳ 형태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Ⅰ형은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Ⅱ형은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Ⅲ형
은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Ⅳ형은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태이다.
주요어：정보 확인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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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무엇을 들으면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듣고도 적어두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다. 상점에 가서 물건 사오
라는 심부름을 갈 때에도 무엇인지 곧잘 잊어버리곤 한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메모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내용도 메
모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듣기 학습을 할 때에는 상당히
길고 복잡한 내용을 듣고 정보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추론하고, 비판
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더욱 듣고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
서 메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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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까지 듣고 메모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고, 두세 편 정도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것도 교과 과정상 메모하
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중학년 듣기 학습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래서 본고
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듣기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메
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듣기·말하기’ 교과서나 ‘듣기·말하
기·쓰기’ 교과서에 듣기 내용은 이어폰 같은 듣기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내용과 영상 자료와 같은 보기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내용 및 친구들과의
토의나 이야기를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논의
대상은 듣기 아이콘(이어폰 그림)이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연구 방법은 먼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아 본 논의에 참조, 비판,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자료로 삼기로 하겠다. 둘째로 초등학교 중학
년 듣기 교과 학습 내용을 알아보고, 듣기 수업에서 메모가 필요함을 알아보
겠다. 셋째로 듣기 내용을 분석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찾는 기초로 삼겠다.
메모를 할 때에는 단어나 구절 또는 기호 등 어떤 기록 형태들이 사용되면
좋을지, 메모를 할 때에는 어떤 메모 구조에 따라 메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넷째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듣기
지도에 적용할 때에는 메모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해 보기로 하겠
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짓기로 하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메모와 교과 시간에서의 메모, 교과 중에서
도 듣기 시간에서의 메모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의 논의
는 듣기 교육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독서 등의 다른 교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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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간략히 알아보고, 듣기 수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
토해 보겠다.
일상생활에서의 메모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사카토 켄지/고은진 역
(2003)에서는 메모를 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메모하기, 기호와 암호를
사용하기, 중요한 사항은 눈에 띄게 하기, 메모를 재활용하기 등의 메모 방법
에 대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또 정보를 정리하는 메모,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의 메모, 생각을 정리할 때의 메모, 독서할 때의 메모, 시각적 메모 등의 일상
과 관련된 메모 방법에 대하여 기술해 놓았다. 사카토 켄지/김하경 역(2009)
에서는 뇌의 활동과 메모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감성을 담당하는 우뇌와 지
성을 담당하는 좌뇌를 활용한 메모 방법을 이용하면 뇌를 활성화 시키면서
효과적으로 메모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정필(2004)에서는 수업 시간의
메모, 시험지에 하는 메모, 토론 학습에서의 메모, 일상생활에서의 메모 등의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메모 방법과 독서 노트, 아이디어 노트, 계획표 짜기
등의 자신의 능력을 키워주는 메모 방법, 대화로 활용할 수 있는 메모 방법에
대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야하기 세이치로/정윤아 역(2004)은 그림, 표, 그
래프, 오디오, 감각을 활용한 메모 기술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메모의 필요성, 메모 방법, 여러 가지 담화 상황에
서의 메모 방법, 뇌의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메모 방법, 읽기 수업 중에서
의 메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많은 부분이 사회생활과 독서
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를 활용하도록 하였다(류성
기:2010 참조).
다음으로 듣기 수업에서의 메모와 관련지어 검토해 보자. 신헌재 외
(2009:212-213)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을 메모하면서 듣도록 해야 한
다고 하였으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박선미(2003)
는 설명적인 텍스트를 열거,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의 네 구조로
메모할 수 있는 설명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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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비교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들은 내용 구조화하기 지도는
Pearson ＆ Gallagher의 책임 이양 모형 곧, ‘전적으로 교사(교사 시범)-교사
와 학생(교사 안내, 학생 연습)-전적으로 학생(학생 적용)’ 모형을 적용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책임이양모형을 적용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학습
지도하도록 하고, 설명하는 글을 ‘문제제기-해결 방안-결과’의 구조만을 자
세하게 언급하고, ‘열거 구조, 비교-대조, 원인-결과’ 구조 및 기타 여러 종류
의 담화 및 구조에 대한 방법은 그 특성에 맞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임희
(2004)에서는 메모하기 원리로 보유력 향상의 원리, 이해력 증대의 원리, 재
구성 능력 신장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선영 역(1997)을 인용하면서
메모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축어→환언→요약’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메모하기 전략을 나열형 메모하기 전략, 항목별 메모 활용
전략, 수형도형 메모 활용 전략, 맵핑형 메모 활용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그리고 메모하기 전략 지도를 위한 듣기 활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메모하기 전략 지도를 위한 듣기 활동 절차
듣기 전
활동

배경 지식의 활성화, 듣는 목적 확인,
‘메모하기’를 활용한 듣기 활동 안내 및 시범
↓
생각하며 듣기

듣는 중
활동

↓

생각 나누며 듣기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대인 )

↓
↓

↓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개인 내적) 듣기 정보 수용하기

↓

확인하며 듣기
들은 후
활동

↓

↓

↓
↓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개인 내적) 개인 정보 재확인하기
↓

↓

듣기 학습에 대한 자기 점검 및 반성, 내면적 수용, 전이,
다음 듣기로의 되먹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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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메모의 범위를 넘어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바로
답을 적는 듣기 학습을 하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특히 듣는 중 활동에
서 생각 나누며 듣기는 듣기 수업 시간 중에서 메모 활동을 완성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적으면 되고, 서로 협의하는 활동은
수업 시간의 정상 수업 과정 중의 활동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각 전략별로
메모하는 학습지 내용도 메모의 차원을 넘은 학습지 형태로서 메모와는 수
준이 다른 내용이 된다. 류성기(2010)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듣기 메
모를 하기 위한 메모 활동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메모 전

메모 중

메모 후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메모 구조에 따라
담
·메모할 내용 인지하기
메모하기
·듣기 수업에
→
→
화
·메모 구조 생각하기
·다시 듣고, 수정하기 →
활용하기
·메모할 곳 알기
·기록 방법 생각하며
·분류, 보관하기
·기록 방법 생각하기
메모하기
↕

↕

↕

조 정 하 기

<그림 1> 초등 1, 2학년 듣기의 메모 활동 과정

그리고 메모 구조로 단일 구조, 시간/장소의 변화/담화 내용 차례’에 따른
구조, 원인-결과 구조, 분류/분석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
된 듣는 활동이 대부분 한 번 듣고 난 후 다시 듣고 묻는 문제의 답을 쓰는
활동을 하므로 듣기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들을 것인지, 또 어떤
구조로 메모할 것인지 짐작을 한 후 한 번 들을 때 메모를 하고 다시 한
번 들을 때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의 메모하기 연구이기 때문에 중학년, 고학년 등의 다른 학년에서의 메
모하기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부(2010)의 3학년 2학기 2단원
‘이렇게 하면 돼요’에서 메모하는 방법에 제시되었다. 적는 방법으로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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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만들기’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로 보였다.

모둠 신문 만들기
내용
4절 도화지 두 장
제출할 날짜
주의할 점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인드맵 형태로 메모하도록 제시해 놓기도 하
였다.

<그림 2> 모둠 신문 만들기 메모 방법

듣기 학습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초등학교 중학
년 듣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정보를 메모하는 방법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활용
메모하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메모하기 곧, 분석적인 메모하기도 필요하지만 담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메모하기도 필요한데, 이러한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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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3. 중학년 듣기 학습 내용의 메모 특성
3.1. 듣기 학습 문제 제시 양상의 메모 관련 특성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내용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
록 듣고 해결해야 할 문제 제시 양상이 다양하게 되어 가고 있다. 듣고 질문
하는 형태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듣기 내용을 한 번 들어 보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듣고,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
1. 인물이 한 일을 생각하며 <부루퉁 아저씨>를 들어 봅시다.
(그림 1, 2, 3, 4 생략)
2. <부루퉁 아저씨>를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부루퉁 아저씨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2번 생략)
(1-2 듣기 말하기 3단원 1차시 내용 중에서)

그러나 중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는 양상이
줄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학습 목표: 학급회의 결과를 실천하고 점검하여 봅시다.
1. 강희의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림 생략)
(1) 강희네 반에서 정한 목표와 세부 실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2,3번 생략)
2. 1을 바탕으로 하여, 강희네 반 친구들이 학급회의 결과를 잘 실천하였는지
점검하여 봅시다.
(표 생략)
(4-2, 듣기말하기쓰기 3단원 6차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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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는 다시 듣는 활동이 없다. 그리고 다시 듣는 활동이 있다 해도
아래와 같이 다시 들은 후 다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 목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루이 브라유’를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1) 점자 알파벳은 누가 만들었나요?(2번 생략)
2. ‘루이 브라유’를 다시 듣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이하 생략)
(4-2, 듣기말하기쓰기 2단원 2차시 내용 중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듣기 내용 파악 전개 방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학년 학기별 듣고 답하기 학습 문제 양상

(단위: 개)

학년-학기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기

1-1

9

0

0

2

11

1-2

9

1

0

0

10

2-1

8

1

0

2

11

2-2

5

0

0

4

9

3-1

9

4

1

0

14

3-2

9

9

0

0

18

4-1

1

12

4

0

17

4-2

1

13

6

0

20

듣고 바로 (듣고 물음에 답한 후) 기타(듣고
물음에
다시 듣고 다른
따라하기,
답하기
물음에 답하기
상상하기 등)

합계

위 표를 보면 1-1에서 2-2까지는 ‘들은 내용을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반해 3-1에서부터 3-2까지는 ‘듣고 바로 물음에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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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아지다가 4-1,2에서는 ‘들은 내용을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는 내
용’이 거의 없어지고, ‘듣고 바로 답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듣는 내용의 양도 많아졌다. 이는 그만큼 듣기에 집중
해야 하며, 듣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메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3.2. 듣기 학습 문제의 메모할 내용 범주 확장
듣기·말하기 교과서를 가지고 듣기 수업을 할 때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 파악할 내용이 듣기 담화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고,
듣기 담화 속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해야 할 것
도 있다. 논자는 듣기 내용에 메모할 정보가 있는 메모하기를 ‘정보 확인 메
모하기(1단계)’라 하고, 듣기 내용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내용
을 메모하는 것을 ‘정보 활용 메모하기(2단계)’라 칭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3.2.1. 정보 확인 메모하기
(3-1 3단원 2차시 내용)
1. 선생님께서 어떤 훈화를 하시는지 그림을 보며 <5교시 수업>을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2. <5교시 수업>을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5교시 시작종이 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약속은 무엇인가요?(3, 4번 생략)

위 듣기 지도 내용을 보면 ‘2. (1)-(4)’ 모두 <5교시 수업>에 제시된 정보만
파악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1)~(4)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서 메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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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뛰어 들어옴 (2) 5분 전 (3) 집중X, 방해 (4) 작은 약속 실천

그런데 정보 확인 메모하기에는 위의 예처럼 단순하게 정보만 찾아 적기
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복잡한 구조로 메모할 내용도 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메모하거나, 차례나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또는 줄거리에 따라
메모할 것도 있고, 비교 구조로 메모할 것도 있으며, 분류나 분석, 원인과
결과 구조로 메모할 것도 있다.
(4-1, 2단원, 1차시 3번 내용)
3. 내가 궁금한 점에 주의하며 <제주도의 전통 가옥>을 들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말하여 봅시다.
(지붕 그림)

(대문 그림)

(담 그림)

위와 같은 내용은 들으면서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지만 단순히 메모
하기보다는 메모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류의 구조로 하여 메모하면 효과적
이다.
첫째 기준: 지붕

주제: 제주도
전통 가옥

1. 밧줄←바람
2. 1년에 1-2번

1. 없다
둘째 기준: 대문 2. 나무1-곧 옴. 나무2- 2-한참 뒤 나무
3-저녁, 며칠 후
셋째 기준: 담

1. 돌, 낮다
2. 바람 막음

3.2.2. 정보 활용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 내용에는 없지만 정
보를 확인하는 메모를 하면서 또는 한 후에 메모한 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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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더 메모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함께 하는 듣기 수업 활동과 달리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 간략히 메모만 하는 것이다.
(4-2 1단원 1차시)
2. ‘꿈을 심는 노인’을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그림 생략)
(1) 그림 1에서 노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2) 그림 2에서 젊은이가 놀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3. ‘꿈을 심는 노인’을 다시 듣고 주제를 말하여 봅시다.

위 내용을 답을 ‘2의 (1)’은 노인이 ‘배나무 심기’이고, (2)는 ‘맛있는 배를
10년 전 심은 배나무에서 딴 것이라고 하여서’이다. 그런데 문제 ‘3’은 ‘꿈을
심는 노인’을 다시 듣고 주제를 말하라 하고 있으니 ‘주제’는 듣는 내용 정보
속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들으면서 또는 정보를 확인하고 난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메모를 해야 한다.
정보 활용 메모하기
제목

(주요 항목)
고을 원님

세부 항목

주제

젊은이→재상 인사
재상, 배나무
재상께 인사
배 맛 0

2. 꿈을 심는 노인
10년 후 감사

10년 전 배나무

미래를 보고 살자

1년 농사
10 나무
100 인재

위와 같은 정보 활용 메모하기는 줄거리 파악하기나 주제 파악하기, 추론
하기, 감상하기, 평가하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4 학년 듣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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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지어서는 3-2 학기에 두 가지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추측하기
가 하나, 4-1에 감상하기가 하나, 4-2에서 줄거리 파악하기와 주제 파악하기
가 4개 있다.
3-4학년 학기별 정보 확인 및 정보 활용 메모하기 학습 문제 (단위:개)
학년-학기

정보 확인 정보 활용
메모하기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내용

합계

3-1

48

0

48

3-2

58

1

소리 듣고 추측하기 1

4-1

45

1

표준어와 사투리의 느낌 감상 1

46

4-2

23

4

줄거리 1, 주제 2, 줄거리와 주제 1

27

계

174

6

59

180

4. 듣기 교과서 내용 분석
여기에서는 듣기·말하기 교과서의 듣기 내용을 메모하기와 관련지어 분
석해 보겠다. 먼저 각 듣기 내용을 듣고 메모할 때 단어, 구절, 기호 등 어떤
기록 형태로 메모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겠고, 다음으로 듣기 내용을
메모할 때 어떤 구조로 메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1)
1) 메모할 필요가 있는 듣기 아이콘이 있는 내용을 담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년-학기 안내 대화 훈화 이야기 소리 토의 설명 편지 전기 회의 소개 발표 계
3-1
6
7
6
1
20
3-2
4
6
14
2
26
4-1
3
2
4
15
1
25
4-2
2
6
3
1
2
2
16
계
10
18
6
23
2
4
15
1
3
1
2
2
87
비율(%) 11.5 20.7 6.9
26.4
2.3 4.6 17.2 1.1 3.4 1.1 2.3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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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메모 기록 방법
메모할 문제는 총 180 개가 나오는데 151 문제가 구나 절로 메모할 내용이
고, 그 다음으로 단어로 기록할 내용이 28문제이다. 0표는 하나이고, 그 외에
는 없다. 아래 표와 같다.
학년-학기별 메모 기록 방법
메모하는 방법

학년-학기

메모할
학습 문제 수

단어

구, 절

0표

3-1

48

6

42

0

3-2

59

7

52

0

4-1

46

13

32

1

4-2

27

2

25

0

계

180

28

151

1

위 표를 보면 3-1에서 4-1까지는 아래 내용 4-1의 1의 (1), (2)처럼 메모할
하위 문제 수가 많지만, 4-2에서는 아래 4-2의 1처럼 학습 문제의 형태가
하위 문제가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1 듣기·말하기·쓰기 3단원 1차시 내용)
1. <미술 시간 1>을 듣고, 호랑이네 모둠 친구들이 화가 난 까닭을 알아봅시다.
(그림 생략)
(1) 호랑이네 모둠은 무엇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나요?
(2) 호랑이네 모둠 친구들이 화가 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4-2 듣기·말하기·쓰기 1단원 2-3차시 내용)
1.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을 듣고, 이야기 장면에 어울리는 붙임딱지를 붙여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하여 봅시다.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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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모 구조
듣기에서 메모를 할 때에는 듣는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메모할 것인
지 아니면 듣는 내용 전체를 한 덩어리 구조로 메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해서 메모할 경우에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단일 정보를 메
모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는 메모를 할 것인지,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메모할 것인지, 내용을 분류해서 메모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생각해
두고 메모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메모할 경우에는 듣는 담화 전체
를 하나의 메모 단위로 생각하되 그 하나의 단위 속에 단일 정보, 정보 열거,
원인-결과, 분류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메모한다. 논자는 첫
번째 메모하기를 ‘분석적 메모하기’라 칭하고, 두 번째 메모하기를 ‘종합적
메모하기’라 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4.2.1. 분석적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를 할 때에는 메모해야 할 내용에 따라 메모구조를 달리
할 수 있다. 하나의 정보만 필요하면 ‘단일 정보’ 구조, 여러 개의 정보가 필요
하면 ‘정보 열거’ 구조 등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년 듣기 교과서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메모 구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메모 구조
학년학기
3-1
3-2
4-1
4-2
계
비율

단일
정보
2
2
12
2
16
8.9

정보
열거
36
18
8
12
73
40.6

시간/장소/
원인-결과
담화 차례
0
9
2
22
4
4
3
3
9
36
5.0
20.0

분류
/분석
1
14
16
0
36
20.0

비교 줄거리 등 계
0
0
1
3
4
2.2

1
1
4
6
3.3

48
59
46
27
1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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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의하면 필요한 메모 구조는 ‘단일 정보, 정보 열거, 시간/장소/담화
차례, 원인-결과, 분류/분석, 비교, 줄거리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정보 열
거’ 구조의 내용이 73개로 40.6%나 된다. 다음으로는 ‘원인-결과, 분류/분석’
이 각각 36개로 2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단일 정보, 시간/장소/담화
차례, 비교 구조로 메모할 내용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류성기(2010)에 제시
된 초등학교 저학년 메모 구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류성기(2010)에서
는 단일 정보로 메모할 문제가 56.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장소/
담화 차례에 따른 메모할 내용이 17.8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원인결과, 분류/분석이 13.70%, 12.33%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중학년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는 메모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원인-결
과, 분류/분석이 차지하고 있다. 단일 정보나 시간/장소/담화 차례에 따른
메모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중학년이 저학년보다
메모하기가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류성기(2010)에 제시된 메모구
조도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새롭게 구상하여 메모구조
도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아울러 해당 교과 내용도 학년-학기별로 하나씩
예시하겠다.
(1) 단일 정보 구조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정보만 메모하는 구조도이다. 구조도 및 듣기 내용
은 아래와 같다.
한 단어
메모 구조 학년학기
유형

구/절
단원명

3-1 8. 우리끼리 오순도순
단일 정보

3-2 1.마음으로 보아요
4-1 2. 정보를 찾아서
4-2 2. 하나씩 배우며

담화
종류

메모
방법

<배 이야기> 듣기

이야기

단어

3-4 ‘방귀쟁이 며느리’ 듣기

이야기

구절

<호랑나비 이야기> 듣기 이야기

단어

차시
1
4

듣기 내용

2-3 ‘루이 브라유’ 듣기

이야기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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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열거 구조
마인드맵 형이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표에 메모할 수 있겠다. 먼저 학습
문제의 제목을 쓴다. 다음으로 각 단락별 주요 항목을 메모하고, 마지막으로
는 각 주요 항목별 세부 항목을 메모하는 형태의 구조도이다.
제목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정보 열거

주요 항목

단원명

차시

세부 항목

담화
종류

듣기 내용

메모
방법

3-1 7. 이야기의 세계

1

<지각대장 동이> 듣기

대화1 단1구2

3-2 2.이렇게 변해요

2

‘민국이네 반 선생님 말씀’ 듣기 안내1 구절2

4-1 3.이 생각 저 생각

1

<미술 시간 2> 듣기

토의1 구절3

4-2 2. 하나씩 배우며

1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듣기

(전기) 구절2

(3) 시간/장소의 변화/담화 내용 차례 구조
정보를 열거하지만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또는 이야기 차례에 따
라 메모하는 구조이다.
시간, 공간, 이야기의
첫째 내용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시간/장소/
담화 차례

→

시간, 공간, 이야기의
둘째 내용

→

시간, 공간, 이야기의
셋째 내용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3-2

3. 함께 사는 세상

3

‘기동이의 일기’ 듣기

4-1

2. 정보를 찾아서

4

<호랑나비 이야기>다시듣기

4-2

2. 하나씩 배우며

4-5 ‘강감찬 장군’ 듣기

담화
종류

메모
방법

이야기 구절
설명

단어

전기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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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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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결과 1
↘ 결과 2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원인결과형

↙ 원인 1
↖ 원인 2

결과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3-1 3.여러 가지 생각

2

<선비와 갈모> 듣기

훈화

구절

3-2 2.이렇게 변해요

1

영수와 친구들의 대화

대화

구절

4-1 4. 이 말이 어울려요

1

<엄마의 마음> 듣기

편지

구절

‘영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
2-3 듣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 대화
나는 까닭 알기

구절

4-2 6. 여러 가지 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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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유형
학기
분류/
분석형

단원명

차시

듣기 내용

3-1

2.아는 것이 힘

2

<선생님의 안내 말씀> 듣기

3-2

4. 차근차근 하나씩

2

‘인간을 닮은 침팬지’ 듣기

4-1

2. 정보를 찾아서

1

<제주도의 전통 가옥> 듣기

담화
종류

메모
방법

대화

단어

이야기 단,구
설명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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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 구조
메모할 내용을 비교 기준에 따라 비교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공통점, 차이
점의 비교 기준에 따른 비교 구조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이점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비교형

4-2

비교 대상 A

단원명

공통점

차시

5.정보를 모아 4-5

비교 대상 B

듣기 내용

차이점

담화 메모
종류 방법

‘태림이의 발표’ 듣기, 마루와 차이점 발표 구절

(7) 줄거리 구조
여러 가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리, 주제, 느낀 점, 추론한 내용을
메모하는 구조이다. 들은 내용에는 줄거리나 주제 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
지는 않지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나는 줄거리나 주제를 메모하면서
듣는 구조이다. 확인된 직접적인 정보의 메모하기와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인 줄거리나 주제의 메모하기 사이에는 ‘∥’을 써서 구별하였다. 구조도
와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주요 항목

메모 구조 학년유형
학기
줄거리
등

세부 항목

줄거리

주제

차시

듣기 내용

담화
종류

메모
방법

3-2 3. 함께 사는 세상

1

소리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상상
하기

소리

단어

4-1 5. 알아보고 떠나요

2

<영철이 아버지의 인사말> 듣기

대화

구절

4-2 1. 감동이 머무는 곳

4

‘덕진 다리’ 듣기

이야기1

단1
구1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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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종합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는 부분적 메모하기 구조 둘 이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 유형이다. 초등학교 중학년 교과서 듣기 내용의 많은 내용이 종합적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듣기 내용 파악의 질문 문제가
부분적 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할 때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되는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지만 듣는 담화 자체는 대부분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 메모 구조도 종합적 구조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제 메모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메모할 것인가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4.2.2.1. 분류-정보 열거 구조
(4-1, 2단원, 6차시 교과 내용)
2. 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생각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을 듣고, 주인공의
이름을 써 봅시다.
(그림)

(그림)

(그림)

이름:

이름:

이름:

3.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시 듣고, 내가 알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에 주의하며 들어야 할지 써 봅시다.
(

이름

)

(

)

(

)

3.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시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이름
권정생
이복순
유일한

중요한 내용

4-1, 2단원, 6차시 2번 내용은 단일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3번은 들으
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써 보는 활동이고, 4번은 각
사람별로 중요한 내용을 써 보는 활동이다. 각 번호별로 보면 분석적 메모하
기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2번에서 4번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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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담화의 듣기 활동을 하면서 메모하기는 먼저 권정
생, 이복순, 유일한이라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사람마다 중요한
정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메모를 하여 분류 구조와 정보 열거 구조의 종합
적 메모 구조로 메모할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권정생 선생님과 이복순 할머니, 유일한 박사님이 대표적
입니다.
권정생 선생님께서는 <강아지똥>,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 작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거의 새 옷을 입어 보지 못하셨고, 항상 검은 고무신과 낡
은 셔츠 차림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집도 16m2(5평) 남짓한 오두막에서
사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웃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님께
서는 자신에게 생기는 인세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써 달라는 유언
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복순 할머니께서는 (이하 생략)

이와 같은 담화를 들으면서 메모할 내용을 세 명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사람마다 중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메모
한다.
주제

분류 기준

사람 이름
권정생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 이름

이복순
유일한

중요 내용
가난한 동화 작가
이웃에 베풂, 유언: 인세는 북한 어린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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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단일정보-분류-정보 열거-원인과 결과-종합 구조
(3-1 2단원 2차시 교과 내용)
2.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림 생략)
(1)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안내하셨나요?
(2) <선생님의 안내 말씀> 중에서 특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
가요?
(3)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4) 강민이가 들은 내용을 친구들에게 말하여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5)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3.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하여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꼭 알아야 할 내용
언제
어디로
준비물

중요한 내용

4. (이하 생략)
(듣기 내용)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드는 효과음,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
선생님: 이번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듣
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현장 체험 학습 가는 날은 4월 20일입니다. 장소는 수목
원이며, 학교 정문에서 버스를 타고 아홉시 삼십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날
각자 간편한 복장으로 늦지 않게 학교에 와야 합니다. 준비물은 도시락과 물,
간단한 간식 및 필기도구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다른 것이 있으면 간단히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출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 효과음: 수업 종료 음에 이어서 방과 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
민수: 혜지야! 선생님께서 수업 끝날 때 무슨 말을 하셨지?
혜지: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신 것 같은데...(말끝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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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무슨 내용이었니? 난 도시락만 생각하다가 잘 듣지 못했거든.
혜지: 미안, 사실은 나도 친구랑 장난치느라 정확히 듣지 못했어.
태희: 강민아, 너는 알고 있니?
강민: 어, 잠깐만. 내가 중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들었으니까 알림장을 보고
말해 줄게.

위 학습 내용을 보면 2의 (1)은 단일 정보를, (2)는 여러 가지 정보를, (3)은
친구들이 잘 듣지 못한 까닭을 친구별로 분류하여, (4)는 강민이가 말해줄
수 있는 까닭을 원인과 결과 구조로, 2(5)와 3은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 주의
하여 적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단일
정보 또는 여러 정보를 적고, 나아가 사람별로 분류하여 적는데 원인과 결과
사항도 적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종합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메모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즉 일정한
틀이 없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구조로 메모해야 되는데, 메모자에 따
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 예를 보자. 첫 번째 예는
표 형태의 종합 구조도이다.
종합적 메모 구조 1
주제

현장 체험 학습

선생님 말씀 4.20-수목원-9:30(정문)-복장(간단)-준비물(물, 간식, 필기도구 등)
태희

도시락→X

혜지

장난→X

강민

알림장→O

<주의할 점> 주의 깊게
메모하며
중요 내용

위 표를 보면 먼저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메모했고, 다음
으로 학생에 따라 분류해서 선생님께서 한 말을 모르는 이유와 안 이유를
적었으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학생들의 알고 모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해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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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번째 예를 보자. 두 번째 예는 마인드맵, 분류, 원인-결과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된 종합 형태의 구조로도 메모한 예이다.

<그림 3> 종합적 메모 구조 2

위 그림에서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설명은 ‘마인드맵’ 형태로 나타
냈고, 학생들을 셋으로 나눈 것은 ‘분류’의 형태로 나타냈다. 그리고 ‘도시락
→모름’ 등은 ‘원인-결과’ 형태로 나타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듣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여 제시
한 것이다. 이러한 종합 구조도는 일정한 도식은 없다. 메모자의 메모 방식
에 따라 몇 가지 구조도를 연합하여 메모에 활용하는 것이다.

5. 메모하기 적용 방법
이제 이러한 메모하기 구조도를 활용한 듣기 지도 방법을 알아보자. 먼
저 메모하기를 정보 확인 메모하기와 정보 활용 메모하기로 구분하고, 다
음으로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로 구분한 후 Ⅰ, Ⅱ, Ⅲ, Ⅳ 형태

초등 중학년 듣기 교재 메모 내용 분석 및 메모 방법 연구 49

로 나누어 알아보자.
분석적 메모하기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Ⅰ

Ⅱ

Ⅲ

Ⅳ

정보 활용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

<그림 4> 메모하기 적용 유형

Ⅰ형은 분석적이면서도 정보 확인 메모하기 형태이고, Ⅱ형은 분석적이면
서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하기 형태이다. Ⅲ형은 종합적이면서 정보를 확인
하는 메모하기 형태이고, Ⅳ형은 종합적이면서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태이
다. 이제 이들 형태의 메모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류성기
(2010)에 제시된 <메모 활동 과정>을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에 맞게 알아 본
후 각 유형별 메모하기 적용 활동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류성기(2010)
에 제시된 메모 활동 과정을 보자.
메모 전

메모 중

메모 후

·메모 구조에 따라 메모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메모 내용 검토하기
하기
담
·메모 구조 생각하기
→ ·사실, 환언, 혼합 형태에
→
·구조화하기
화
→
·변환 정도 생각하기
·정리하여 다시 쓰기
따라 메모하기
·메모할 곳 알기
·분류, 보관하기
·표기 방법을 달리하여
·기록 방법 생각하기
메모하기

↕

↕

↕

조 정 하 기

<그림 5> 메모 활동 과정

위 그림은 메모하기 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메모 활동 과정이다. 초등학교
중학년 메모 활동과 관련지어 보면 ‘메모 전 활동’에서는 아직 변환하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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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내용은 없으나, 정보 활용 메모할 내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필요는 있
다. 정보 확인 메모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 활용 메모까지 할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석적으로 메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메모
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Ⅰ, Ⅱ, Ⅲ, Ⅳ 형태 중 어느
형태로 메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메모 중 활동’에는 Ⅰ, Ⅱ,
Ⅲ, Ⅳ 형태 중 선택한 하나의 형태로 메모하기를 한다. 그리고 ‘메모 후 활동’
에서는 메모 내용을 검토하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면 재구조화하여 정리, 보
관한다.2)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메모 전

메모 중

메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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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 정 하 기

<그림 6> 초등 중학년 메모 활동 과정

그러면 이제 Ⅰ, Ⅱ, Ⅲ, Ⅳ 메모 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적용 예를 알아보기
로 하자.

5.1. Ⅰ형(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Ⅰ형은 분석적으로 메모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메모를 하는 유형이다. 그
러므로 먼저 메모해야할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알아야 하고, 다

2) 메모 활동 과정과 관련된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류성기(201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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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들으면서 듣기 내용 중에 나온 정보를 확인하여 메모하는 활동을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3-2 4단원 2차시 듣기 내용을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은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메모해 보자.

5.1.1. 교과서 내용(3-2, 4단원 2차시)
1. 사진을 보며 ‘인간을 닮은 침팬지’를 들어 봅시다.
(침팬지 3마리 사진 생략)
2. ‘인간을 닮은 침팬지’를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침팬지의 암컷과 수컷의 머리는 어떻게 보이나요?
(2)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3) 침팬지의 행동 중에서 사람과 닮은 점은 무엇인가요?
(듣기 내용)
---앞 부분 생략--- 침팬지 종류에 따라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에는 털이

별로 없어서 벗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중략--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것을 보면 침팬지의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 침팬지의 행동은 사람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침팬지의 표정은 사람

의 표정처럼 풍부합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동생 침팬지가 코를 훌쩍이면
큼직한 나뭇잎을 주워 코를 닦아 주는 형 침팬지가 있는가 하면 엄마 잃은
어린 침팬지 등을 대신 보살펴 주는 암컷 침팬지도 있다고 합니다.

5.1.2. Ⅰ형 메모하기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3-2학기 4단원 2차시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침팬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
화한다. 그런 다음 Ⅰ, Ⅱ, Ⅲ, Ⅳ 메모 형태 중 Ⅰ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곧,
분석적이면서 정보 확인으로 메모할 것을 생각한다. 분석적 메모 내용은 교
과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첫째, 침팬지 머리 모양, 둘째, 침팬지
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셋째, 침팬지와 사람의 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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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알아 메모하는 것이다. 정보 확인 메모는 위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을 확인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메모할 곳과 기록 방법을 생각한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서는 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분석적 메모 내용

정보 확인 메모 내용

머리 모양

털이 별로 없음

확인(좌동)

도구 사용으로
알 수 있는 것

머리 좋다

확인(좌동)

사람과 닮은 점

표정 풍부, 동생 코 닦아줌,
엄마 대신 어린 침팬지 돌봄

확인(좌동)

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해 보아 틀린 부분은 고치고, 마인드맵 형
등의 다른 형태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꾼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듣기 수업을 하는데, 메모한 내용을 참조자료로 사용한다.

5.2. Ⅱ형(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Ⅱ형은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이다. 그러므로 먼저 메모해야할 내용
이 무엇인가를 알아 정보를 확인하여 메모를 한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답을
메모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4-1 5단원 2차시
3번 듣기 내용을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은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알아
보자.

5.2.1. 교과서 내용(4-1 5단원 2차시 3번)
1.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을 듣고, 상황에 알맞게 방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시골 친구(방언 인사말)와 객지에 있다 고향에 돌아온 친구(표준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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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인사 사진 생략)
(1) 표준어로 말한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을 듣고, 만수 아저씨는 어떤 느
낌이 들었을까요?
(시골 친구(사투리 인사말)와 객지에 있다 고향에 돌아온 친구(사투리 인사
말)의 인사 사진 생략)
(2) 방언으로 말한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을 듣고, 만수 아저씨는 어떤 느
낌이 들었을까요?
(듣기 내용)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
<상황 1> 만수 아저씨: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냐?
영철 아저씨: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으
니 참 좋다.
<상황 2> 만수 아저씨: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냐?
영철 아저씨: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야.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으니 징하게 좋다야.

5.2.2. Ⅱ형 메모하기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4-1 5단원 2차시 3번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배경지식
을 활성화한다. 그런 다음 Ⅱ 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곧, 분석적이고 정보
활용으로 메모하기를 생각한다. 분석적으로 할 내용은 영철이 아저씨의 표
준어 인사말과 사투리 인사말이다. 그리고 정보 활용으로 메모할 내용은 두
가지 말을 듣고 난 느낌이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서는 Ⅱ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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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메모 내용

정보 활용 메모 내용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에 대한 만수
만수 아저씨의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
아저씨의 느낌
인사말
도착했어
표준어

참
좋다

겁나게, 왔냐?

서먹서먹하다
정겨움이 덜 한다
서울 사는 것을 자랑한다

도착했어야
방언

아따
징하게

친근하게 느껴진다
반가움이 더 한다

좋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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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Ⅲ형(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Ⅲ형은 종합적으로 메모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메모하기이다. 그러므로
먼저 메모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메모
하는데, 듣기 내용 속에 제시된 정보만 확인하여 메모하는 활동을 할 뿐 그
정보를 활용하는 메모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3-2
3단원 3차시 1번 듣기 내용을 메모 활동 과정에 따라 메모해 보자.

5.3.1. 교과서 내용(3-2 3단원 3차시 1번)
1. ‘기동이의 일기’를 듣고 기동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듣기 아이콘)
(기동이와 다른 학생이 부딪친 후 아픈 곳을 만지고 있는 그림 및 기동이가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림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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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동이의 일기’를 다시 듣고 기동이가 겪은 일을 알아봅시다.
친구와 부딪혀 넘어짐 →

→

병원에 감
↓

계단에서 뛰지 않기로
←
약속함

←

석고 붕대를 함

(듣기 내용)
쉬는 시간에 친구 현수와 놀았다. 현수를 놀리고 달아나다가 다른 친구와
부딪혀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나는 다리를 다쳤다. 수업 시간에 다리가
너무 아파 참을 수가 없어서 보건실에 갔다. 보건 선생님께서는 다리가 부러졌
을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뼈에 금이 갔다고 말
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석고 붕대를 하고 집에 왔다. 어머니께서는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몹시 속상해하셨다. 어머니께 참 죄송하였다. 왜냐하
면, 나 때문에 놀라셨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친구와 장난도 치지 않고 계단에서 뛰지도 않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하였다,

5.3.2. Ⅲ형 메모하기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3-2 3단원 3차시 1, 2번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다음 Ⅲ 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곧, 종합적이고 정보 확인
으로 메모할 것을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할 내용은 ‘기동이 일기’ 듣기 내용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 확인으로 메모할 내용은 기동이 일기에
대한 메모 내용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확인 기록한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에서는 Ⅲ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56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5집

종합적 메모 내용
쉬는
시간

2번에 필요한 정보 확인
메모 내용

놀다 부딪혀 넘어짐

·

다리 다침

다리 다침

엑스레이
기동이
일기

병원

뼈에 금

·

석고 붕대
어머니 속상함
집

병원비→미안

어머니께 미안

장난 X, 계단 안 뜀→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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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Ⅳ형(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Ⅳ형은 종합적 메모와 정보 활용 메모하기이다. 그러므로 먼저 듣기 내용
전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메모하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한 내용까지 메모한다. 4-2
1단원 2-3차시 1번 듣기 내용을 이 유형에 따라 메모해 보자.

5.4.1. 교과서 내용(4-2 1단원 2-3차시 1번)
1.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을 듣고, 이야기의 장면에 어울리는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하여 봅시다.
(그림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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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내용)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옛날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잘 들어 봐.
옛날에 한 젊은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어느덧 품삯을 받는 날이
되었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정말 고맙네. 이 금덩이를 품삯으로 주겠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다니 ….”
… (중략) …
“저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부치며 나서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어 마침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
… (이하 생략) …

5.4.2. Ⅳ형 메모하기 적용 방법
먼저 메모 전 활동으로 교과서 해당 차시인 4-2 1단원 2-3차시 1번
듣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본다. 그리고 금덩이, 수영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그런 다음 Ⅳ 형태에 따른 메모하기 곧, 종합적이고
정보 활용으로 메모할 것을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할 내용은 ‘금덩이보다 소
중한 것’ 듣기 내용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 활용으로 메모할 내용
은 정보 확인된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메모 중 활동으로 Ⅳ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종합적 메모 내용
품삯
금덩이
보다
소중한
것

금덩이
주막에 묵음

길

금덩이 놓고 옴
주인이 갖다 줌

강가

정보 활용 메모 내용

몇 년

강물에 아이 빠짐
금덩이 주겠소

몇 년 품삯-금덩이
고향 길-주막-주인-금덩이 갖다 줌
물에 빠진 아이-금덩이-구함
아이-주막 주인 아들
젊은이-주인: 서로 감사
-금덩이보다 귀한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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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사람에 금덩이 줌
아이는 주막 주인 아들
대화

금덩이를 남에게 주다니
금덩이가 목숨에 비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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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년 듣기 수업에서 메모하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제 위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기로 하겠다.
첫째,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기의 난이도가 높아져 메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저학년에서는 듣기 학습을 할 때 대부분 한 번 듣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중학년에서는
한 번만 듣고 바로 내용 파악하는 활동을 하거나 다시 듣더라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
고 듣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순히 정보만 확인하는 것에서 확인한 정
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래서 메모
도 ‘정보 확인 메모하기’에서 ‘정보 활용 메모하기’로까지 증대되었다.
둘째, 중학년에서는 저학년보다 듣기의 담화 종류가 다양화 됐으며, 메
모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학년보다 단순화 되어 0표하기가 1개 나오
고, 나머지는 단어나 구절, 그것도 대부분 구절로 메모하도록 되어 있어
메모하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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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메모하기는 분석적 메모하기와 종합적 메모하기가 있다. 분석적
메모하기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고,
종합적 메모하기는 그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메모하기이다.
분석적 메모하기에는 총 180개의 메모할 학습 문제가 있는데, ‘단일 정보’
6개(8.9%), ‘정보 열거’ 73개(40.6%), ‘시간/장소/담화 차례’ 9개(5.0%), ‘원인결과’ 36개(20.0%), ‘분류/분석’ 36개(20.0%), ‘비교’ 4개(2.2%), ‘줄거리 등’ 6개
(3.3%) 구조의 메모하기가 있다. 종합적 메모하기는 일정한 틀이 없고 여러
가지 분석적 메모하기 구조가 결합된 메모하기이다.
넷째, 메모를 할 때에는 위에서 보았던 ‘정보 확인 메모하기’, ‘정보 활용
메모하기’, ‘분석적 메모하기’, ‘종합적 메모하기’를 결합하여 Ⅰ, Ⅱ, Ⅲ, Ⅳ
형태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Ⅰ형은 분석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Ⅱ형은
분석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Ⅲ형은 종합적, 정보 확인 메모하기, Ⅳ형은
종합적, 정보 활용 메모하기 형태이다.
지금까지 메모하기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검증은 지면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해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일반화가 아직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서는 후고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논의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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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mo and Application Method Research in
the Listening Education
-In the middle classes of the primary schoolRyu, Seong-Gi(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difficulty of listening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middle classes)
in primary school is increasing. So memo is more necessary than in the first
and the second grade(lower classes). In the lower classes when the students
learn the content they listen the same content two times. After the second
listening time the teacher ask about the content. But in the middle classes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students answer after they listen the content
one time. And there are some questions that the students answer the other
question after listen the same content. So memo is necessary more and more
in the middle classes.
And the questions in the middle class are more difficult than the questions
in the lower classes. In the lower classes the students can find the
informations in the listening contents. But sometimes In the middle classes
the students can not find the informations in the listening contents but can
find the informations on the listening contents's informations. For example
the students should find the theme, the outline, the impression etc on the
listening contents's informations. And the method of writing memo is also
more difficult than in the lower classes. Most of the times students write
the memo by the phrase o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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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memorizing method of analytic and synthetic memo. Analytic
memo is the memorizing method that memorize one question by one question
by partial. And synthetic memo is the memorizing method that is memorizing
about the content on the whole. There are 180 questions to make an answer
by the analytic memo in the middle classes textbooks. Most of the structures
of the memo are information arrange, cause-result, classification/analysis
structure.
In the memo practice there are 4 types. The composing elements of the
4 types are information affirmation, information use, analytic and synthetic.
Ⅰ memo type is analytic and information affirmation memo type. Ⅱ memo
type is analytic and information use memo type. Ⅲ memo type is synthetic
and information affirmation memo type., Ⅳ memo type is synthetic and
information use type memo.
【Key words】Information affirmation memo, Information use memo,
Analytic memo, Synthetic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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