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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제주설화를 활용한

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김 경 애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국어교육 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등학교 국어교육의 궁극 인 목표는 ‘창의 국어 능력 향상’이다.이러한 국

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해 교과서를 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 왔으나 여러 문제 을 낳게 되

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인

국어교육에 강조 을 두어,학습자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와 의 종류와 수 을 정해 주고 있다.그리고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

습 계획에서 통합 지도 련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

하고 있다.이 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

하나 재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재로 인해 수업상황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

쓰기 등 역을 구별하고 있다.

아동문학을 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 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통합 활동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다.문학작품 에서 우리 고

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 다.

제Ⅱ장에서는 이론 토 를 마련하기 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

배경을 살핀 후 통합 개념과 유형,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그런 후에 아

동문학 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교육 의의와 제

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 기반을 마련하 다.

제Ⅲ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 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 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역별 성취 기 을 분석하여 서로 연

성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 인 성취기 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심

으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 다.

제Ⅳ장에서는 통합 단원을 용한 후 사 ,사후 설문지 비교, 련 학습지 분

석,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역 간 통합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 을 바탕으

로 설화 속 환경과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여 재구성한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활동에 극 참여하 다.

둘째,학생들이 짤막한 서사문학인 설화의 구성이나 뒷이야기 꾸며 쓰기,연꽃

기법을 활용한 이야기 다시 쓰기 활동을 해 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학생들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로그램에 능동 으로 참여하여

창의 으로 의미를 재구성하 으며 내면화된 의미를 독창 으로 표 해냈다.

넷째,통합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설화작품을 읽

으면서 쓰기를 하고 쓰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읽으면서 문학 감수성과 창의

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설화에 하여 지와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설화의 내용 요소와 교훈 모티 를 바르게 악하 다.그리고 우

리 지역의 향토성 짙은 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문화에 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주요어 :통합 지도,제주설화,설화교육,총체 언어 교육,수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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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등학교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며,국어 문화

를 바르게 이해하고,국어의 발 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교육과학기술부,2013,p.15)궁극 인 목표는 ‘창의

국어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해 교과서를 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왔으나 효율성의

하,분 지식화,국어 교육의 총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 을 낳게 되

었다(김병수,2010,p.1).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내

용 체계 속에서 역 간의 유기 통합을 강조하 고,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통합이 국어과 최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표 심

통합으로 나가고 있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인 국어교육에 강조 을 두어,학습자

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와 의 종류와 수 을 정해 주

고 있다.그리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언어 경험을 시하고 실제 통합 인 언어활

동 상황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

에서 통합 지도 련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하고 있

다.이 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하나 재

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재로 인해 수업상황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역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국어교육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국어사용능력은 분리된 역 안에서가

아니라 역끼리 상호 작용해야만 온 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언어 기능은 근

본 으로 분리될 수 없고,실제 인 사용을 통해 증진되기 때문에 언어는 각 역

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을 반 한다.

학습자의 창의 인 언어 사용 목표에 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언어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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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통합 지도 방법의 하나로 문학 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신헌재 외

(2001)는 문학을 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 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문학을 심으

로 역의 통합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설화는 구비문학의 심으로 문자언어가 탄생하기 이 부터 음성언어로써 승

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이야기문학이다.설화는 구연되는 문학이기

에 말하기·듣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기록된 문학으로서의 설화는 읽기·쓰

기·문화 감상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설화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 스스로 설화를 체험하고 창조 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의사소통의 언어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

움을 수 있다.

그런데,개별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의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역화 할 내용으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제주지역을 소재로 한 동시,동

화책 읽기를 권장하고,둘째,제주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 하고,제주 지방의 설

화,민요,민담 김만덕의 기 등 제주의 나눔과 배려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교육활

동을 개한다.셋째,제주 지역의 책 축제 문 행사에 극 참여하고 넷째,토

의·토론 학습 활동에 지역 련 소재를 활용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p.

15)’라고 제시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하여 제주어 계승 발 제주인

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우리 도의 교육 장에서 제주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는 그 지역의 풍토성과 상황이나 주민들의 심리에 따라 유사 설화

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특히 지리 인 특성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제

주설화는 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 되고 있으며 문학 상상력을 보여주고 내

용 한 풍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소재 하나인 제주설

화를 극 으로 활용하여 등 국어과의 통합 지도에 알맞은 로그램을 구안하

고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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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 연구 고찰

국어과 수업에서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문

학작품 심으로 읽고,듣고,말하고 쓰는 활동이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해 먼 국어과 통합 지도에 한 연구를 고찰하고,문학

작품 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어 교수-학습 자료로 선정하기

에 당하고 문학작품의 한 갈래인 설화교육의 필요성에 한 연구로 나 어 살

펴보고자 한다.

가.국어과 통합 지도 련 연구

1)통합 지도의 필요성 련 연구

권익흠(2009)의 연구에 의하면,1960년 K.Goodman과 F.Smith에 의해 시작

된 총체 언어 학습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그 후에 이화자,이성은,

신헌재 등이 심이 되어 총체 언어교육을 소개하 다.

이화자(1993)는 KennethGoodman(1986)의 논문 “What'sWholeinWhole

Language”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각 장마다 역자의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총체

언어교육에 한 이해를 높여 다.‘wholelanguage’를 ‘체언어’로 번역한 이

유를 ‘통합’은 부분에서 체로 모아드는 느낌을 주는 반면,‘체’는 실제로 존재

하는 언어의 실체가 단편으로 쪼개지지 않은 체 인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이라

고 하 다.그에 의하면 체언어는 실제 사용되어지는 언어이며 체언어에 기

한 교수법은 어린이들이 자극 이고 흥미 있고,사회 이며 의미에 기 를 두고,

목 이 있고,상호작용으로 이끌며,무엇보다도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제에 근거한 언어발달모형이다.

신헌재,이재승(1994)은 총체 언어교육 운동에 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통합

언어 교육에 한 기본 인 이해를 제공하 다.‘wholelanguage’를 ‘학습자 심

교육’으로 보고,학습자 심의 교육 특성을 ‘개별성·상호 작용성·통합성’으로 제

안하 다.그리고 총체 언어 에 입각하여 언어 기능은 통합 으로 지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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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 다.언어 기능은 근본 으로 분리될 수 없고,실제 인 사용을 통해 증

진되기 때문에 언어는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다른 교과나 학습 활동과

련을 맺을 때 효과 으로 신장될 수 있다고 하 다.

이성은(1994,2003,2005)은 YettaM.Goodman의 총체 언어교육에 한 논문

“Rootsofthe Whole Language Movement”,Dorothy J.Watson의 논문

“DefiningandDescribingWholeLanguage”,BrainCambourne& JanTurbil의

논문 “AssessmentofWholeLanguage:TheoryintoPractice”,K.Goodman의

논문 “BuildingWholeLanguagePrograms”를 편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총체 언

어교육에 한 이해를 높여 주고,총체 언어교육이 장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통 로 형성된 학문분야이면서 동시에 ‘열린교육’을 한 운동으로서 실제 장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심으로 통합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

신헌재 외 5인(2001)도 총체 언어교육 운동에 해 소개하면서 통합의 문제를

부각하고 국어과 교육에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식의 분권화에 처할 수 있는 것이 통합 학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 (2001)은 교육연극 방법이 총체 언어교육을 한 동화교육의 요한 수

단이 된다고 하면서 총체 언어교육과 의사소통 기술을 비언어 의사소통 기술,

음성언어의 의사소통 기술,문자언어의 의사소통 기술로 나 어 소개한다.

양소 (2006)은 역 통합을 지원하기 한 에서 각 역별로 연구된 통합

련 선행 연구들을 언어 사용 역 내 통합 연구,언어 사용 역과 문학 역의

통합에 한 연구,언어 사용 역과 문법 역의 통합에 한 연구,통합 교재 구

성에 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분석하 다.언어는 분리되어 가르쳐질 수 없으

며, 역 지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하

면서, 역 통합 교육과정 교재 개발과 통합 재구성 수업을 지원하기 해

서 국어과 통합 교육의 본질과 개념,방법이 밝 져야 할 것이라고 하 다.

이재승(2006)은 통합 국어교육의 개념과 층 문제로,교과 간 구별이 없는

통합,교과 간 통합,교과 내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루면서 언

어 기능들의 통합 지도를 국어교육의 통합 지도 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통합 국어교육의 성격에서는 연계 지도와 통합 지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피면서 체 교육과 통합교육,총체 교육과 통합교육,주제 심

근과 통합교육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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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2008)은 2007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국어과 활동 역의 통합이라고 소

개하면서 6개의 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재의 국어과 학습을 비 하 다.문학

작품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활동을 통합함으로써,언어교육이 실질 이고,유의미

하며 효과 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를 해 읽기·쓰기의

통합을 가능 한 다양한 이론으로,장르 심의 체계기능론,총체 인 언어교육,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읽기·쓰기 과정에 따른 통합’과 ‘활동의

성격에 따른 통합’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문학을 심에 둔 읽기·쓰기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황정 (2009)은 인지과학 기반의 지식·정보화 사회인 요즘은 지식간의 경계선이

무 지고 지식의 통섭(通攝)이 이루어지고 있고,지식이란 독립된 의미 객체가 아

니라,인식 주체에 의해 상 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등국

어교육의 방향 에서 통합 심의 국어교육을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통합의 의

미를 매체,기능,내용의 통합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지 태도까지 통합하는

의미에서 통합 심의 국어교육을 하나의 철학 인식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 규(2011)는 통합 국어교육의 가치와 통합의 유형을 살피면서 언어 기능

역들 간의 통합을 1차 통합,문법 역과 언어 기능 역 간의 통합을 2차

통합,문법과 언어기능,문학의 통합을 3차 통합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통합되는

치를 다루고 있다.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독서와 문법’과목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법 과목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김병수(2012)는 재 국어 수업이 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역에 해당하

는 기능을 반복 으로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활동 심

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어 수업의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첫째,상호 교섭 인 국어 수업이 되어

야 하며 둘째,각 역의 목표가 통합된 수업이 되어야 하고,셋째,언어의 창조성

을 강조하는 국어 수업,넷째,학습자의 구체 인 삶과 련되는 활동 심이 되어

야 하고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의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어 문화를 잘 반 해

야 한다.

2)통합 국어 수업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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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성(2002)은 국어과 교육의 역 구분과 이에 따라 나 어진 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제 을 지 하고,국어 사고력의 신장에 을 두고 각 역을 통

합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통합 단원을 한 기 조사에서

국어교육의 을 정립하고,국어 사고 요소의 통합성 원리,국어 활동의 통합

성 원리,학습 계열에 따른 반복과 심화의 원리,학습 제제의 공유 원리를 역 통

합 교과서 단원의 원리로 내세웠다.나아가 이에 따른 실제까지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크지만,통합 단원의 교수-학습 측면이나 평가 측면까지는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박인기,이수진(2005)은 통합의 국어 교육 근거로 실주의 교육 철학을 들었

고,통합 지향의 흐름,국어과 통합 단원의 개발 원리, 상에 따른 통합 략과 방

법을 제시하 다.통합의 상 요소로는 목표,경험,장르,지식,기능의 통합을 제

시하 다.통합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심으로 하는 목표 통합,공간,상황을

심으로 하는 경험 통합,상호텍스트 인 다 텍스트 제시의 장르 통합,하이퍼

텍스트 인 체제의 지식의 통합, 로젝트 학습 방식의 활동 통합을 제시하면서

주제 심의 통합 단원의 설계 모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구체

으로 실행되는 모습은 알 수 없다.

정지 (2006)은 국어과교육이 지향해온 통합의 양상을 교육과정과 학교 교과

서를 심을 살펴보고,이를 토 로 학습자의 창의 언어기능 신장을 보다 효율

으로 도울 수 있는 통합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역 간 통합,

활동 심 통합,학습 목표 심 통합구성으로 구별하여 학교 1학년을 상으로

6차시에 걸쳐 통합단원을 용해 수업을 실시하 다.

권익흠(2009)은 읽기와 쓰기의 련성을 고려하여 2007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구성 방안을 제시하 다.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학교 국

어교과서의 문제 을 살핀 후 ‘읽기’,‘읽고 난 후 쓰기’,‘읽으면서 쓰기’,‘쓰기’,‘쓰

고 난 후 읽기’,‘쓰면서 읽기’등의 구체 단원 통합 방식을 제시하 다.그리고

실제로 단원을 구성하여 시로 제시하 으나 구안된 교재를 실제로 용하는 단

계를 거치지 못한 한계 을 갖고 있다.

김효진(2009)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학교 2학년 1학기 국어와 생활국어 교

과서를 문학 텍스트 심으로 통합하여 동 학습 심으로 지도하 다.읽기와

문학에 치우진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해,문학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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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심의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통합 지도 방안을 구안, 용하 다.학생들

의 텍스트 회상 능력,문학에 한 태도,언어 사용 기능 역에 한 태도를 T검

증과 다양한 반응 검사지로 비교한 결과, 정 인 향을 끼침을 확인하 다.그

러나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가 문학 텍스트를 심으로 한 통합 지

도로 인한 것인지, 동 학습 기법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천경록(2009)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를 활성화하기 해 등 국어 교과서

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 다.통합 단원의 개발

근거로 총체 언어교육이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두고 통합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나타난 ‘실제,기능,지식,맥락’등과 같은 범주를 심으

로 선정할 수 있으나,‘실제’와 ‘기능’을 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하고 실성

이 있다고 주장하 다.

김병수(2010)는 등학교 국어과 수업이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하

에 수업을 분석한 결과, 역별 목표의 시,기능의 반복과 수업의 비효율성,모

국어 지도와 언어생활의 괴리 등의 문제 을 논의하 다.개선방향으로 목표 통합

의 지향,내용 확충과 수업의 연속 진행,구체 인 활동 심의 수업,언어 기능

과 문화의 통합을 제시하 다. 한 읽기 심으로 말하기,듣기,쓰기를 통합하는

국어 수업 모형을 구안, 용하여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 다.

박연순(2010)은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교재화 가능성에 한 이론 토 를 마

련하고,국어과 통합 교재 구성의 원리를 구안하 다.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등학교 1학년 1개 반에 용한 결과,다양한 매체를 통합하

여 그림책을 들려주고 타 교과와 통합된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을 진행하므로 학

생들의 흥미와 심을 가지고 학습 집 력을 높여 학습 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해

다고 하 다.

오경숙(2010)은 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단원이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실질 인 도움을 주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문학작품을 심

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 사용 역을 통합하는 단원 구성을 제안하

다. 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취기 을 분석하여 황선민의 <나쁜 어린이표>를

심으로 말하기,읽기,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14차시의 한 단원을 구성

하여 제시하 다.

정혜실(2011)은 등 2학년을 상으로 국어 역 간,타 교과와의 간학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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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과 외 범학문 통합 방법을 제시하고 2학년 2학기를 상으로 실제 수업

연구를 진행하 다.

박순숙(2011)은 아동문학 심의 등국어과 통합 지도를 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3학년을 상으로 통합 단원을 선정하고,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입,소통하기,통합 활동,정리의 단계를 거치는 통합 지도를 한 수

업 모형을 정리하 다.<가방 들어 주는 아이>를 심으로 국어과의 6개 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를 제시하 으나 실제로 용해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나.설화의 교육 활용 련

1)설화교육에 한 연구

설화교육에 한 연구는 처음으로 설화교육의 토 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최

운식(1980)의 연구를 시작으로 문학교육에 한 학문 심이 높아지면서 연구

활동이 꾸 하게 진행되고 있다(고희주,2003,p.4).

첫째,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 활용 방안을 제

시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기창(1992)은 구비문학 교육에 한 연구는 미비하고 구비문학 교육의 사

고찰에 한 연구는 없다고 제하면서,개화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 ·고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 체계를 바탕으로 구비문학 교육의 사 개

를 통시 으로 고찰하 다.그는 특히 손동인(1984)의 <한국 래동화 연구>의 연

구 결과에 해 소개하면서 래동화에 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동화교

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크게 주목하 다.사 고찰을 통하여

구비문학이 국어과 교육에서 어떤 치에 있었으며,각 학교의 국어과 교과서

에 실린 구비문학체계가 어떤 성격이나 의미,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등에 한 문제를 검토하 다.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 설화교육의 요성과

상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설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다.

서상 (2006)은 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양상을 교육과정기별 특성과

련지어 검토하고 제7차 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설화 교육의 방향을 찾는 기반으로 삼아 설화 시 쓰기를 통한 학교 설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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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 다.

박신 (2008)은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를 추출하고,그 수록 양상을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

하고 설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수지(2008)는 설화교육이 아동기에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기 학

습자에겐 설화 교육의 경험이 양 ,질 으로 부족하다고 제하고,무속신화인

<바리공주>속 시·공간에 나타난 크로노토 를 분석함으로써 일상 삶의 시·공

간이 서사 시·공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소통과 삶의 체험으로서 설

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길 주(2012)는 교육 장에서 설화의 구술성을 제 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이야기 달하기-구연하기-구술연행 채록하기’과정을 통해 이야기

체험을 통한 설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 다.이야기 체험을 통한 교육 방안은

가장 충실하게 ‘구술성’에 입각한 교육 방안이면서도,자신들이 직 체험한 활동

에 비추어 구술문화의 특징을 실증할 수 있는 합한 교육임을 확인했으나 그

상이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지고, 후 비교 분석이 명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둘째,설화의 교수-학습 방안에 해 집 으로 고찰한 연구들로 교과서에 수

록된 설화 제재에 교육 이론을 용한 설화 수업 모형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김서 (2003)은 제7차 교육과정 7,8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설화 작품과 교과

서 밖의 작품을 선정하여,창의력 신장을 한 교수-학습 모형을 확립한 후에 실

제 용을 하 다.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객 으로 살펴

보기 해 한국 TTCT(언어)검사와 반응 검사 설문지를 검사 도구로 삼았다.

문해란(2005)은 제7차 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를 심으로 작품에 한

이해,교육 가치,교수-학습의 실제에 하여 살펴보고,설화의 교육 활용을

한 설화 문학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용하 다.

고정연(2006)은 재 교육 장에서 각각의 역들은 서로 연 성이 없다는

을 비 하면서 언어 기능과 문학 역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언어

와 문학을 통합 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연문학인 설화문학의 효용성과 통합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제의 를 보여 다.

김미라(2007)는 “설화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단조롭고 실성이 없으며, 을 쓴

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교과 수록 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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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지도 방안을 구안하여 단계 으로 수업에 용하

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설화를 상으로 한 통합 연구가 많지 않고,설화

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이 부분 읽기 능력 향상을 한 것이라면 이 연구는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통하여 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문학 감수성과 창의력

신장 등 학습자의 정의 태도에 정 향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재훈(2013)은 설화를 모티 로 한 시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에 비해 교육 제

재로 극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설화모티 시 교육 방법을

‘감상-이해-분석-창작’의 과정 아래 두고,학습자 자신의 ‘소재체험하기’라는 내면

화 과정을 통한 다양한 소재를 체험하고 상상력을 발 하는 기회로써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제주설화에 한 연구

설화연구의 수집 역사와 황을 소개한 최운식(1991)의 <한국설화연구>를 살

펴보면,1950,60년 부터 이기형,이 ,장주근,진성기, 길언, 용 등에 의

해 제주의 설과 무속,신화 등에 하여 수집하여 정리하거나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 등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졌다.

진성기(2001:1959 )는 제주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 채록하여 무

속 신화,지연 설,토속 민담,역사 설화 등으로 구별하여 기록하 다.

길언(1981)은 인물 설을 심으로 설화에 나타난 제주인의 정신을 탐구하

기 해 제주도 설화를 당신과 장수설화로 구별하여 소개하 다.그는 제주설화는

제주민의 삶과 실을 반 하고 있으며,섬 콤 스에 한 해방의지,피해 의식

과 배타 의식, 실주의 인 생활 이 반 되어 있다는 을 밝혔다.

김 돈, 용 , 길언(1985), 용 (1986),문화재연구소(1990),김 돈(1993),

용 , 승환(1996)등의 연구에서는 신화에서부터 자연 설,역사 설,민담 등

을 통해 제주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삶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설화를 실제 교육에 활용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타 지역의 설화를

활용한 교육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매우 드문 편인데 표 인 것은 고희주(2003)

와 박희순(2003)의 연구이다.

박희순(2003)은 제7차 교육과정 문학 역 설화 련 내용을 교육과정과 교

과용 도서로 나 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 다.설화의 교재화 조건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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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힌 후 제주설화의 교재화 작품 선정 기 을 마련한 후 상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연극 방법을 용한 로그램을 개발하 다.학년별 제주설화 교수-학습 모

형,설화별 활동 로그램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향후 련 연구의 발 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다.

고희주(2003)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을 악하여 설화교육의

문제 을 논의하 다.제주설화의 내용 체계를 살펴본 후,이를 이용한 설화의 교

수-학습 모형을 작성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 다.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합

한 수 별 학습과정에 부합하는 제주설화의 구체 인 활용 방안에 해 논의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국어 수업 련 통합 지도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1980년 부터 시작된 이후 재까지 여러 교수와 교사들의 연구를 거

치면서 지속 으로 주장되고 있다.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원 개발 련 연구와 아

동문학 심의 역 간 통합 지도에 한 연구들도 꾸 히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

구와 련하여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한 설화를 활용하여 국어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도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설화를 심으로 통합 지도를 꾀하는 연구들도 등장한다.하지만 지역의

특색과 향토성 짙은 문화를 품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의 통합 지도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설화를 심으로 국어과의 통합 지도

방안에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3.연구 방법 제한

가.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어과 수업 장에서 교과서의 분책으로 인해 언어 기능 교육 역

이 분 ,탈맥락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 간 통합 지도 방안을 찾

아보고자 한다.문학작품 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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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 다.

제Ⅱ장에서는 이론 토 를 마련하기 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

배경을 살핀 후,통합 개념과 유형,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그런 후에 아

동문학 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교육 의의와 제

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 기반을 마련하 다.

제Ⅲ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 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 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역별 성취 기 을 분석하여 서로 연 성

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 인 성취기 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심으

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 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설화 3편을 활용하여 총 20차시에 거쳐 통합 지도 로그램을

용한 후 사 ,사후 설문지 비교, 련 학습지 분석,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결

과를 해석하 다.

나.연구 제한

본 연구는 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이지만 실제 로그램은 3학년 체

를 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동아리부서 형식으로 운 되는 창의 재량활동 시

간에 운 함으로써 일럿 연구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과 통합 텍스트를 제주설화라는 특정 지역의 소재로 3학년을 상

으로 하 기에 다른 학년,다른 지역과 국어 역 반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음을 밝힌다.



-13-

Ⅱ.이론 배경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어 련 통합 지도의 필요성에 한 논의는 1980년

이후 지 까지 이해언어,표 언어,음성언어,문자언어 등 언어 기능간의 다양

한 통합 지도 방안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최근에는 설

화를 심으로 통합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 본고에서는 제주설화를

심으로 통합 지도를 하면 효율 이라는 것을 밝히기 해 1 에서는 국어교육

의 통합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그리고 2 에서는 아동문학 심

의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의 의의를 살펴본 후,3 에서는 설화교육의 성격,제주

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통합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국어교육의 통합 필요성

가.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 토

국어교육에서 통합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학습자 심 교육,구성주

의,총체 언어교육,생태학 교육 등이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합

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1)학습자 심 교육

교수-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학습이론

이 있다.행동주의 교수-학습이론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여 지식과 정보를

달하고 학습을 리하는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은 외부의 환경 자극에 반응하

는 수동 인 학습자이다.반면에 인지학습이론은 학습자들이 능동 인 경험을 통

하여 자신에게 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은 직 인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언어 교육가들은

모든 것은 실제 행하고 반성하는(reflecting)와 에서 학습된다는 J.Dewey의 진

보 교육 과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극 인 참여자라는 Piaget의 학습 을

지지한다.그래서 학습자는 수동 인 객체가 아니라 알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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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이화자,1993,p.54).

학습은 학습자 외부의 환경자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즉,학습은 외부의 지식을 학습자가 어떻게 구

성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구성주의 교육 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모두

학습자 심의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김병수,2006,p.17).

학습자 심의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고,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해 학습자가 직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학습자의 능동 인 활동과 주체 인 학습이 이루어지

기 해서는 학습과제가 학습자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그러기 해서는 학

습자들의 배경지식이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인 언어 사용 기

능을 증진시키기 하여서는 실제 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최 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해야 한다.

2)총체 언어교육(WholeLanguage1))

이성은(1994,2005)의 연구에 의하면,총체 언어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삶을 한 의미 구성뿐만 아니라 주 환경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체 과정을 다룬다.16세기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2)에서 기원하

는데,80년 반에 구미를 심으로 교사들 자신들의 장 경험에서 자발 으로

기존의 기능 심의 획일화된 언어교육에 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총체 언어교육은 언어 경험 근,아동 심의 교육이론,통합교육과정 이

론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학생들 각자의 을 존 하기 한 운동으로(신헌재,

이재승,1994,p.19),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듣고,말하고,읽고 쓰기를 통합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들이 삶의 장과 생활 체험 속에서 언어를 습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J.Dewey,Piaget,Vygotsky3)의 사상들이 총체 언어교육에 향을 끼쳤고,

1)“wholelanguage"에 하여 이재승은 “통합 언어”,이화자는 “ 체 언어”,김경자는

“총체 언어”,이성은은 “총체 언어”로 번역하 는데 가장 폭넓게 소개한 것은 이성

은의 “총체 언어”이다(신헌재,이재승,1994.p.13).

2)아동들은 자신들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하며,그들과 친 한 것들에 안내되고,학

습하고 있는 구체 인 사물들을 조작함으로써,그리고 학습한 것을 아동이 자연스런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이성은,2005,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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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Halliday(1975)는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언어를 학습한다는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총체 언어 운동의 개발에 직 인 향을 주었다(이성은,

2005,pp.106-107).

K.Goodman(1986)은 총체 언어 근법을 체계화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 다.

그에 의하면 총체 언어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으

로,아동들이 실제 생활과 련하여 읽고 쓰기를 배우도록 하는 의미에서 ‘풀뿌리

(grass-root)’운동이라 불렸다.총체 언어교육에 한 개념을 언어에 한 ,

학습에 한 을 함께 묶어 하나의 방향으로 보면서 총체 언어의 교수-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이성은,2005,pp.352-353).

첫째,학교에서의 읽기와 쓰기 로그램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 해

서 만들어져야 하고 학습자의 내부에 내재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학교

에서는 학습자가 자연 으로 해 왔던 총체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읽고 쓰는 능력

을 발달시켜야 한다.

둘째,읽고 쓰는 능력은 체에서 부분으로,모호한 것에서 정확한 것으로,세련

되지 못한 것에서 세련된 것으로,구체 이고 상황 맥락이 분명한 것에서 보다 추

상 인 것으로,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발달해 간다.

셋째,표 (쓰기) 략과 이해(읽기) 략은 기능 이면서도 의미 있고 한 언

어를 사용함으로써 발달된다.

넷째, 을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 인 필요와 사회 인 필요에 의해 계발된다.

다섯째,학습자는 교사가 계획해서 제공하는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지식과 지식

의 구조 학습 략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여섯째,교사는 학습자의 읽기와 쓰기 략이 발달하는 것을 찰하면서 지원하

고,학습자는 의미의 소통에 을 맞춘다.

일곱째,읽기와 쓰기를 잘하려면,모험을 할 알아야 한다.

여덟째,학습 동기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난다.

아홉째,학습자나 교사는 읽기나 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

냐?”라고 질문을 한다.

열째,가르치기 한 교재는 의미 있고 한 총체 인 텍스트이어야 한다.

3)․존 듀이-반성 사고와 학습자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핵심으로 보고,언어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한 이론 틀을 제공하 다.

․피아제-아동은 학습에 있어 능동 역할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읽고 쓰기를 배운다.

․비고츠키-개별 학습자의 학습과 사회 맥락의 향력 간의 계를 탐구함으로써 총

체 언어교육의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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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tson은 총체 언어교육을 학생들이 자연 인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말

하기,듣기를 학습하는 것과 련된 하나의 신념과 교수 책략과 경험을 뒷받침하

기 해 붙인 하나의 명칭으로 보았고,수년이 지난 후 이 개념을 확 하여 총체

언어 학습자와 학습,교사와 교수,언어 교육과정에 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한 하나의 ’으로 정의하 다.반면에 Weaver는 간 정의로 총체

언어의 옹호자들이 체로 언어와 아동의 경험을 토 로 한 읽기와 쓰기의 요

성을 강조한다고 하 다.Newman은 총체 언어는 단지 언어 교육과정만이 아니

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한 일련의 신념으로

정의하 다(신헌재 외,1994,pp.29-30).

총체 언어교육의 학습이론을 살펴보면,언어학습은 체 이고 실재하는 것

이며 상 이 있을 때,의미가 통하며 기능 일 때,사용맥락에서 이루어질 때,학

습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쉽다.언어는 학생들이 진정한 발화와 읽고 쓰기의

맥락에서 동시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해서 배울 때 언어를 배운다.한마디로

언어발달은 체 인(holistic)사회 ,개인 성취이다(이화자,1993,p,48).

이와 같이 총체 언어는 언어와 학습 학습자에 한 정 인 과 일련

의 신념을 바탕으로,실제 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자연

인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통합을 강조하는 총체 언어교육이 우리에게 주

는 시사 을 신헌재 외(1994)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언어 기능은 통합 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언어의 각 기능은 서로 련

을 맺고 있는 것이며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이들 기능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는 언어의 기본 인 성질을 살리려면 통합 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단원으로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국어교과의 도구 교과 인 성격을 살리려면 타 교과에서도 부분 으로 언

어 기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언어 학습은 실제 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언

어는 내용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 을 한 언어 기능

교과는 언어의 실제성과 유용성에 을 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의미 있

는 활동이 되려면 학습자의 필요,흥미,욕구 능력에 맞아야 한다.

넷째,국어교육의 을 언어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의미에 을 둘 필요가

있다.언어는 다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를 나타내며,서로 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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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함께 나 기 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의미에

을 두어야 한다.

3)생태학 학습이론

국어과 생태학 은 생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생태주의는 인간 심

의 세계 에 의해 진행된 환경오염과 생태계 괴에 한 반성으로 생물학의 한

갈래인 생태학에서 출발하 다(박미정,2008,p.11).

생태학(ecology)4)이란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개인과 직 ·간

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상황을 의미하고,활동 이며 성장하는 인간이 환경

과 어떻게 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간 발달의 생태학을 생각하

다.생태계에서 각 개체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과 서로

향 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학습자도 주변 사회 환경과의 향 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국어과 학습 활동도 실제의 자연스런 언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학 학습이론에서는 국어교육 자체를 학습자 삶의 과정이라 보고,학습자

의 실제 언어사용 생태에 부합하는 언어교육을 주장한다.언어는 다른 사람과 함

께 하는 사회와 문화 인 향 계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언어 사용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와 문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즉,학생들의 언어 사

용 능력도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야 향상된다.따라서 교육 내용을 단순

히 개인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어로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

서 찾아야 하고,학습 활동도 단순히 한정된 교실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

용하는 실제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신헌재 외,2005,p.5).

따라서 생태학 에서의 국어과 교육은 학습자가 각 역을 분리하여 사용

하는 것보다는 통합 으로 사용하는 실제 이고 자연스러운 상황5)안에서 언어를

4)‘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만든 독일의 생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른스트 헤 이 1869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Ecology는 그리스

어 oekologia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oeko'는 ‘집’을 뜻하는 것으로 ‘생명체가 거주

하여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유 옥,2004,p.26).

5)실제 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란,‘통합 인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수업상황

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학습자를 둘러싼 세계,즉 가정생활,학교생활,교

실 밖 실제 활동 등과의 유지 인 련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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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실제 수업에서의 통

합 지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나.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개념과 유형

1)통합의 개념과 층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 심 교육,총체 언어교육,생태학 교육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데,미국의 경우는 1980년 에

언어교육을 통합 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심이 부각되었고,이재승(2006)에 의하

면,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심이 커지면서 이제 통합 교육은 이 의

분리교육을 체하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통합(統合)’의 개념을 고려 한국어 사 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①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 를 하나로 합침.

② <심리>인격의 구성 요소가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는 일.

③ <언어>소쉬르 언어학에서,언어 요소가 발화될 때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일.

④ <교육>아동 학생의 생활 경험을 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이 정의에서 주목할 만 한 은 생활 경험을 심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종합하

고 통일한다는 것이다.‘새롭게 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integrare’에서 나온 ‘통합

(integration)’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반면에 Harris& Hodges(1989)에

의하면 통합이란 분리된 여러 부분이나 특성 등을 하나의 통일되고 기능 인 총

체로 묶는 것이라 하여 통일의 개념보다 분리가 아닌 ‘포함’으로 개념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김병수,2010,p.18).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는 통합의 개념을 “① 통합의 상이 되는 요소나 부분

들이 존재하며 ② 요소나 부분들의 통합으로 새로운 체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③ 요소나 부분들을 결합하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임칠성,2011,p.26).

언어활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럴 때에 언어

학습이 자연스럽고 효과 일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정지 ,200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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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구성의 단계와 연 이 되는 통합의 층 를 살펴보면,천경록(2009)은 국어

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층 를 [그림 1]과 같이 표 하고 있다.

C교과서 통합 단원 개발

D교육과정 내용 통합

B교사에 의한 통합 지도

A학습자의 경험에 의한 내용 통합

[그림 1]국어과 통합의 층

주.출처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 개발 방향”천경록 ,2009,한국 등국어교육,39집,

p.540.

A단계는 학습자의 경험에 의해 내용을 통합하는 층 이다.학습자는 유기체로

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든 각각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자기 것으로 재조

직한다.통합의 효과나 통합의 역할이 모두 학습자에게 몫이라 학습자에 따라 통

합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

B단계는 교사가 수업에서 통합하는 방안인데,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통합되

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교육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다.그러

나 단원을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재구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국어 교과서

의 단원명이 동일하여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게 하 다.

C단계는 교과서 수 에서 통합 단원을 개발하는 방안으로,교과서에 체계 으

로 개발된 통합 단원이 있다면 통합 지도는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다.7차 교과

서는 통합 단원은 개발되지 않고 교과서별 활동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조하여

각 교과서별로 동일한 단원을 배우도록 하 다.이는 장에서는 활동의 연계성

보다는 유사 활동의 반복으로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D단계는 국가수 의 교육과정 수 에서 통합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방안

으로,교육과정 내용이 통합되면 그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도 통합되어 개발되



-20-

고,교수-학습도 통합 으로 지도될 수 있다.

그러나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역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듣기·

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을 여 히 유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개정 교육과

정에서 내용 선정 범주인 지식과 기능,맥락을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지식,기능,맥락을 통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 다.내용

체계는 분석 으로 근하 지만 학습자의 언어 경험은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2)통합교육의 유형

국어과에서 논의되는 통합교육은 어느 역에서 논의되느냐, 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그들이 계를 맺고 있는 수 ,강조하는 이 어떠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총체 언어교육에서는 교과 간의 통합과 함께 교과 내의 통합을 강조하는데,

그 (Graveleket.al.,2000)은 교과 간 통합과 교과 내 통합의 개념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면서 국어과 내의 언어 기능 간 통합과 교과 간 통합의 경우에든

주된 축을 이루는 것은 언어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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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통합에 한 개념 지도

주.출처 “통합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이재승 ,2006,한국 등국어교육,

31집,p.182.

언어 역의 통합은 언어에 을 두는 언어 심의 통합과 문학작품에 심을

두는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으로 구분된다.그리고 교육과정의 통합은 학제 인

내용의 통합과 교과의 통합으로 구분된다.학제 인 내용의 통합은 주제에 바탕을

두고 통합할 수도,문제 해결에 심에 두고 통합할 수도 있으며,언어의 역할은

기능 일 뿐,언어 자체의 탐구에 을 두는 것이 아니다.반면 교과의 통합은

특정 교과와 국어과의 통합으로 언어활동이 심에 놓이는 통합이다.학교 안 의

통합은 학교의 경험과 생활 세계의 경험을 통합하는 맥락의 통합과 시 를 통합

하여 과거와 재를 통합하는 시간의 통합이 있다.

통합의 유형으로 잘 알려진 Fogarty(1991)는 통합의 유형을 ‘단일 교과 내의 유

형,여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학습자 내부 학습자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으로 나 고,이 단일 교과 내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분 형,연결형,

동심원형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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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 장 단

분 형 ․ 통 인 모형

으로 역을 고유

하며 개별 인 것

으로 본다.

․학습자에 의한

통합

․개별 역의 순수성

이 사라지지 않고,각

역에 해 명확하

고도 확고한 구분을

할 수 있음

․ 역 문가들은

문 역에서 요한 것

과 그 지 않은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

․비슷한 개념을 연 시키

거나 통합하는 일이 학습자

에게 맡겨져 있음

․ 복되는 개념,기술,태

도가 학습자에게 밝 져 있

지 않고 학습한 것을 새로

운 상황에 이시키는 일이

거의 일어지 않음

․학습자에게 과 한 학습

량이 부과됨

연결형

․주요 역들이

여 히 분리되어

있지만 각 역 안

에서 주제 간,기

술 간,차시 간,학

기 간 통합이 이루

어진다.

․ 역 내 통합

․학습자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핵심

개념이 내면화 되어

오랫동안 발 할 수

있어서 학습 이가 쉽

게 일어남

․다른 역을 가로지르는

개념에 해서는 통합이 이

루어지지 않음

동심원형

․교사가 사회

기능,사고 기능,

특정 내용과 련

된 기능 등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

에 기른다.

․학습 목표 심

통합

․학생들의 학습이 풍

부해지고 강화됨

․많은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에 합한 모형

․다른 교사와 의

없이 개별 교사가 계

획할 수 있음

․교사가 신 하게 처리하

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엇이

요한지 단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을

<표 1>교과 내 통합 유형

주.출처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과 지향”임칠성 ,2011,국어교과교육연구,제18호,

pp.26-27.재구성

이 덕(1983;임칠성,2011,p27에서 재인용)은 통합 상에 따른 유형을 ① 지

식 내용과 지 과정의 통합,② 지식과 정의 특성의 통합,③ 지식과 행 의 통

합,④ 교과(지식)간의 통합으로 나 고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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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지식 내용과 지 과정의 통합은 각 교과에서 시하는 ‘기본 개념과 원

리를 정련된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다시 그것을 지 과정을 통해 문제해

결에 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경우이다.

두 번째,지식과 정의 특성의 통합에 해서는 ‘정의 특성과 분리된 지식의

획득은 메마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목 으로의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계

인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한다.(…)

세 번째,지식과 행 의 통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당연히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교과 간의 통합이란 앞의 세 가지의 통합,즉 지식 내용과 지 과정의

통합,지식과 정의 특성의 통합,지식과 행 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과

의 조직 원리로 교과간의 통합이 필수 이라고 한다.이러한 교과 간의 통합에는

소극 통합과 극 통합의 두 가지가 있다.소극 통합이란 각 교과에서 련

이 있는 내용들을 서로 연결 지어 가르치는 방법이며, 극 통합이란 교과간의 구

분 벽을 아 허물고 학습자나 사회의 주요 문제를 심으로 완 히 새로운 학습

내용,교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김효진(2009),박순숙(2011),오경숙(2010)등의 연구에 의하면,신헌재,이재승

(1997)은 통합교육의 유형을 크게 국어과 외 통합과 국어과 내 통합으로 나

어 <표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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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종류와 방법

국 어

과 외

통

합

경험 심

의 통합

․학생들의 경험을 심으로 통합

․ 실 으로 힘들고 효과에 한 확신도 부족함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려워 신

하게 근해

야 함6)

교과간의

통합

․기존의 체제를 제로 몇 개의 교과 통합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 등

․언어 사용 능력을 증진하는데 어려움 있음

국 어

과 내

통

합

언어 기

능 간 의

통합

부수형

통합7)

․ 역 간 통합

․국어과 교육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서로 보완 이고,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는 이들 언어 기능이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구

체 인 상황 속에서 언어교육을 해야 하고,수업의 경제성

면에서 통합함으로써 학습에 한 부담을 일 수 있음

목 형

통합8)

언어 기

능 내의

통합

․ 역 내 통합

․철자나 어휘,맞춤법 등 언어의 단 가 따로 지도되는 것이 아니

고 읽기나 쓰기의 특정 활동을 하는 과정 내에서 통합 으로 지도되

어야 함.

․언어의 작은 단 보다는 큰 단 를 가르쳐야 하고 상황과 련지

어 가르쳐야 함

<표 2>통합교육의 유형

양소 (2006)은 통합교육의 유형을 ‘언어 기능 간 통합’,‘활동 심 통합’,‘주제

심 통합’,‘아동문학 심 통합9)’으로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6)이재승,2006,pp.176-177

7)어느 한 기능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주 기능의 보조나 심화를 돕는 역

할(김효진,2009,p.14)

8)어느 기능이 우선이라 할 수 없이 읽기·쓰기가 통합 으로 다루어지는 활동(김효진,

2009,p.14)

9)이재승(2006)은 주제 심의 통합이나 활동 심의 통합은 언어 기능 통합 국어교

육과 기본 으로 층 가 다른 것이며,통합교육을 한 주된 근 방식으로 구별한

다.그리고 주제나 활동 심의 통합을 통해 언어 기능 간 통합 지도를 하고자 할 때

에 주의할 으로 첫째,활동 자체가 요한 학습의 상이 될 수 있고,둘째,주제나

활동 심으로 묶여진 학습 요소들이 서로 유기 인 련을 맺으며 상승효과를 일으

키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며 셋째,주제나 활동 심으로 묶다보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이재승,2006,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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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

언어 기능

간 통합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련성을 근거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통합 교수-학습 모형 구안

활동 심

통합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 활동을 통해 통

합 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것

주제 심

통합

․어떤 한 주제를 심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선정,조직하고,학생

주도의 활동을 유도하며 인 발달을 꾀함

․문학 텍스트를 심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며 다른 매

체로 변용하는 활동으로 나타남

아 동 문 학

심 통합

․텍스트(장르)통합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복수텍스트를 교수-학습의

자료로 다루는 통합 방식

․매체 통합 :인터넷 매체, 상 매체.방송 매체 등을 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문학 텍스트를 심으로 다양한 매체로 근하는 방식

<표 3>양소 의 통합교육의 유형

이 규(2011,pp.95-99)는 통합을 ‘분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요소를 하나로 합

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크게 과목 간의 통합, 역 간의 통합으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과목 간의 통합은 다른 교과와의 통합으로,범교과 읽기나 쓰기처럼 도구교과

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 역 간 통합은 언어 사용 기능과 국어 지식,문학과의

통합과 련된다.그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 역들 간의 통

합을 1차 통합 유형이라고 명명하여 역 간의 통합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2차

으로는 이들 언어 기능 역들과 문법 역 간의 통합을 의미하고,문법,언어

기능,문학을 통합하는 것을 3차 통합 유형으로 구별하 다.

국어 교과서의 통합 구성 원리 측면에서 정지 (2006)은 ‘역 간 통합 구성’,

‘활동 심 통합 구성’,‘학습 목표 심 통합 구성’으로 제시한다.‘역 간 통합 구

성’이란 국어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구성할 때에는 가능한 국어교육의 6개 역

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활동 심 통합 구성은 언어 능력이

실생활과 련하여 다양하고 실제 인 목 을 갖고 말하고,듣고,읽고,쓰는 활동

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에 국어교육은 의미 있는 학습자 심의 언어활동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학습 목표 심 통합 구성’은 단원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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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은 그 유기 구조를 악하여 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통

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교과서의 활동들은 유기 구조를 따져 단원별로 하나의

단원 활동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며,단 활동은 반드시 그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의 학습 목표와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련성을

근거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통합인 ‘언어 기능 간 통합’과 듣기·말하기·읽

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 활동을 통해 통합 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활동 심 통합’을 아우르는 ‘활동 심 역 통합’의 방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다.국어교육에서의 통합 지도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1)국어교육에서의 통합 지도의 필요성

근본 으로 언어 기능은 상호 련을 맺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따라서

언어 기능은 서로 유기 으로 련을 맺는 상황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

을 길러야 한다.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국어는 인 으로 구분해 놓은 철자,단

어,문장 등을 다 안다고 해서 국어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말하고 듣고 읽고 쓰

는 데 사용되는 국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인 양상을 이룬다.

국어과 교육이 국어사용 역이나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을 비효과 이

라고 여기고 언어의 학습은 총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총체 언어 학

습에서도 국어과의 각 역들을 구분하여 따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모든 역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에서는 국어과 각 역의 교육 내용들이

언어 사용 활동 속에서 함께 학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역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을 반 한다.

의미의 통합 국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시기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그리고 학술지 논문에서 통합 지도에 한 언 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나 1990년 이후이다(이재승,2006,pp.188-189).

통합이 국어교육의 목 ,내용,방법,평가 등을 구안할 때 요하고 고려해야

할 원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국가수 의 교육과정인 7차 국어과 교육과정해설서

(2001)에서도 “언어활동은 개별 으로 분리되어 존재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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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호 보완 이기 때문에 통합 으로 지도하는 것이 자연

스러우며 효과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 역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한 탐구

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실제와 내용

요소간의 련성,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2011,p.15),이에 따른 통합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능 역의 통합 원리로 언어의 표 과 이해 활동에 따른 통합과 음성

언어와 문자언어에 따른 통합의 두 가지 통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문법이나 문학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역과 통합하여 문법이나 문학

에 련된 담화 는 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

한다.

셋째,동일 역 내 내용 요소의 통합 지도,매체 련 내용 요소의 역 간 통

합 지도를 제시한다.

넷째,통합 지도 자료 개발에서는 주체를 심으로 한 통합,생활을 심으로 한

통합,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통합,다양한 텍스트를 심으로 한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2013학년 1,2학년부터 용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

으로 통합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pp.14-15).

첫째,학습 목표는 학년군별, 역별 성취 기 과 국어 자료의 를 고려하여 설

정하되,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 역이 유기 으로 연 되도록 한다.

둘째,학습 내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의 각 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합하게 선정하되, 역 간 내용의 횡 연계성,학년군별 내용

의 종 연계성을 통합 으로 고려한다.

셋째, 역 간, 역 내 내용 요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넷째,매체 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

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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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도 7차 교육과정처럼 역별

로 나 어 분석 으로 지도하여 개별 역의 문 신장에는 정 인 향을

미치나 실제 생활에서는 각각의 언어 자질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그것

이 실제 언어 사용으로 자동 이되지는 않는다는 과 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

실을 충실히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즉, 역별 분책되어 있

어 따로 지도할 수밖에 없어 언어의 총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 국어교육을 해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문학,문법 등

역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신헌재,이재승(1994),신헌재 외(2001),임미성(2002),김미라(2007),박순숙

(2011)등은 국어과 교육에서 통합 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우리 인간은 통합을 지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아동들이나 미

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미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통합 으로

학습할 때 내용을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실제 인 언어사용 과정에서는 언어 기능들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언어 기능은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한다.특정한 기능에 집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련하여 가르침으로써 특정 기능을 보다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다.

넷째,언어는 근본 으로 상황과 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을 기해

야 한다.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표지 상황,인지 상황,사회 상황

이 있는데(Busching,1983;신헌재,이재승,1997,p.31에서 재인용)이들 세 측면

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다른 상황들이 긴 히

련을 맺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언어 학습은 다른 교과나 학습 활동과 련지을 때 좀 더 효과 으로

증진된다.모든 교과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실제 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언어사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

다.

여섯째, 복되는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양을 여 보다 은 노력과 시간

으로 학습자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효과 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분 이고 비연속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

에서 통합 이고 연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에서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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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 어 가르치는 것보다 체로서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2)국어교육의 통합 지도 방법

국어과에서 주로 논의되는 통합은 국어과 내 통합에 한 것인데 신헌재,이

재승(1997)은 통합의 방법을 순서 방법과 동시 방법으로 명명하고 자세한 방

법을 제시하 고(박순숙,2011,pp.50-53에서 재인용),김병수(2010)는 이재승의

특성 심의 통합 지도 ‘교육내용 심의 통합’,‘학습자의 언어 사용 심 통

합’,‘언어활동 심의 통합’을 소개하고 있다.

가)순서 방법

순서 방법은 두 가지 언어 기능이 같은 비 으로 다 지기 보다는 어느 한 기

능에 다른 기능을 부수 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재승(1997)은 요약하기,평가

하기,심화 활동하기,다른 장르로 바꾸기, 련 내용 읽기,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

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 다.

보조를 한 통합,심화를 한 통합, 인지 능력을 기르기 한 통합으로 나

수 있는데,보조를 한 통합은 읽기 활동을 한 보조로써 쓰기를 하거나 쓰

기를 한 보조로써 읽기를 하는 것이다.어떤 을 읽고 난 후에 내용을 로 요

약해 보는 활동은 로 써 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쓰기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심화를 한 통합은 읽기를 한 후에 심화활동으로 쓰기를 하는 경우,쓰기활동

은 한 후에 읽기를 통해 심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지 능력을 기르기 한 통합은 어떤 을 읽거나 을 쓰는데 필요한 자

기 검,자기 평가,자기 조정 능력을 기르기 해 읽기와 쓰기를 통합 으로 지

도하는 것이다.

나)동시 방법

언어 기능들이 동시에 함께 지도되는 방식으로 주제학습,창조 활동,쓰기 워

크 등이 이들 범주에 속한다.

주제학습은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이에 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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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능을 동시에 기르고자 하는 활동이다.창조 활동은 을 읽고 나서 이를

드라마나 미술 활동,음악 활동 등 창조 인 활동과 련지어 지도하는 것이다.이

러한 창조 인 활동과 언어활동을 히 련지으면 학생들은 보다 흥미롭게 학

습 활동에 임하게 되고 평소에는 하지 못한 언어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쓰기 워크 은 소집단이 모여 쓰기 체 과정에 해 의하면서 한 편의 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이다.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을 쓰는 과정에서,

고를 완성한 후에 서로 청 으로 사하면서까지 서로의 쓰기 활동을 진시

킬 수 있는 활동이다.쓰기 워크 은 동학습의 일종으로 쓰기 활동뿐만 아니라

읽기,말하기,듣기 활동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다)특성 심의 통합 지도 방법

첫째,교육내용 심의 통합은 교육해야 할 학습 내용의 공통성을 심으로 통

합하는 것으로 각각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장 이 있다. 한 비교 구성하기가 쉽다.하지만 연결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

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학습자의 언어활동을 심으로 하는 통합으로,말하기와 듣기,읽기와 쓰

기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셋째,언어활동을 심으로 하는 통합은 언어를 지식 자체보다는 활동을 제로

하고 연계된 기능이 통합 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고,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그러나 활동 자체에 매

몰되어 활동은 왕성하나 각각의 기능이 제 로 길러지지 못할 염려가 있다.

2.아동문학 심의 통합의 의의

가.아동문학의 가치와 등학생 학년기의 독서 선호 경향

1)아동문학10)의 가치

10)성인문학과 비되는 아동문학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 있다.첫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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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은 ‘어린이를 해 동심의 세계를 그린 문학(선주원,2013,p.13)’으로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아동을 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함께 지닌

다.아동문학은 그 향유 주체인 어린이들의 삶과 욕망,인지 ·정서 발달의 특성

에 한 이해를 기 로 하는 문학이다.신헌재 외(2007)의 연구를 심으로 아동

문학의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언어 능력 발달

아동문학작품은 작가들이 풍부한 어휘와 능숙한 문장력으로,탁월한 지성과 감

성을 가지고 짜놓은 술작품이다.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이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

배운 말보다 다양한 어휘를 하게 되고 직 경험하지 못한 추상 인 것들일지

라도 그 기본 인 의미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터득하게 해 다.더 나아가 문학은

어린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표 하는 능력도 길러주며,비유 인

언어에 해서는 사물들 간의 외 유사성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과 표 기법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은 언어로 된 술이기 때문

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능력을 통합 으로 신장시키는 효과 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인지 능력 발달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11)에 의하면,아동문학의 주 독자들은 조작 사고기

에서 구체 조작기와 형식 조작 기까지 그 범주로 삼을 수 있는데,이 시기

에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즉물 인 단순한 사고를 논리 사고로 키워내며,문학작

품에 형상화된 형이상학 인 여러 개념과 이상들을 수용·이해하고 용해감으로

써 인지 능력을 보 인 형식 조작기로까지 진일보시킬 수 있다.

특히 자기 심 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자기와 다

자 상을 어린이에게 두었다는 상 심의 ,둘째,성인 작가가 동심 구 을

한 일정한 목 을 가지고 썼다는 목 심의 ,셋째,아동문학도 원래 문학

고유의 보편성과 가치를 지녔다는 본질 심의 이다(선주원,2013,pp.12-13).

11)Piaget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인지발달은 다음과 같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선주

원,2013,p.34).

① 감각 운동(Sensorimotor):0-2세 ② 조작기(Preoperation):2-7세 ③ 구체 조작

기(concreteoperation):7-11세 ④ 형식 인 조작기(Fomaloperation):11/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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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계를 형상화하여 펼쳐 보이고, 다른 삶을 사는 주인공을 드러내 보임으로

써 제한된 경험 세계에 갇힌 어린이의 사고활동을 활성화시켜 수 있다.설화는

어린이들에게 환상 인 세계를 경험시켜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된다.

다)감성 지능 수 발달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는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이야기

의 개 과정의 반복 효과와 인과 계의 긴 한 짜임으로부터 묘미를 맛보게 된

다.게다가 갈등 해소의 개과정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리고,주인공에게 감정

이입이 되어 구체 인 상황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주인공의 행동이 하

고 타당한 것인가를 단하게 된다.이처럼 아동작품을 통해 감성 지능의 수 을

높여 보다 정서 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사회성·도덕성 발달

어린이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보다 폭넓은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살아가는 도리를 터득하게 된다.여러 가지 가치 을 지닌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부분 선에 속한 주인공에 동일시되어 삶의 바른 가치 과

도덕 기 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아동문학교육은 어린이들이 아동문학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시작된다.문학작품

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인 어린이가 역동 인 소통을 함으로써,어린이들이

문학작품에 한 이해와 삶에 한 이해를 확장하여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다(선주원,2013,p.37).

이와 같이 아동문학이 국어과의 목표인 언어 사용 기능 신장,문학 역의 목표

인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 고양,삶에 한 바람직한 가치 단력 기르기

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동문학 심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2) 학년기 어린이의 독서 선호 경향

어린이의 읽기 흥미와 독서 선호도에 있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요인은

연령인데 CarolLynch& CarlM.Tomlinsion(1999;신헌재 외,2007,p.4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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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에 의하면 학년기(만7-9세)는 체로 풍부한 문학 경험의 이로움을 맛

본,비교 유창하고 능동 인 독자들이라고 한다.이 시기에는 비교 단순한

룻과 문체를 지닌 책들이 선호의 상이 되고,마음에 드는 책은 여러 번 반복해

서 읽는 경향과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를 즐겨 감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모험이야

기를 좋아한다.

신헌재 외(2007,p.43)에서는 동화를 좋아하는 시기를 등학교 학령기 기 으

로 우화기(만4-7세),동화기(만 7-9세),소설기(만9-12세)로 구분하 는데,동화기

시기에는 자기 심 심성에서 조 씩 벗어나 설화 의한 실의 재구성을 즐기게

되는 단계이다. 한 동화 세계에서 자기생활의 단순한 재확인에 그치지 않고 타

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실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시기라서 자기생활의 공간을

확 하면서,차츰 새로운 것을 자기 주도 으로 하며 스스로 가치 용도 해보

는 힘을 길러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년기의 어린이들은 실을 바탕으로 한

타지 요소를 지닌 내용을 좋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물에 해 심을 갖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타지 요소가 풍부한 설화를 활용한 아동문학 심의 통합 수업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나.아동문학 심 통합 언어 교육의 의의

김상욱(2008)은 언어활동을 심에 둔 교육 인 역의 통합에 해서 논의하면

서 그 (Graveleket.al.,2000)의 국어과 내의 언어 기능 간의 통합을 소개하

고 있다.언어 기능간의 통합을 언어 심의 통합과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으로

구분하 는데 그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을 논의하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문학작품은 학교 교육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상의 언어자료가 아닌 실질 인

언어자료이며,고립된 질문이 아닌 삶의 의미로 충만한 질문과 답으로 가득 차

있고 여타의 폭 넓은 교육과정으로 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풍부하게 가진 언어

자료이다.통합이 실질 이고,의미 있으며,효율 인 교육을 지향한다면,문학작

품이 이들 세 가지 요건을 고루 갖추었기에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은 통합의 심

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따라서 아동문학도 문학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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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학 심의 통합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 심의 통합의 이론 근거는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둘 수 있다.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은 교육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동시에 인간의 발달을

보는 과 결합되어 총체 언어교육과 교차하면서 진 되어 왔다.Au&

Raphael(1998)은 문학을 통한 교육의 목 이 “학습자들을 문학과의 만남을 통해

문학을 향유하고 배우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Purves(1993)는 문학

이야말로 ‘요한 문화 표 이며,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자신을 둘러싼

문화들을 이해시키는’가장 합한 문화 실체임을 밝히고 있어 문학을 통해 학

습자들은 언어 속에서 자아와 타자를 향한 문화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상욱,2008,p.475).

문학을 통한 교육은 교과서를 거부하고 실 속에 존재하는 텍스트,곧 문학작

품을 활용한다.문학작품을 심에 두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언어활동 역

반을 통합하며,교과를 통합하고 학교와 사회를 통합하며,학습자의 학습과 삶

을 통합하는 것이다.

황정 (2001)은 문학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통

로를 마련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감정이입을 통해 리 경험의 세계를 개함으로

자신과 타인 혹은 세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한

다.이러한 문학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단순히 언어교육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언어 기

능,상상력,창조성,인성 교육 차원으로 근해야 한다고 한다. 한 그는 총체

언어교육을 한 요한 텍스트로 동화를 들고 있는데,동화는 잠재된 상상력

을 끌어내어 다양한 반응을 하게 하는 요한 텍스트이며,동시에 다양한 의사소

통을 가능 하는 매체,즉 시각 ,청각 ,몸짓 언어 등이 내재되어 있어 총체

언어교육을 한 좋은 자료이다.(2001,pp.42-43).동화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매

체의 활용은 비언어 활동과 언어 활동,소리표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통합 으로 운 될 때에 더욱 효과 일 것이다.

이수진(2007)도 문학작품은 통합 교재를 조직하는 가장 합한 텍스트로서 말하

기,듣기,읽기,쓰기를 동시에 총체 으로 학습하는 통합 교재의 기본을 가장 효

과 으로 실 한다고 하 다.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 으로 끌

어오는 구심 으로도 유용하다(오경숙,2010,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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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언어생활은 총체 성격을 띠며 국어는 언어의 하나로서 국어생활 역시

총체 성격을 띤다.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일련의 외 일상 국어생활은 분

으로라기보다는 통합 인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문학도 술 언어를 사용하

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 언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다른 활동과 련지을 때 학습자에게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언어 학습을 의미 있는 활동과 련지으면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고 좀 더

극 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서사문학의 한 분야인 설화는 조상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 인 교훈성

을 갖는 이야기로,학습자들 스스로 구연할 수 있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움

을 다.뿐만 아니라 설화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등학교 어린이

를 한 문학 교재로서의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통합 지

도의 요한 텍스트로 사용하고자 한다.

3.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가.설화의 이해와 가치

설화는 언제,어디서, 구에 의해 이야기되고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

민 사이에 해져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해 내

려온 이야기로, 거리 심으로 되어 있고 사건이 단순·명쾌하고 작품의 정경이

나 작 인물의 성격에 한 묘사가 거의 없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의에 의

하여 자연발생 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 의 구비문학으로,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신앙, 습,세계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 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박신 ,2008,

p.11).

장덕순,조동일,서 석,조희웅(1971)의 연구에 참고로 하여 설화의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설화는 문자 그 로 ‘이야기’를 말하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 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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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이기 때문에 일상 신변잡기나 역사 사실, 재 사실을 말로 한다고 해

서 이들을 설화의 범주에 넣지는 않는다.

둘째,설화는 구 된다는 데 있다.설화의 구 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唱曲)과

는 계없이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승된다.그 기

때문에 설화는 구 에 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표 역시

복잡하지 않다.이 이 구조와 표 에 있어서 복잡성과 특수성을 갖는 소설과는

다른 이다.

셋째,설화는 율격을 가지지 않고 보통의 말로써 구연되기 때문에 산문 속성

을 지니는데,규칙 인 율격은 발견되지 않는다.이 에서 서사민요·서사무가·

소리 등과 같은 율문서사(律文敍事)장르들과 구분된다.

넷째,설화는 이야기를 하고 들을 분 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구연될 수 있는

데,이 에서 어느 일정한 기회에 구연하는 노동요·무가·가면극과 다르다.

다섯째,설화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의 계에서 화자가 청자를 면하여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된다.

한 민족 사이에 구 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인 설화는 크게 신화· 설·민담으

로 나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신화(神話,myth)는 ‘신에 한 이야기’ 는 ‘웅의 이야기’로,인간을 월한

높은 곳의 힘이나 섭리, 는 신성을 내재한 인간의 이야기이다.민족 사이에

승되는 신 존재와 그 활동에 한 이야기로서,이에는 우주의 생성과 종말에

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한 천체신화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등이

있다.서술 방법에 따라 신의 상태·동작·성질 등을 설명하는 설명 신화와 신의

기원·유래 등을 추설(推說)하는 추원 (推原的)신화로 나 수 있다.신화는 ‘일

체화’즉 ‘동화 체험’을 지향하여 ‘나 이상의 나’로서의 신령한 주인공에 자신을 합

치시키는 과정에서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삶의 승격과 완 성을 실 하는 특성이

있다.그래서 신화는 공동체 질서가 살아 있던,자아와 세계가 동질 인 시 의

산물로 최 의 서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설(傳說,legend)은 ‘세속에서 해지는 이야기’로,믿기 힘든 기이한 내용을

12)신화, 설,민담의 차이 에 하여 최운식(1991,pp.17-21)과 신헌재 외 2인(2007,

pp.162-163)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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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신격(神格)을 주체로 할 필요가 없고,인간과 그 행 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인데 증거물과 결부되어 실제 있었던 것처럼 해진다. 설은 신화시 에

서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을 보장해주는 공동체 유 가 무 지기 시작하고 자아

와 세계 사이에 이질 인 립이 생기면서 발생되었다.지역 설, 국 으로

리 퍼진 설,역사 인물에 한 설로 별되는데 인물 설이 흥미 주로

재편되면 민담의 역으로 들어간다.

민담(民譚,folktale)은 ‘재미나게 꾸며진 상상의 이야기’로,신화의 신성성과

엄성 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희박하고,흥미 주로 된 일종의 옛 이야기이

다.민담은 설과 달리 개인 이야기 측면이 강하고,주인공은 신화 능력을 타

고난 자가 아니며,자기에게 닥친 난 을 신화 능력으로 극복하지 않고 일상

인간의 지혜와 우연한 행운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차이 을 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13)

13)장덕순 외(1971),고희주(2003)와 문해란(2005)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

구성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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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화 설 민담

승자

의 태

도

․진실하고 신성하다고

믿음

․단군신화

․진실하다고 믿음

․실제로 있었다고 주

장함

․신성하거나 진실하다

고 생각하지 않음

․“옛날 옛 호랑이 담

배 먹을 에……”

시간과

장소

․아득한 옛날

․태 에 일어난 일

․신성장소(단군신화의

태백산·아사달)

․구체 인 시간과 장

소

․“숙종 왕 시 서

울 남산골에……”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보통

증거물
․매우 포 (천지,국

가 등)

․특정의 개별 증거

물(자연물, 인공 인

것,인물 등)

․ 리 존재할 수 있는

상(수숫 가 빨갛다든

가,수탉이 하늘을 보고

운다는 것 등)

주인공

그

행

․보통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자

․그의 행 :신이 지닌

능력의 발휘

․구체 ·역사 인물

․그의 행 :인간과

인간 는 인간과 사

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치 않던 계

․일상 인 인간

․그의 행 :운명을 개

척해 나가는 것

승의

범

․민족 인 범

․민족의 고 사,실제

인 혹은 가상 인 역사

와 련,민족 융합을

해서 신성성이 작용

․증거물의 성격상

체로 지역 인 범

․어느 지역이나 민족으

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

으로 분포

․개인

기능

․ 승집단의 신앙

․집단 단결의 핵심

역할

․지역 주민들의 유

감 형성,애향심 고취

․흥미 본 의 사교

교환물,문학성

<표 4>신화· 설·민담의 차이

이와 같이 설화는 신화, 설,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뚜렷하게 구분하기

는 어려우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환되기도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설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화는 인간 생활의 모범 모델을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풍속을 고정시

키고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을 한 행 의 모범을 설정하고,어떤 제도에 험과

요성을 부여하는 규범 인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다.그리하여 바람직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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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고 규범에 어 나는 행 를 규제하여 사회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구실

을 하게 된다(고희주,2003,pp.9-10).

설화의 가치를 신헌재 외(2007)의 연구를 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설화는 사람의 입말을 통해 구비 승되어 오던 문학 작품으로 승자들

의 재화와 각색을 통해 재구성되어온 집단 창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설화는 말로 표 된 것이므로 청자와 독자는 이를 통해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특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연을 통해 청자에게 들려주고 다시 청자가 이

야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자들의 구연 능력 신장에 요한 몫을 한다.

셋째,설화 속에는 어린이들에게 삶의 부정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달되는 메시지가 있어 인간의 내면 문제들에 해서 많

은 가르침을 다.뿐만 아니라 설화를 통해 무의식 내용을 환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억압에 처하여 어린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넷째,미묘하고 암시 인 방식으로 도덕 행 의 이로움을 알려 도덕 교육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사상,감정,지혜,용기,가치 이

설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설화를 통해 한국인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한국

정서와 가치 을 함양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교재이면서 시 인 산문문학인 설화는 동시에 조상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 인 교훈성을 갖는 이야기로,어린이들 스스로 구연할 수 있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움을 다.

나.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1)설화교육의 의의

설화는 옛이야기이지만 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여 히 생명력

을 지닌 이야기로 들려지고 읽 지기 때문에 재진행형이다(신헌재 외,2007,p.

185). 한 설화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등학교 어린이를

한 문학 교재로서의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매 교육과정기에서 교재화하

여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문해란,2005,p.5).이러한 설화교육의 의의를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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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지(2008)와 이선 (2010)의 연구를 토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14)

첫째,설화교육은 창작의 개방성으로 인해 문학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험담에서부터 허구 내용을 가미한 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설화의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서사 말

하기를 총체 으로 아우르고 있다.말을 통해 승되는 유동 인 과정에서 실제로

들은 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연자가 자기 로 보태기도 하고 고쳐 넣기도 하

면서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든 의식 으로 시도되든 창작의 기회가 구에게나 열

려있게 된다.언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품

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가치 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

비 할 수 있다.학습자는 설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비 실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동물을 의

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하는 설화의 내용 자체는 학습자가 상상의 세계를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둘째,설화는 구 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 능력과

상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설화는 음성언어로 구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과 필연 인 계를 가진다. 구나 화자나 청자가 되어 말하고 들을 수

있으나 반면 상 가 없는 일방 상황에서는 구연이 불가능하다는 상호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 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인간 계를 보다 깊게 발

시킬 수 있다.이런 구연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

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서사구조를 체득할 수 있다.설화는 구 됨으

로써 그 존재를 유지해 가는데,설화의 구 은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

의 구조에 힘입어 승된다.그 기 때문에 설화는 오래 하기 해서 어느 정도

유형화하여 구 에 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표 역시 복

잡하지 않다.이러한 구조가 기억,구연,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

는 장치로 학습자는 설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사구조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14)박신 (2008,pp.11-21), 수지(2008,pp.9-13),이선 (2010,pp.16-20)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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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습득한 서사구조는 다른 문학작품을 이해하거나 논리 사고력 향상

에 정 향을 미친다.

이처럼 설화 문학은 구 으로 인해 언어 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있고 구연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반 할 수 있어 창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제주설화의 성격과 의의

우선 제주신화는 어느 신화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인간의 삶과 친 하다는 특

징을 갖는다.그리스와 국 신화가 우주와 인간 역사의 운행 질서를 주된 테마로

하는 거 담록 인 설화라면,제주신화는 소박한 민 들의 애환을 그린다는 에

서보다 인간 인 정감이 느껴지는 설화이다.제주 신들은 체로 보통 사람과 별

로 다름이 없는 소박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라야 차세의 직능신이나 마

을의 당신으로서의 신격이 주어진다(양 수,2011,p.1).

특히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제주신화에는, 부분의 신화에서 보여

주고 있는 남성지배－여성순종이라는 익숙한 질서에 한 반과 복의 행 들

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제주의 신화에는 많은 여신들이 요한 직능을 가지고 새로운 계를 맺으며

존재한다.총맹부인은 남편신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여신이며 자청비는 농경생활

을 시작하게 한 농경신이다.가믄장아기는 가난한데다 여자라는 약자의 운명을 지

혜롭게 극복하고 행운과 부를 일구었고 벽랑국 세 처자는 오곡과 가축을 가지고

와 탐라국을 개국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했다.설문 할망은 제주도를 만들고

육지까지 다리를 놓으려 한 창조 인 여신이었으며 등할망은 한 해의 바다살림

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다의 신이었다.

이처럼 제주신화에는 남녀,더 나아가 인간평등의 모습들이 신화 속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나고 있어,인간존 이나 자유와 공정함에 한 추구와 실천이 제주라는

사회 집단 내에 오래도록 내재되어온 역사 인 정신성임을 확인받을 수 있기도

하다(김정숙,2012.1.3.).

제주도처럼 공간 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우,그런 자연환경의 향은 상

으로 독특한 문화,신화를 형성하게 되면서 형상 표 이나 이미지의 성취에서는

빈약하지만 삶의 제반조건에서 만들어낸 구조의 일 성을 갖는다는 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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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더욱 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지리 ,역사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주설화는 본토와 공통된 것을 가지

면서도 제주 특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러한 제주설화의 성격을 신화, 설,민

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 , 승환,1996,pp.9-11).

첫째,제주신화에는 문헌신화로 삼성신화,구 신화로 본풀이15)라고 하는 무속

신화가 있다.삼성신화는 세 신인을 양을나,고을나,부을라 순으로 기술한 고려사

(高麗史)계통과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순으로 기록한 주지 계통으로 나 수

있다.본풀이는 심방[巫 ]16)이 굿을 할 때 제상(祭床)앞에 앉아서 의례의 한 형

식으로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이들 신화들은 어느 것이나 주인공의 출생·성

장·고행·결연 등 란만장한 삶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

한다.

이러한 본풀이를 용 , 승환(1996)과 박희순(2003)의 연구를 참고로 구분하

여 보면 <표 5>와 같다.

15)본풀이는 ‘본(本)’과 ‘풀이’의 복합명사로,본은 ‘근본,본래,본 ,본원’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풀이’는 풀다[解]의 성명사로서 ‘해설,해석,설명‘이라는 뜻

으로(문화재 리국 문화재연구소,1990,p.53),신의 뿌리에 한 이야기니 신화이다

(김정숙,김정숙의 제주신화 11.2012,제주의 소리).

16)한국 본토에서는 무격(巫覡)을 무당,만신,박수,당골,무녀 등 지역과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 통칭한다( 용 ,1986,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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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구분 본풀이 구분 특징 래 동화

개벽신화

일

반

신

본

풀

이

천지왕

본풀이

표 인 천지창조 신화

제주도 큰굿의 서막인 감제

의 맨 앞에 열리는 굿거리

·일반

인 자연

상이

나 인문

사 상 ,

인간의

삶과 죽

음을

장하는

열 두

신의 이

야기

· 도

공통

인 내용

별왕

소별왕

일반신화

공본풀이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

이공본풀이
서천꽃밭 맡은 꽃감 의 내

력담
한락궁이

삼공본풀이
재앙과 복을 주는 신의 내

력담
가믄장아기

삼승할망

본풀이

아기의 무병장수와 자식을

지해 주는 신의 내력담

마 라본풀이 마마신의 내력담

세경본풀이 농경 목축의 신 내력담 자청비와문도령

차사본풀이 승 차사(差使)의 내력담

멩감본풀이

(만이본

풀이)

멩감[冥官]17)을 청하여 모

시고 한 해 동안의 무사 안

녕과 생업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지장본풀이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불

공을 드려 새의 몸으로 탄

생한 지장신의 내력담

문 본풀이 문신과 조왕신의 내력담

칠성본풀이

집안의 부와 곡식을 수호해

주는 사신(蛇神)칠성의 내

력담

당신화 당본풀이
·마을수호신인 당신( 神)의 내력담

·마을마다 다름

조상신화 조상신본풀이
·한 집안의 수호신에 한 이야기

·각 집안마다 다름

시조신화
삼성신화

·10여 개 문헌에 해짐

·삼성 ,삼사석,혼인지,황루알 등

증거물 존재

고을라 양을

라 부을라

설문 할망 ·천지창조신화,거녀설화,거인설화 설문 할망

<표 5>제주 신화와 본풀이

주.출처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p.57)박희순.2003.재구성

둘째,제주의 설은 자연 설·역사 설·신앙 설이 골고루 풍부하게 승되고

17)멩감은 명 (冥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명 (冥官)은 지옥에서 생의 죄를 재

하는 리를 이른다(한국민속 백과사 -한국민속신앙사 -무속신앙-무속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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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자연 설에는 동굴·암석·연못에 한 설에 특이한 것이 많고,역사 설에

는 원·이인(異人)·장사·여걸 등에 한 설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

셋째,제주의 민담은 제주의 자연 환경,역사 배경,생활양식 등과 어우러져

탄생된 것들이므로 본토의 것들과 비교할 때 변이형의 모습을 갖는다.

이러한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 이 반 되기 때문에 제주설화의

학습은 설화교육의 의의를 포함하여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 시키

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따라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학습 자료로

이용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하여 효과 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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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설계

제주설화 심의 통합 지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문학과 제주설화의

계를 먼 살펴본 후에 아동문학 심의 통합 지도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그

런 다음,선정기 에 따라 학습 자료로 사용할 제주설화에 해 분석하고, 등 국

어과 교육 목표와 해당 학년의 역 별 성취 기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서 통합

지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설화 심의 통합 지도 원리

가.아동문학과 제주설화

아동문학은 그 향유 주체인 어린이들의 삶과 욕망,인지 ․정서 발달의 특성

에 한 이해를 기 로 하는 문학이다.

거리 심으로 사건이 단순·명쾌한 말로 달, 승되는 구비문학으로서의 설

화가 한국문학에서 치는 [그림 3]과 같고,아동문학의 갈래로서 치는 <표 6>

과 같다.

설화,민요,무가, 소리,민속극,속담,수수께끼

신화· 설·민담

(옛이야기)

구비

문학

한국

문학

한문문학

기록

문학

고 문학

국문문학

문학

[그림 3]한국문학에서의 설화의 치

주.출처 아동문학과 교육 (p.161)신헌재 외 2인 .2007.서울: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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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서정문학
동요( 래둉요,창작동요),동시(자유동시,산문동시),동시조(3장동시조,

사설 동시조)

서사문학 옛이야기(설화),그림동화,환상동화,인물이야기,역사동화,청소년소설

극문학 아동극(무언극,독백극, 극,가극),어린이 시나리오,어린이 드라마 본

<표 6>아동문학의 갈래

주.출처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아동문학교육론(p.21)선주원 .2013.서울:박이정

구비문학으로서의 설화는,과거에 의하여 재를 설명하고, 재에 의하여 미래

를 설명하여 어느 개인이나 집단은 단 된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길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는 연 의식과 유 감을 갖게 된다(고희주,2003,p.

10).설화는 원래 어린이를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른들을 한 이야기 고,그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가 어린이들의 흥미와 심사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었다.요

즘은 어린이를 한 설화를 옛이야기18)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에 한 분야를 차지하는 설화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까닭

을 살펴보면

첫째,어린이 자신이 하는 삶의 구조가 <표 7>과 같이 설화의 구조와 친근

하다.

18)신헌재,권 ,곽춘옥(2007)은 신화, 설,민담을 모두 이르는 말로 옛이야기

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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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의 구조 어린이의 삶의 구조

·사건을 통해 인물을 형상화 한다.

·인물과 배경의 개별 속성에 크게 구

애받지 않는 사건을 이야깃거리로 삼고

있다.

·어린이는 사건을 통해서 인물과 배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출생과 함께 어린이가 제일 먼 마주

치는 것은 사건이다.끊임없는 사건의 경

험을 통해 인물도 알아차리고 배경도

여겨보게 된다.

· 구든지,언제든지,그 게 할 수 밖에

없는 인간 행 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사

건이다.

·배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형 인

물이 이끌어가는 유형 사건이다.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어떤 방식

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사건이다

·어린이들이 삶에서 겪는 각각의 사건은

한정된 몇 가지 유형으로 개된다.

<표 7>설화 구조와 어린이의 삶의 구조의 친연성

주.출처 아동문학과 교육(p.187)신헌재 외 2인 .2007.서울:박이정

둘째,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설화는 승에 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으로 만들어진 것 에서도 정수라고 할 만한 것만 가려 뽑은 것이다.따라서 어

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다(신헌재 외,2007,pp.187-188).

본 연구에서 통합교육의 방안으로 제주설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 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본 취지를 살펴

보면 단 학교가 역 을 두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한 수업 시수 확보가 용

이하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 할 수 있으며,창의 교육 활동이 가

능한 교과는 창의 재량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 할 수 있도

록 하 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p.38).

둘째,2011제주교육과정지침을 보면,국어의 교육 ‘사)제주도에 해

오는 이야기와 노래 이해 감사 태도 기르기’로 정한 후 ‘다.운 방법 :마)

해 오는 제주도의 문화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며,국어 순화 는 토박이 우

리말을 찾아 익히고 계승시키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여 제주지역의 문

화소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pp.14-15)

한 2012제주도교육과정 운 지침(p.15)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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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어

라.지역화 할 내용

1)제주지역을 소재로 한 동시,동화책 읽기를 권장한다.

2)제주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 하고,제주 지방의 설화,민요,민담 김만덕의

기 등 제주의 나눔과 배려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교육활동을 개한다.

라고 제시하여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구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설화는 문자언어가 탄생하기 이 부터 음성언어로써 승되어 인간의 삶

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구연되는 문학이기에 말하기·듣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

고,기록된 문학으로서의 설화는 읽기·쓰기·문화 감상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설화에 한 교육은 학습자의 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 스스로 설화

를 체험하고 창조 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의사소통의 언어 감수성을 신장시

킬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수 있다.이런 설화 에서 우리 고

장의 정서와 문화가 승되어 온 제주설화는 지리 인 특성으로 독특하게 형성되

어 왔고 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 되고 있으며 문학 상상력을 보여주고 내

용 한 풍부하여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나.설화 심의 통합 지도 원리

김병수(2010)는 통합 국어 수업을 이루는 구성 요인으로 교육과정,교과서,교

사,학습자,상황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통합 국어 수업의 원리를

내용과 목표의 연계 원리,학습 목표 통합의 원리,효율성 강화의 원리,학습과 경

험 일치의 원리,실제성 강화의 원리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 는데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4]와 같고,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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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통합 국어 수업의 원리

주.출처 등학교 국어과 통합 수업 방안 연구.(p.107)김병수 .

2010.한국교원 학교

1)내용과 목표의 연계 원리

국어과 교육과정은 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국어과의 역을 통합한 수업

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역별로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쳐야 한다. 한

역의 통합을 의도하기 해서는 각 역별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에 한 통합 가

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학습 목표 통합의 원리

통합 국어 수업을 하기 해서는 각 역의 단원 학습 목표의 통합을 통해 통

합 국어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언어 사용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원 통

합’과 ‘이원 통합’으로 나 어 논의하 다.

일원 통합은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 유사할 때, 는 동일한

활동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기능이 비슷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활동을 통합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이 효율 이다. 를 들

면,동일한 이해 활동인 읽기와 듣기를 통합하여 가르치거나,동일한 표 활동인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경우를 말한다.일원 통합은 서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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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합하여 다루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나 시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원 통합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목표가 선후 계를 가지면서 활동을 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선과 후는 발생에 시간차가 있어 활동이 시작하

여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시간 순서로 간추려 내는 것이 가능하다.활동은 개

별 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번갈아 할 수도 있다.각각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양자-다자-의 공통 을 인식시킴으로써, 이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활동의 성격

을 확실히 학습하도록 하는 방향의 통합이 가능한 수업이다.이 통합은 이해와 표

이 통합되는 것으로 두 가지 역이 나란히 연결되어 학습되는 방식으로 통합

할 수 있다.음성언어로서 듣기,말하기가 통합될 수 있으며,문자언어로서 읽기,

쓰기가 통합될 수 있다.

3)효율성 강화의 원리

교사의 국어 이나 국어 교육 은 수업 반에 걸쳐 의식 ,무의식 으로 큰

향을 미친다.통합 국어 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의 효율성을 강화

하는 측면이 있다.이해와 표 역을 따로 지도하기보다 통합하여 지도하면 학

습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을 이해하는 읽기와 생각을 표 하는 쓰기 교육

을 통합하면 표 과 이해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언어 기능들은 각각

의 기능을 홀로 용했을 때보다 연결을 하여 지도할 때 상승효과를 일으켜 학습

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통합 국어 수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해서 교사는 통합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조 자의 역할과 학생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

공하고, 역을 통합시켜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학습과 경험 일치의 원리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다.의미 있고 기능 이며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활동에 극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발 을 이룬다.언어를 효

과 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읽고,듣고,쓰고,말하는 모든 실제 의미 있는 상황에

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이런 활동들은 삶과 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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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재인용).국어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언어 학습 경험이 일치되어야 하며,학

생들의 언어활동은 삶과 연 되어 구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수업이 의의를 갖기 해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

어야 하고,학습자의 경험과 학습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 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 심의 구체 인 활동이 심이 되어야 하며,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학생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그래서 학습자의

삶 속의 경험과 학습 활동을 통합하여야 한다.

4)실제성 강화의 원리

의미 있는 학습은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의 상호교섭을 통해 일어난다.따라

서 학생 개인들에게 얽 있는 개별 인 삶의 맥락을 국어 수업의 장으로 끌어 들

여올 필요가 있다.학생들은 삶과 연 시켜 자기와 소통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

들과 소통을 하기도 한다.

언어의 사용은 결국 삶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수업의 상황

은 실제성을 띠어야 한다.언어활동의 실제는 언어의 사회 맥락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실제 삶에 한 의사소통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상황을 시한

다.따라서 통합 국어 수업은 실제 생활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의 속성을 추구해

야 하는 것이다.

2.제주설화의 선정기

가.설화의 선정 기 선행 연구 고찰

신헌재 외(2007)는 설화는 마땅히 보존해야 하나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알맞

은 손질도 필요한데,이어받기 해 지켜야 할 요소와 경계해야 할 요소를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설화에서 지키고 살려야 할 요소로는 민 성 이어받기,교훈성 이어받기,

실성 이어받기,형식미 이어받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둘째,경계해야 할 요소

로는 경직된 충효와 공경,정 과 복종 같은 통 이념과 옛이야기에 뿌리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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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은 성차별 의식을 들고 있다.

최운식,김기창(1988)은 좋은 옛이야기의 요건으로,첫째,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꿈과 소망,웃음과 재치,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것,둘째,어려움

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한 것,셋째,효도와 우애,신의, 동 등을 이야

기한 것으로 제시하 다(최운식,김기창,1988,pp.73-74).

석용원(1980)은 좋은 래동화의 기 으로 첫째,어린이 발달 단계에 맞는 것,

둘째,어린이의 으로 본 진실이 정형화되고 사실 으로 그려져 있는 것,셋째,

자연과 사회,역사와 인간에 하여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 실을 보는 이

넓고 깊게 되는 것,넷째,어린이에게 생생한 상을 그리게 하고 창조력을 넓

주는 것,다섯째,휴머니즘과 비 정신이 두드러진 것,여섯째,올바른 것은 아름

답고 아름다운 것은 올바르다는 사실을 감동을 통해 포착시킬 수 있는 것,일곱째,

우리의 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제시하 다(박희순,2003,p.54).

박희순(2003)은 제주설화 교재화의 작품선정 기 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 다.

첫째,구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속에서 표성이 드러난 작품

둘째,문학성이 있는 작품

셋째,어린이들의 발달 수 과 정서에 부합되며 교육성이 내재된 작품

넷째,제주인의 생활,사상,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다섯째,사회 념으로 볼 때 거부감이 느끼지 않는 작품

여섯째,종교 집단이나 특정 이익집단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 받지 않는 작품

선행 연구와 재 출 되어 있는 제주설화 이야기책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제

주설화 기 을 정하고 선정하 다.

첫째,창조력을 길러주며 감동을 수 있는 작품

둘째,제주인의 사상,생활,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표성

이 있는 작품

셋째,어린이들의 발달 수 과 정서에 부합되며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나. 상 작품 선정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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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선정 기 과 재 출 되어 있는 제주설화 이야기책을 참고로 제주설

화를 선정하 다.

제주신화에는 백주 ,가믄장아기,강림의큰부인,자청비 등 많은 여신들이 등장

하는데 제주여성들이 가지는 부지런함,자율 인 능력,독립성,용감성,객 성,자

신의 내부에 심어 놓은 인간 인 선에 한 강고한 원칙,희망과 망 등이 나타

나있다.그래서 삼공본풀이인 <가믄장아기>,세경본풀이인 <자청비>를 선정하

다.그리고 천지창조 신화로서 그 표성이 인정되는 천지왕본풀이를 이야기로 꾸

민 < 별왕 소별왕>을 선정하 다.

1)< 별왕 소별왕>19)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창조 신화로서 그 표성이 인정되는 신화이다.다양한

래 동화집에 수록이 되어 이미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바르고 진실된 가치 을 심어주는 신화이다(박희순,2003,p.57).

2)<가믄장아기>20)

<삼공본풀이>는 비교 일 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이와 유사한 내용

의 민담이 국에 걸쳐 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무왕

설화,즉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삼공본풀이>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 많

고, 한 고구려 온달 승의 서사구조도 <삼공본풀이>의 그것과 유사하며,나아

가 <심청 >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삼공본풀

이>는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신화· 설·민담· 소리·고소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는 셈이다(이수자,한국민속 백과사 >민속신앙>무속신앙>무속신화).

가믄장아기는 운명의 여신이다.

가믄장아기는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 의 결핍된 존재로 태어나지만,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가난'과 '여성'이라는,천부 이고 사회 인 굴 에서 벗어나기

하여 경제력과 독립의 성취를 해 노력한다.

가믄장아기는 “난 부모님 덕에도 먹고 살지만 내 운명으로도 먹고 산다”고 부모

에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난다.그녀는 부모의 생각을 거역하고 그들의 생각에 반하

19) 강의 거리는 <부록 2>에 수록하 다.

20)가믄장아기의 거리는 <부록 3>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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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을 하지만,그런 그녀의 행동은 기존의 례 인 효 념에 반하는 것뿐이

지 불효는 아니었다.부자가 된 그녀는 거지잔치를 벌여 부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세

상의 많은 가난한 부모,사회 약자들에 한 효,창조 인 효를 실천한다(김정숙,

김정숙의 제주신화,2012.3.28.).

3)<자청비>21)

자청비는 사랑과 미와 농경의 신이다.

<세경본풀이>는 우리 민족문화사에서 매우 요한 의의가 있다.우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오곡종자,열두시만국,메 씨를 가져다 농경기원신 목축신

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우리 민족도 농경기원신화 혹은 목축신에

한 신화가 있음을 알게 해 다(이수자,한국민속 백과사 >민속신앙>무속신

앙>무속신화).

자청비라는 여성 웅은 인 여성 원형으로서의 연구와 걸작으로서의 문

학성을 인정받는 좋은 작품이지만 간혹 노골 인 성 표 장면이 있어 이 부분

은 어린이들의 정서상 변형하여 지도해야 한다.

3.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설계

가. 등학교 국어과의 교육 목표의 이해

1)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의 다섯 가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2012).

첫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은 큰 틀에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국어교육에 한 평가와 요구를 반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

완하 다. 한 내용 체계의 변화를 반 하고 있으며, 역별,학교 별 학습의

지향 강조 을 제시하 다.그리고 국어사용과 문법 문학의 조화를 강조

한다.

21)자청비 이야기는 <부록 4>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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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교육 목표를 문 목표와 구체 하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 는데,체

제는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유지하고,사회 변화에 따른 국어사용 환경 변화를 반

하여 목표 진술을 학습자 심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정확하

고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 다.

셋째,내용면을 살펴보면,‘실제’를 강조하기 하여 내용 체계의 가장 쪽에 배

치하고 내용의 본질인 지식과 기능을 가운데에 두고 맥락이 토 를 이루도록 [그

림 5]와 같이 배치하 다.이것은 국어생활의 실제를 강조하고,맥락의 역할을 고

려한 체계이다.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시(시가),소설(이야기),-극(연극, 화,드라마),-수필·비평

지 식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

수용과 생산

·내용 이해

·감상과 비평

·작품의 창조 재구성

·작품 창작

맥 락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 맥락

·문학사 맥락

[그림 5]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역의 내용 체계

주.출처 등학교 국어 3-1교사용 지도서(p.19)교육과학기술부.2012.

서울:(주)미래엔.

넷째,방법 항에서 자지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한 의미 있는 국어 학습경

험을 강조하 고,국어활동의 총체성과 통합성을 강조하 다.특히 통합성을 강조

하여 역 간,내용 요소 간 통합 원리와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변화된 내용 체계에 따라 평가 목표 방법을 보완하 다.국어 교

육의 본질에 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역별 특성을 반 한 선택

활용과 평가 결과 보고 체계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그림 6]과 같이 ‘실제’를 상 범주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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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수용과 생산’,‘태도’를 하 범주로 설정하 고,‘다양한 매체와 문학’은

문학작품이 인쇄 텍스트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재하는 양상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시(시가),소설(이야기),극,수필,비평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

·문학의 본질과 속성 ·작품 이해와 해석 ·문학의 가치와 요성

·문학의 갈래 ·작품 감상 ·문학에 한 흥미

·문학 작품의 맥락
·작품 비평과 소통

·문학의 생활화
·작품 창작

[그림 6]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역의 내용 체계

주.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p.14)

제주특별자치도.2013.제주:온 리디앤피.

7차 교육과정부터는 ‘창작 교육’이 도입되었고,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역 내용 체계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지식’,‘수용과 생산’,‘맥락’으로 이

루어졌는데 ‘수용과 생산’의 하 항목에 ‘작품 창작’을 명시함으로써 창작 교육을

공식화하고 있다.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용과 생산’하 항목에 ‘작품 창

작’을 명시함으로써 창작 교육을 강조한다.학습 독자의 극 이고 개별 인 작

품 수용과 반응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교육은 각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시하게 되었다.학습 독자의 온 한 수용과 감상이 무엇인가에 한 질문은 창

작을 포함하는 통합 이해여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창작 교육의 요성을 인시

하게 하 다.이처럼 문학의 ‘수용과 생산’범주는 이해와 표 활동을 아우르는

범주이며,문학을 매개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 다.

2)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 목표의 문 목표는 ‘학생의 국어

생활에 필요한 기 국어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 기르기’로,하 목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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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생활의 문제 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 능력 배양 말과 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경험 기르기’로 규정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그림

7]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며,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국어의 발 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한 기본 인 지식을 익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 으로 사용한다.

나)담화와 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을 비 이고 창의 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상을 계속 으로 탐구하여,국어의 발 과 미

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그림 7]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주.출처 등학교 국어 3-1교사용 지도서 (p.15)교육과학기술부.

2012.서울:(주)미래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그림 8]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

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며,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리면서 국어의

창의 발 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한 기본 인 지식을 익힌다.

나)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을 비 이고 창의 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국어의 가치와 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 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림 8]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주.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p.12)

제주특별자치도.2013.제주:온 리디앤피.

2007년,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7차 교육과정처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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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능력 향상’이다.이 목표 성취에 필요한 인지 요소와 정의 요소를 반 하

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하 교육 목표는 학습자 심의 목표 진술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통합 지도 내용 설정

1)활동 심 역 통합의 원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련성을

근거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통합인 ‘언어 기능 간 통합’과 듣기·말하기·읽

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 활동을 통해 통합 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활동 심 통합’을 아우르는 ‘활동 심 역 통합’의 방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언어 사용의 실제와 언어활동의 맥락을 시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요한 이유가 되므로 역 간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우리 언어생활이나

국어과 학습 시간에서 각 언어 기능들이 말하기나 듣기,읽기,쓰기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통합 으로 쓰이거나 지도되는 것처럼,문학이나

문법 역시 말하거나 듣기,읽기,쓰기 각 과정에 통합 으로 지도되어지고 있는

역이다.특히 문학작품을 구체 으로 지도하다 보면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국어과의 역이 복합 으로 지도되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언어 기능은 통합 으로 지도했을 때 더욱 효과

이며 서로의 언어 기능들이 시 지 효과를 일으킨다.

설화교육을 통해 내용을 듣고,문자나 그림을 읽고,느낀 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을 말하고, 자 속에 들어 있는 문법을 배우고,문학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국어과 역 반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활동 심 역 통합은 연극하기

(드라마),인터뷰하기,모의 고,토론,역할극,인형극,무언극,녹음,퀴즈 회,시

장놀이,등장인물과 화하기,편지쓰기 등이 해당된다(양소 ,2006,p.29).

2)3학년 국어과 성취기 과 학습 목표

국어과의 역을 통합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역별로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쳐야 하고 역의 통합을 의도하기 해서는 각 역별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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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달

·안내하는

말을 듣고

요한 내용

을 정리한

다.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

면서 듣기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기

·3-1-2-[듣말쓰]: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3-2-2-[듣말쓰]:안내하는 말을 듣

고 할 때에 요한 내용을 으면서

들을 수 있다.

설득

(논술

특화단

원)

·훈화를 듣

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악

한다.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

·교훈의 내용을 자신의 삶

에 용하기

·훈화가 필요한 상황 이해

하기

·3-2-6-[듣말쓰]:훈화를 듣고 이야

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악한다.

사회

상호

작용

· 화 화

를 하면서

상 의 말을

의 바르게

듣는다.

· 화 화의 특성 이해하기

·상 의말을주의깊게듣기

·상 에 해 의를 갖추

어 응 하기

·3-1-4-[듣말쓰]: 화로 화할 때

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올바른

을 익 화로 화할 수 있다.

정서

표

·애니메이

션을 보고

반어 ·비언

어 표 을

이해한다.

·애니메이션을특성이해하기

·느낌을 표 하는 말과 행

동 찾기

·말의 빠르기,높낮이,강

약 인식하기

·인물의 인상 인 몸짓 비

교하기

·3-1-7-[듣말쓰]:등장인물의 표정,

몸짓,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화를

감상할 수 있다.

·3-2-7-[듣말쓰]:인물의 특성에 주

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 할 수 있

다.

<표 8>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듣기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제시된 목표에 한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국어과 성취기 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표

8>∼<표 13>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2012).

가)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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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달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

을 한다.

·안내할 내용 조사하기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안내할 내용의 정확성

단하기

·듣는이가알기쉽게말하기

·3-1-2-[듣말쓰]: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듣는 이가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

다.

·3-2-2-[듣말쓰]:정확하고 알기 쉽

게 안내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설득

(논술

특화단

원)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

하여 주장하

는 말을 한

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 선정

하기

· 련된 이야기,속담조사

하기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

여 주장하기

·3-2-6-[듣말쓰]: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사회

상호

작용

· 화

을 지키면

서 화를

한다.

· 화 화의특성이해하기

· 화 화 시 지켜야 할

알기

·상황에 따라 을 지키

면서 화로 화하기

·3-1-4-[듣말쓰]: 화로 화할 때

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올바른 을

익 화로 화할 수 있다.

정서

표

·겪은 일

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

과 계가

잘 드러나도

록 말한다.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

떠올리기

·원인과 결과로 나 어 내

용 정리하기

·인과 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3-2-3-[듣말쓰]:원인과 결과가 드

러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일의 원인

과 결과를 생가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표 9>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말하기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나)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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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달,

설득

· 설명하는

을 읽고

심 내용과 세

부 내용을

악한다.

·문단의 개념 이해하기

· 심 내용과 세부 내용

을 구별하기

·설명의 내용 악하기

·3-1-2-[읽기]:문단의 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며 설명하는 을

읽을 수 있다.

·3-1-3-[읽기]: 쓴이의 의견과 그

까닭을 알아보며 을 읽을 수 있다.

·3-2-2-[읽기]:국어사 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가며 을 읽을 수 있다.

정보

달

·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차와 방법

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설명서의 표 특성 이해

하기

·설명서의 정보를 정리

하기

·정확한 설명의 요성 깨

닫기

·3-1-5-[읽기]:설명서에 나타난 일의

순서를 악할 수 있다.

·3-2-4-[읽기]:설명서를 읽고, 에

나타난 일의 차례나 방법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사회

상호

작용

·독서 감상

문을 읽고 책

의 내용과 책

에 한 감상

을 구별한다.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

기

·책의 내용과 책에 한

감상 구별하기

·여러 독서 감상문을 함

께 읽고 비교하기

·3-1-4-[읽기]: 쓴이의 생각이나 느

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3-1-8-[읽기]:문학작품에 한 생각

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3-2-6-[읽기]: 에서 의견과 까닭을

구별할 수 있다.

정서

표

·만화나 애

니메 이션 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

으로 표

하는 방식을

안다.

·인물의 성격을 표 하

는 방식 이해하기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인물의 성격이 시각

으로 표 된 부분을 찾아

언어로 바꾸어 표 하기

·3-2-7-[읽기]: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 되었는지 살펴보며 만화를 읽을 수

있다.

<표 10>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다)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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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달

·일의

차,방법 등

을 설명하는

을 쓴다.

· 차,방법 등을 설명하

는 의 구조 이해하기

·자신이 잘 아는 일의

차나 방법 떠올리기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

게 차,방법을 정리하기

·설명할 내용을 문단이

갖춰야 할 요건에 맞게 표

하기

·3-1-5-[듣말쓰]:일의 차,방법 등

을 설명하는 을 일의 차,방법 등

을 설명하는 을 쓸 수 있다.

·3-2-2-[듣말쓰]: 과 그림을 활용

하여 안내문이나 설명서를 만들 수 있

다.

·3-2-4-[듣말쓰]:문단의 짜임에 맞

게 설명하는 을 쓸 수 있다.

설득

·어떤 사실

에 한 자

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을 쓴다.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사실과 그에 한 자신

의 의견을 심으로 쓸 내

용 정리하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 하기

·읽는 이의 의견 고려하기

·3-1-6-[듣말쓰]:사실과 의견이 잘

드러나게 을 쓸 수 있다.

·3-2-5-[듣말쓰]:알맞은 문장을 사

용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을 쓸

수 있다.

사회

상호

작용

·알맞은 낱

말을 사용하

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

는 을 쓴

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의 특성 이해하기

·있었던 일에 한 자신의

마음 등을 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읽는 이와 내용을 고려

하여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

·3-1-3-[듣말쓰]:고마운 마음을

하는 을 잘 쓰는 방법을 알고,고마

운 마음을 하는 을 쓸 수 있다.

정서

표

· 을 읽

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

낌을 표 하

는 을 쓴

다.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자신의 경험과 의 내

용을 련짓기

· 에 한 자신의 생각

과 느낌 정리하기

· 에 한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

유하려는 태도 가지기

·3-1-1-[듣말쓰]:시나 이야기를 읽

고 생각이나 느낌을 이나 그림으로

표 할 수 있다.

·3-2-1-[듣말쓰]: 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는 을 쓸 수

있다.

<표 11>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라)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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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달

·국어사

에서 낱말

찾는 방법

을 안다.

·국어 품사의 기 개념

이해하기

·용언의 기본형 알기

·국어사 찾는 방법 알기

·국어사 의 효용성과 가

치 이해하기

·3-2-2-[읽기]:국어사 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가며 을 읽을 수 있다.

사회

상호

작용

·소리가 동

일한 낱말들

이여러가지

의미로 사용

되는 상을

분석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개

념 이해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양상 찰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3-1-8-[듣말쓰]:소리가 같은 낱말

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상황에 알맞게 구별할수 있다.

·3-2-4-[듣말쓰]:하나의 낱말이 여

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하게 말할 수 있다.

·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

장으로 표

할 수 있

음을 설명

한다.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

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평서문,의문문,청유문,

명령문,감탄문 등 종류가 다

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표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 하기

·3-1-8-[듣말쓰]:문장 부호에 주의

하며 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문

장을 쓸 수 있다.

·3-2-5-[듣말쓰]:알맞은 문장을 사

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 으로 하는

을 쓸 수 있다.

·3-2-5-[읽기]: 을읽고여러가지문

장이 표 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표 12>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법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마)문법

바)문학

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서

표

·문학 작

품을 읽고

느낀 을

말이나 로

표 한다.

·작품을 읽은 느낌 떠올리

기

·작품의 체 인 느낌 정

리하기

·작품에 한 체 인 느

낌을 말이나 로 표 하기

·3-1-1-[듣말쓰]:시나 이야기를 읽

고 생각이나 느낌을 이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7-[듣말쓰]: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며 만화 화를 보고 느낌

을 이야기할 수 있다.

<표 13>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3학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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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읽기]:문학작품에 한 생

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

을 읽을 수 있다.

·3-2-1-[듣말쓰]:내 생각이나 느낌

이 잘 나타나도록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다.

·3-2-1-[읽기]:문학작품을 읽고 인물

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 수 있다.

·3-2-3-[읽기]:이야기에 한 여러 사

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

·문학작품

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

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

한다.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

계 이해하기

·작품 속의 세계는 쓴이

가 꾸며낸 세계임을 이해하기

· 래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일상

과 비교하기

·3-1-1-[읽기]:시나 이야기에 나타

난 세계를 상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

와 비교할 수 있다.

·3-2-5-[듣말쓰]:알맞은 문장을 사

용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을 쓸

수 있다.

설득,

정서

표

·이야기의

흐름을

악하여 내

용을 간추

린다.

·이야기의 개 과정 악

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간추린 내용 발표하기

·3-1-6-[읽기]:이야기를 읽고 깨달

은 을 말할 수 있다.

·3-1-7-[읽기]:일이 일어나는 차례

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3-2-3-[듣말쓰]:일의 원인과 결과

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3-2-3-[읽기]:이야기에 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

정서

표

·문학작품

속의 인물

의 특성을

살려 새로

운 이야기

를 꾸민다.

·작품 속 인물의 특성 이

해하기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계 악하기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3-2-7-[듣말쓰]:인물의 특성에 주

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 할 수 있

다

·3-2-1-[읽기]:문학작품을 읽고 인물

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 수 있다.

<표 13>계속

3)통합을 한 성취기 추출

3학년 국어과 성취기 과 단원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이 유사성 연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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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언어사용

의 목
성취기 내용요소의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듣

기

정서

표

·애니메이

션을 보고

반어 ·비언

어 표 을

이해한다.

·느낌을 표 하는 말과 행

동 찾기

·말의 빠르기,높낮이,강

약 인식하기

·인물의 인상 인 몸짓 비

교하기

·3-1-7-[듣말쓰]:등장인물의 표

정,몸짓,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화를 감상할 수 있다.

·3-2-7-[듣말쓰]:인물의특성에주의

하며이야기를바꾸어보고,새롭게꾸

민 이야기를연극으로 표 할수 있다.

말

하

기

정서

표

·겪은 일이

나 들은 이

야기를 인과

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

떠올리기

·원인과 결과로 나 어 내

용 정리하기

·인과 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3-2-3-[듣말쓰]: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가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읽

기

정서

표

·만화나 애

니메이션을보

고 인물의 성

격을시각 으

로 표 하는

방식을안다.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인물의 성격이 시각 으

로 표 된 부분을 찾아 언

어로 바꾸어 표 하기

·3-2-7-[읽기]:인물의 마음이 어

떻게 표 되었는지 살펴보며 만화

를 읽을 수 있다.

쓰

기

정서

표

· 을 읽

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

낌을 표 하

는 을 쓴

다.

·자신의 경험과 의 내용

을 련짓기

· 에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정리하기

· 에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

려는 태도 가지기

·3-1-1-[듣말쓰]: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이나 그림

으로 표 할 수 있다.

·3-2-1-[듣말쓰]: 을 읽고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는 을

쓸 수 있다.

문

법

사회

상호작

용

·의도에 따

라 여러 종

류의 문장으

로 표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

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평서문,의문문,청유문,

명령문,감탄문 등 종류가 다

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표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 하기

·3-1-8-[듣말쓰]:문장 부호에 주

의하며 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

게 문장을 쓸 수 있다.

·3-2-5-[듣말쓰]: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 으로

하는 을 쓸 수 있다.

·3-2-5-[읽기]: 을 읽고 여러

가지 문장이 표 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표 14>통합을 해 추출된 성취기

근거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각 역의 성취기 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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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성취기 내용요소의 학습 목표 비고

듣기

·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어 ·비

언어 표 을

이해한다.

·비언어 표 인식하

기

·인물의 인상 인 몸짓

비교하기

·등장인물의 표정,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애니메이

션을 감상할 수 있다.

가믄장아기

<표 15>통합 지도할 성취기 과 학습 목표

문

학

설득,

정서

표

·이야기의

흐름을 악

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이야기의 개 과정 악

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간추린 내용 발표하기

·3-1-6-[읽기]: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을 말할 수 있다.

·3-1-7-[읽기]:일이 일어나는 차

례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

다.

·3-2-3-[듣말쓰]: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3-2-3-[읽기]:이야기에 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

할 수 있다.

정서

표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

기를 꾸민

다.

·작품 속 인물의 특성 이

해하기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계 악하기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3-2-7-[듣말쓰]:인물의 특성

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

고,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

로 표 할 수 있다

·3-2-1-[읽기]:문학작품을 읽

고 인물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 수 있다.

<표 14>계속

4)통합 지도 성취기 과 학습 목표 선정

유사성 연 성을 근거로 추출된 각 역의 성취기 을 참고로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할 성취기 과 학습 목표를 <표 15>와 같이 정하고 이때에 사

용할 제주설화 작품을 선정하 다.이 때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성취기 과 학습

목표를 변형한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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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

기

·겪은 일이나 들

은 이야기를 인

과 계가 잘 드

러나도록 말한

다.

·인과 계가 잘 드러

나게 말하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

가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자청비

읽기

·문학작품을 읽

고 인물의 성격

을 표 하는 방

식을 안다.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는 부분 찾기

·인물의 성격이 표 된

부분을 찾기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 되었는지 살펴보며 제

주설화를 읽을 수 있다.

성취기

일부 수정

자청비,

별왕 소별왕

쓰기

·자신의 생각이

나 느낌을 표

하는 을 쓴다.

· 에 한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

지기

· 을 읽고 자신의 생각

이나 느낌을 표 하는

을 쓸 수 있다.

자청비,

별왕 소별왕

문법

·의도에 따라 여

러 종류의 문장

으로 표 할 수

있음을 설명한

다.

·표 의도에 맞게 문

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 하기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 으로

하는 을 쓸 수 있다.

자청비,

별왕 소별왕

문학

·이야기의 흐름

을 악하여 내

용을 간추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문학작품을 읽고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

기를 간추릴 수 있다.

가믄장아기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

야기를 꾸민다.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

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

기를 새롭게 꾸 수 있

다.

목표 일부

수정,

가믄장아기,

자청비, 별

왕 소별왕

<표 15>계속

다.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모형 설계

효과 으로 통합 지도 로그램을 용하기 하여 문해란(2005)의 설화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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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형22),김병수(2010)의 통합 국어 수업 모형23)과 박순숙(2011)의 아동문

학 심 등국어과 통합 지도 모형24)을 참고로 하여 통합 수업모형의 단계를 도

입 → 비 → 통합 활동 → 정리 단계로 설정하 고 자세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22)설화의 교수-학습 모형(문해란,2005,p.15)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교류)유형

1단계

·학습분 기 조성

-주의 집 학습 분 기 조성,-설화 텍스트에 한 동기 유발

-설화에 련된 배경 지식의 활성화,-학습 목표 제시

교사⇔학생

2단계

·표 (학습)을 한 비

-설화 텍스트 읽기,-설화 텍스트에 한 총체 반응 형성

-표 (학습)활동 안내하기

텍스트⇔학생

교사⇔학생

3단계

·표 (학습)활동

-설화 텍스트 다시 읽기,-표 (학습)활동하기

-표 활동 결과 발표하기

학생⇔학생

4단계
·평가 내면화

-자기화로서의 쓰기,-상호 텍스트서 확

교사⇔학생

학생⇔학생

텍스트⇔학생

23) 비하기→ 역 활동하기→ 역 통합하기→확장하기→정리하기(김병수,2010,p.125)

24)아동문학 심 등국어과 통합 지도 모형(박순숙,2011,p.100)

단계 활동 내용 활동 략 비고

도입 ·감성교류
-문학작품에 한 상하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 나 기

소통하기
·문학작품 읽기

·토론

- 강의 내용 이야기하기

-느낀 ,궁 한 이야기하기

-어떤 내용에 한 의견 주고받기

통합활동 ·학습 목표 성취 활동 -각 언어 기능별 학습 목표 성취하기

정리
· 쓰기

-문학작품에 한 느낌 쓰기

-작품 내용에 한 나의 의견 쓰기

-서평,추천하는 쓰기



-69-

단계 활동 내용 활동 략 차시 비고

도입
·감성교류

·자아 존 감 키우기

- 계형성하기

-자아 존 감 키우기
4

뇌구조학습지,

자아 존 감

학습지

비
·배경지식 확인

·동기유발

-배경지식 확인하기

-제주설화 소개하기

-통합 수업 소개하기

2
여러 가지 제

주설화

통합

활동

·학습 목표 성취 활동

·확장하기

- 역 별 학습 목표 인지하기

-작품 듣기,돌려 읽기,활동하기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친구에게 추천하는 쓰기

13

련 활동 학

습지

제주설화

정리

·다른 작품과 비교

하기

·공유하기

-멀티미디어 작품과 책 내용 비교하기

-온라인상에서 독서 련 활동하기

1

래시동화

독서종합지원

시스템

<표 16>제주설화를 활용한 등국어과 통합 수업모형

1)도입 단계

도입단계는 학습자와 교사,학습자와 학습자가 상호 감성을 교류하고 계를 형

성하는 단계이다.3학년 6개의 반에서 각 4-5명 정도 모여 ‘이야기세상’이라는 반

에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해 알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그리

고 통합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형성하기 하여 우선 총 4차시에 걸쳐 자아 존 감을 키우는

계 형성 로그램을 운 한다.자기의 장 찾기,잘할 수 있는 것,내가 소 한 이

유 찾기,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동화 감상하기 등을 통해 자기 스스로에 한 존

감과 자신감을 찾도록 유도한다.그리고 창의 인 학습 분 기 조성을 하여

새로운 생각 지지하고 독려하기,말하기 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기,

수업 에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율동이나 노래를 할 수 있다.

2) 비 단계

이 활동에서는 통합 수업을 비하는 단계로 배경지식 확인하기,동기유발하기

로 수업의 과정이 진행되며,교사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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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하는 시간이다.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모색과 련하여 설문

지로 기 조사를 하고,기존에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해 이야기를 나 다.등장

인물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해 간단하게 소개하기,제주설화 련

책 소개하기 등을 거쳐 통합 수업의 개념,통합 수업의 필요성과 요성에 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3)통합 활동 단계

이 단계에는 교사가 구안한 통합 지도 방안에 따라 추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해

가는 활동이다.통합 활동은 한 차시에 여러 언어 기능,즉 말하기나 듣기, 는 읽

기,쓰기 등이 통합되어 지도될 수 있고,차시마다 각각 지도될 수도 있다.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의 방향과 지침,방법 등에

해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그래서 학생들이 분명하게 학습 목표를 인식하여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책을 읽고 난 생각과 느낌을 표 하여 나 는 활동 방법 소통하기가 있다.

소통하기는 학생들의 책 내용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들은 책에 한 생각을 나 고 공유함으로

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책 내용에 한 생각을 소통

하는 방법에는 화와 쓰기 활동이 있는데, 화를 활용한 소통하기에는 ‘토론하

기’,쓰기를 활용한 소통하기는 ‘ 쓰기’이다(박순숙,2011,p.97).본 연구에서는

‘토론하기’의 활동 략 에서 책 내용 이야기하기,내 생각 발표하기 등을 활용

하고,‘ 쓰기’활동 략 에서는 추천하는 쓰기 방법을 활용한다.

역 별 학습 목표 인지하기,작품 듣고 감상하기,돌려 읽기,펜터마임으로 표

하기,역할극하기, 거리 악하기,등장인물 악하기 등의 활동을 거쳐 확장

하는 단계로 창의 인 생각 키우기를 하여 연꽃기법25)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

기 꾸미기,친구와 담임선생님께 추천하는 쓰기 등 통합 련 활동을 개한다.

25)연꽃기법은 연꽃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해 나가는 사고기법으로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얻기 하여 활용된다.주로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나 미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용된다.일본의 클로버 경 리서치의 마쓰무라 야쓰오소장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MY기법이락도 한다.마인드맵의 자유로움과 스토리 보드의 구조가 결합된 이

기법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유용하다(선주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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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는 지 까지 공부한 제주설화를 다른 형태의 작품과 비교하는 활

동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개하는 과정이다. 로 된 설화

이외 멀티미디어형태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설화의 특징인 창작의 개방성을 확

인해본다.말을 통해 승되는 유동 인 과정에서 화자에 따라 실제로 들은 로

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연자가 자기 나름 보태기도 하고 고쳐 넣기도 하면서 새롭

게 창작되어 지는 부분을 느끼면서 구나가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

를 창작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공유하기 활동은 학생들의 삶과 연 시켜 자기와 타자가 상호 소통하는 단계이

다.자기의 생각을 온라인 사이트에 탑재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

용하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삶과 연 시켜 자기와 소통하기

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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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년 1학기 수업자 김경애

학습

목표

•제주설화를 듣거나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과 로 표

하여 시다.

단계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유의 (▷)

도입

감성교류

자아 존

감 키

우기

○ 계형성하기

-교사소개 이야기세상활동내용 소개하기

-새로운친구인터뷰하면서친구알아가기

-서로소통하기(다양한 손유희 놀이)

-자신의 심 분야,잘하는 것,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자아 존 감 키우기

-‘강아지똥’노래 부르면서 자아 존 감 키우기

-소 한 존재감 인식하기

-‘는 특별하단다’듣고 나의 생각 말하기,

만화로 표 하기

▶뇌구조학습지,

자아존 감 학습지

2, 래시동화,

인터넷자료

▷ 정 인 자아 개념

을 형성하기 해

자아 존 감을 형성

하는 로그램을 사

에 운 한다.

<표 17>통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Ⅳ. 용 결과 분석

1. 로그램의 용

제주시 A 등학교 3학년 6개 반 강 교육을 한 동아리부 참가학생 26명을

상으로 2013년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총 20차시에 거

쳐 로그램을 용하 다.진행은 계형성 로그램을 2일간 총 4차시,제주설

화를 활용한 통합수업 로그램 용으로 <가믄장아기>로 4일간 총 8차시,<자

청비>는 2일간 총 4차시 그리고 < 별왕 소별왕>으로는 2일간 총 3차시를 용

하 고 정리 단계로 1시간을 운 하 다.

가.통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통합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제주설화를 활용한 구체 인 통합 수업 과정은 <표

17>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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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배경지식

확인

동기유발

○배경 지식 확인하기

-기 조사하기

○제주설화에 해 알아보기

-내가 알고 있는 제주설화의 제목과 등장인물

소개하기

-여러 가지 제주설화 소개하기

○통합 수업 련 동기유발하기

-통합 수업의 개념,필요성과 요성에 해

인식하기

-학습목표 이해하기

▶여러 제주설화 련

도서,설문지

▷2학년때 배웠던 ‘설

문 할망’내용을 생

각해 본다.

통합

활동

학습

목표

성취활동

확장하기

○언어 기능별 학습 목표 성취하기

제주설화를 심으로 통합 으로 학습하기

1.가믄장아기:

-애니메이션 동화 감상하기

-캐릭터 꾸미고 인물이 한 일 생각하기

-일의 순서 생각하며 만화로 나타내기

-등장인물의 비언어 표 을 몸으로 표 하기

-역할극으로 표 하기

2.자청비:

-교사가 읽어 주기 -친구들 끼리 돌려 읽기

-원인과 결과 생각하며 내용 간추리기

-권유하는 문장으로 소개하는 쓰기

3. 별왕 소별왕:

-인물의 마음 생각하며 읽기

-교사 시범보이기,친구들 돌려 읽기

-뒷이야기 상상하여 꾸며 쓰기

-다른 사람과 내 생각 비교하기

○제주설화 활용하여 생각 확장하기

-선택한 낱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친구에게 추천하는 쓰기

-내용 공유하기

▶ 래시동화 ‘가믄장

아기’,학습지 1,2,3

▷애니페이션 동화를

들으면서 주요한 내

용과 인물의 성격을

악한다.

▶자청비 ,

학습지 4-6

▶ 별왕 소별왕,

학습지 7

▶학습지 8,9

정리 다른 작

품과 비

교하기

공유하기

○멀티미디어의 작품과 비교하기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같은 ,다른 찾기

-설화작품의 특징 알기

○다른 사람과 생각 공유하기

-온라인상에서 독서 련 활동하기

▶ 래시동화

(창조왕과 창세기)

▷설화는 구 을 통해

이야기 내용이 변형

이 됨을 알게 한다.

▶독서종합지원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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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활동 결과

1.책 내용 확인하기 <가믄장아기>

2.등장인물 캐릭터 꾸미기 <가믄장아기>

[그림 9]활동 결과 학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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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움직임활동으로 표 하기 1<가믄장아기>

움직임활동으로 표 하기 2<가믄장아기>

[그림 10]활동 결과 학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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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격 악하기 <자청비>

5.손가락 원고지 <자청비>

[그림 11]활동 결과 학습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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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생님께 소개하기 <자청비>

7.뒷이야기 상상하기 < 별왕 소별왕>

[그림 12]활동 결과 학습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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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자청비>

9.친구에게 소개하기 <가믄장아기>

[그림 13]활동 결과 학습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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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제주설화를 활용한 등국어과 통합 지도 로그램을 구안하여 용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용 결과를 객 으

로 확인하기 하여 사 ,사후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반응,흥미도를 분석하고,

학습 결과인 학습지와 면담 일지를 분석하 다.

가.설문지 분석

1)사 설문 내용

제주설화 심의 통합 지도와 련하여 학습자의 좋아하는 과목과 제주설화에

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해 사 설문을 하 는데 설문 내용은 박희순(2003)의

설문지를 참고하 고 그 결과는 <표 18>,<표 19>와 같다.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어

3(11.5%) 0 4(15.4%) 0 2(7.7%) 13(50.0%) 0 4(15.4%) 0

1.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7(26.8%) 3(11.5%) 3(11.5%) 10(38.5%) 3(11.5%)

2.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역은?

안다 모른다

5(19.2%) 21(80.8%)

3.제주설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언제 구에게

2학년 때-5명 2학년 담임교사 -4명,집에서 -1명

3-1.제주설화에 해 안다면 언제 들어보았나요?

<표 18>사 설문 내용 1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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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 모른다

5(19.2%) 21(80.8%)

4.제주도에도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많은 신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오

21(80.8%) 5(19.2%)

5.제주도에 신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가요?

설화제목 삼성신화 설문 할망 별왕소별왕 가믄장아기 자청비

제목만 7(26.9%) 12(46.2%) 6(23.1%) 2(7.7%) 4(15.4%)

내용말하기 0 14(53.8%) 0 1(3.8%) 0

6.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O표하기( 복 가능)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손인형

극하기

독후감

쓰기

독서감상화

로나타내기

편지

쓰기

8(30.9%) 6(23.1%) 3(11.5%) 3(11.5%) 1(3.8%) 2(7.7%) 2(7.7%) 1(3.8%)

7.제주설화에 해 공부하고 싶은 방법(택 1)

<표 19>사 설문 내용 2 n=26

사 설문에서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응답은 3명(11.5%)이고,50%가 체육을

좋아한다고 답하 고,국어과 역에서는 읽기 활동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38.5%

다.제주설화가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경우는 5명만이 응답하 는데 그 2

학년 때에 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명으로 교사의 역할이 요함을 알 수 있

다.2학년 때에 학습한 ‘설문 할망’에 해 53.4%가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

하 고 다른 설화인 경우에는 제목만 들었던 경험이 있고 내용에 해서는 구체

으로 모르고 있다.제주설화를 학습할 때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30.9%가 이야

기 듣기를 선호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한 시사 을 주고 있다.

2)사후 설문 내용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 후 반응을 알아보기 한 설문은 정지 (200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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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2009)의 반응 조사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

고 반응 결과는 <표 20>,<표 21>과 같다.

이야기세상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어

9(34.6%) 0 3(11.5%) 0 2(7.7%) 8(30.9%) 1(3.8%) 3(11.5%) 0

1.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10(38.5%) 1(3.8%) 2(7.7%) 7(26.9%) 6(23.1%)

2.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역은?

읽기 시간 이야기세상(동아리부 활동)

21(80.8%) 5(19.2%)

3.공부 방법의 선호도는?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1(42.2%) 6(23.1%) 8(30.9%) 1(3.8%) 0

4.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듣기 활동에 더욱 집 하게 되었다.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6(23.1%) 6(23.1%) 12(46.1%) 2(7.7%) 0

5.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7(26.9%) 12(46.2%) 6(23.1%) 1(3.8%) 0

6.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해 흥미가 생겼다.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1(42.3%) 5(19.3%) 7(26.9%) 2(7.7%) 1(3.8%)

7.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제주설화에 흥미가 생겼다.

<표 20>사후 설문 내용 1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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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0(38.5%) 9(34.6%) 7(26.9%) 0 0

8.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 수업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 할망

별왕

소별왕
가믄장아기 자청비

내용 말하기 0 24(92.3%) 26(100%) 26(100%) 26(100%)

9.알고 있는 우리 제주설화(복)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몸동작으로

나타내기

독후감

쓰기

이야기

읽기

편지

쓰기

11(42.3%) 1(3.8%) 1(3.8%) 9(34.7%) 0 1(3.8%) 3(11.6%) 0

10.제주설화를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방법(택 1가지)

<표 21>사후 설문 내용 2 n=26

사 설문에서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응답은 3명이었지만 사후 설문에서는 9

명(34.6%)이 응답하여 국어 련 활동인 이야기세상의 선호도가 23.1% 향상하여

통합 지도 후에 정 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좋아하는 국어 역도 사

조사에서는 읽기를 10명(38.5%)이 선택하 으나 통합 수업 후에는 듣기와 문학

활동을 선호한 경우가 38.5%,23.1%로 각 11.5% 향상하 다.말하기,듣기 활동에

비해 쓰기활동은 선호도가 높지 않아 요즘 쓰기 활동을 싫어하는 상이 반

된 것 같다.그리고 각 교실에서의 읽기시간에 배우는 문학작품보다 이야기세상

에서 배우는 통합 지도 형식의 학습을 19명(73.1%)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여 통합

수업을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듣

기 활동에 집 하게 된 경우는 17명(65.4%)이 정 으로,여러 가지 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정 인 반응은 12명(46.2%)으로 나타났다.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흥미도가 높아진 경우는 19명(73.1%)이,제주설

화에 흥미가 생겼다는 응답은 16명(61.5%),자신감이 생겼다는 응답은 19명

(73.1%)로 통합 활동이 학습자의 정의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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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도의 방법 에서는 이야기듣기와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11명(42.3%)과

9명(34.6%)이 각각 제일 재미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연구자에게 몇 가지의 아이

디어를 제공하여 주었다.

첫째, 학년뿐만 아니라 학년에서도 책을 읽어주는 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상상력,사고력,창의력,표 력,언어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으로써 심미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책을 읽어주는 일은(박연순,2009,p.26)어린이

가 자연스럽게 책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상상

력,사고력,창의력,표 력,언어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으로써 심미 감상력

을 기를 수 있다.교사가 책을 읽어주면서 상황에 따라 인물이 지녔을 감정들을

느껴보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살펴보게 하 던 ,결정 인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해 생각해보게 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 고 어 보게 한 등 교사가 그림책에 있는 그 로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이 책의 그림을 보며 등장인물과 공감 를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에

게 생각과 느낌을 지닐 여유와 기회를 등이 정서인식,감정이입,정서조

역에서 정 인 효과를 불러왔다.

둘째,뒷이야기 상상하기는 연꽃기법 활용한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처럼 어떤 제

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은 시사 을 주었다.이것은 설화의 기능 하나인 구 되는 과정에

서 화자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가 변형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창의 인 쓰기 활동은 자신들의 독창 표 욕구를 이미 체험한 문학 경험

과 결합하여 극 인 문학 감상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가치의 내면화를 확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학습지 분석

1)<가믄장아기>활동 결과

이야기의 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을 악하기 하여 마인드 맵 기법을 활용

하여 책 내용 알기를 먼 하 다.이야기 내용이 길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여러

번 보고 들으면서 교사와 함께 활동하 다.등장인물과 주요한 사건을 마인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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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한 후 <가믄장아기>의 거리를 만화로 표 하는 활동과 등장인물의

모습과 주인공이 한 일을 표 하는 활동을 했더니 학습자들이 쉽게 요한 사건

과 인물의 성격을 악해 나갔다.등장인물 그리기에서는 거짓말을 하 다가 벌을

받는 은장아기,놋장아기와 가믄장아기를 내쫓았다가 거지가 되는 부모를 주로 표

하면서 설화속의 교훈소를 찾아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4].

[그림 14]주요 사건과 인물이 한 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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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움직임으로 표 하는 활동에서는 집에서 쫓겨 가는 가믄장아기와

거지 잔치 후에 을 뜨는 장면을 가장 선호하 다.미리 자신이 표 하고 싶은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비언어 으로 표 하면 다른 친구들은 인물의

인상 인 몸짓을 표 한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히는 활동을 하 다.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과 몸동작 하나하나에 을 맞추고 표 을 하도록

하 다.모둠별로 가믄장아기 이야기의 주요한 장면을 즉석 역할극으로 표 해보

았는데 아쉬운 은 제주어로 원고를 미리 비해서 하지 못한 이다.제주어로 역

할극을 해 보았더라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흥미로운 활동이 되었

을 것이다.

2)<자청비>활동 결과

구어체로 된 자청비 이야기를 선택하여 구 문학에 가까운 형식을 빌려 처음에

는 교사가 읽어주고 다음에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 차례 로 돌려 읽기를 했는데

실감나게 읽어 주어서인지 집 이 잘 되고 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표로 읽기

를 자청하 다.인물의 성격 찾기에서는 자청비의 성격으로 용감하다,지혜롭다,

생각이 깊다,욕심이 있다,부지런하다 등을 찾아냈다.문도령은 부지런하다,솔직

하다, 치가 없다,비겁하다고 하 고 그 밖의 인물에 해서도 성격 악을 잘

하고 있었다.인상 깊은 장면 찾기에서는 환생꽃으로 사람을 살리는 장면,오 싸

기 내기를 하는 장면,문도령의 혼례복을 짜면서 자청비가 자기 이름을 넣은 장면

등을 선택하 다.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서 거리 간추려 말하기는 손가락 원고지 방법을 활용하 다[그림 15].가장 인

상 깊은 장면을 심으로 정리를 하 기 때문에 막연하게 거리를 말할 때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권유하는 문장과 높임말을 사용하여 담임선생님께 자청비 이야기를 소개하

는 편지 을 써 보았다.편지 의 형식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 해 보았다[그림 16].

제주설화의 특징 하나의 여성들의 활약을 보면서 남자들에 의해 운명이 좌

지우지 되지 않고 여자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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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손가락 원고지로 표 하기

[그림 16]소개하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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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왕 소별왕>활동 결과

이 활동에서는 쓰기의 한 방법을 이용하여 뒷이야기 상상하여 쓰기를 하

다.이야기를 하이라이트 부분인 소별왕이 별왕의 꽃을 바꾸기 까지 들려주

고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하 다.이야기와 연결되기 하여 등장인물

과 거리를 먼 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도록 하 더니 새로운 등장인물

과 소재를 활용하여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도 사건을 다양화시켜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갔다.

별왕이 잠자는 사이에 소별왕이 정원사랑 꽃을 키우는 사람을 데려와서 별왕

의 꽃을 더 키우게 하 다.그런 다음에 소별왕이 형 몰래 갖고 왔는데 실수하여 은

시가 깨져서 결국 꽃이 죽어 버렸다.그래서 별왕이 내기에서 이겼다.소별왕은

귀한 사람을 살리는 샘물을 뿌려 꽃을 살렸다.그리고는 언제나 자기를 이기는 별

왕을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천지왕에게 들통 나서 결국 소별왕이 항복을 해서 원래

로 승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3학년 6반 이00-

소별왕은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몰래 그 사람한테 가꾸게 하는 반칙

을 썼어.그러자 소별왕이 키우는 꽃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 별왕이 깜짝 놀라서 물

었지.

“어째서 갑자기 시들었던 꽃이 이 게 풍성하게 가꾸었느냐?”

그러자 소별왕이 답했지.

“다 내가 시들어 있을 때 열심히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소별왕이 거짓말을 했어.그래서 별왕이 하던 이승 담당을 소별왕이 하게 되었

지.그러자 소별왕이 무 미안해서 사실을 다 털어놨지.그런데 마음씨가 착한 별

왕은 모두 이해해 주었어.

“괜찮아,가끔은 욕심도 부릴 수 있지.”

그러자 소별왕은 반성을 하고 별왕처럼 착하게 승을 다스리면서 살았어.

-3학년 4반 임00-

소별왕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것과 형이 키우던 꽃을 바꿔치기하고 잠을 자는데

천지왕이 다 보고 있었지.그래서 천지왕이 벌로 꽃을 시들게 해버렸네!그래서 소별

왕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지.천지왕이 소별왕에게 왜 이승을 다스리고 싶냐고 물어봤

지,소별왕은 승은 무 어두워서 무섭워서 그랬다고 했지.그랬더니 천지왕이 그

럼 1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담당하라고 했어. 별왕과 소별왕은 그 말에 둘다

흡족해서 그 게 하기로 했어.그래서 소별왕의 욕심도 사라지고 이승과 승은 평화

로워지게 되었지.

-3학년 2반 송00-

[그림 17] 별왕 소별왕 뒷이야기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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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생각확장하기 활동에서는 연꽃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

야기 꾸미기와 제일 좋아하는 제주설화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편지 쓰기를 하

다.이야기에 등장하는 낱말을 8개를 선택하고,그 낱말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야

기를 꾸며 나갔다.들려 제주설화가 구어체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도 구어체

의 이 많았다.한 학생은 자청비가 정수남의 치근덕 는 장면을 패러디하여 이

야기를 꾸미기도 하고,‘옛날 옛 에’라는 옛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을 쓰기도 하

다[그림 18].친구에게 책을 소개하는 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심으로

권유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을 쓰고 있다[그림 19].

별왕 별왕 천 왕

해
내가 택한 제주

( 별왕 별왕)
달

은 그릇의 꽃 총명부인

내가 꾸민 이야기 제목:       마법의 해와 별왕

옛날 옛 에 별왕이 총명부인과 살았는데 어느 날, 별왕이 친구 소별

왕을 보았어.소별왕은 별왕과 함께 해와 달이 있는 것을 보고 활로 해

를 쏘았어.그러자 해는 없어져 버리고 매일 깜깜한 밤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소별왕은 어쩔 수 없이 천지왕에게 어떻게 하면 해가 다시 뜰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보고 알아냈어.

소별왕은 은 그릇에 꽃을 가꾸었지.꽃은 무럭무럭 잘 자랐어.그러자 갑

자기 꽃이 하나씩 뜯기면서 꽃잎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그러더니 어느

새 해가 되었어.원래 그 꽃은 해꽃이었던 거야. 별왕과 소별왕은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어.그래서 해가 지 도 빨갛다고 해.

-3학년 1반 이00-

[그림 18]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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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그릇 꽃 키우 수명장

총명부인
내가 택한 제주

( 별왕 별왕)
저승

박 씨앗 천 왕 이승

내가 꾸민 이야기 제목: 천 왕과 총명부인의 결 식

총명부인과 천지왕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수명장군이 총명부인을 좋아해

서 결혼식을 방해했어.그래서 손님들은 도망을 가고,천지왕은 화장실에

갇 버렸어.수명장군이 총명부인에게 결혼하자고 하니 총명부인은 돈 많

은 남자가 좋다고 했지,수명장군은 은그릇을 자랑해서 총명부인은 꽃을

키우는 남자가 좋다고 했어.그래서 수명장군은 박 씨앗이라는 설의 씨

앗을 키워 부인에게 보여줬는데 이번엔 땅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했어.그

런데,어렵게 탈출한 천지왕이 그 장면을 엿보다가 승을 은 사진을 수

명장군에게 슬쩍 줬지.그러자 승세계가 무 마음에 든 수명장군은 총

명부인을 포기하고 승세계로 떠나버리고 천지왕과 총명부인은 이승을 다

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 . -3학년 4반 노00-

[그림 19]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2

[그림 20]친구에게 소개하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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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담 일지 분석

면담 일지 <부록 6>를 분석해 보면,제주설화가 생소했던 학생들이라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의 작품에 비해 참여도와 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사:제주 옛이야기 에서 ‘가믄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

왔어요.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체:아니에요.

교사:그런데,주인공이 왜 가믄장아기라고 했나요?

민: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믄장아기라고 했어요.

∼

교사:선생님이 무 좋아하는 사랑과 농사의 여신 ‘자청비’를 공부했어요.재미있

었나요?

같이:네!!

교사:그럼, 가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 말해 래요?

동훈:자청비가 남자차림으로 문도령이랑 서서 오 멀리 싸는 내기가 제일 웃기

고 재미있는데요.

유림: 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기하던데요.

∼

그림책이 단 이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에 해 이미 표 되어 있기 때문에 상

상하는데 제약이 있는 반면,‘가믄장아기’ 래시동화는 그림자극의 형태로 등장인

물과 배경을 처리하고 있어서 등장인물 꾸미기 활동을 할 때에 학생들이 상상력

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교사:제주 옛이야기 에서 ‘가믄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

왔어요.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체:아니에요.

교사:그런데,주인공이 왜 가믄장아기라고 했나요?

민: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믄장아기라고 했어요.

∼

그리고 그리스로마 신화 등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부분 웅인 남자가

심인데 제주설화에선 두 편이나 여자 주인공이라서 여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두 주인공이 어려운 고비마다 노력하여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주설화의 특징

인 정 인 여성상을 찾아 내면서 남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의 삶

을 개척하는 제주여인의 삶을 통해 자아 개념 형성에도 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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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 도 가믄장아기처럼 내가 맘에 안 드는 친구는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석 이가 매일 놀려요!

유림:집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도 나 에 부자가 된 가믄장이 단한 것 같

아요.

교사:가믄장아기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의 처지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같은

여자지만 자랑스럽다.가믄장아기 홧이 한 번 해주자!

같이:가믄장아기 홧이 !!!

∼

∼

채은: 도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랑 오 싸기 게임에서도 이기는 게 무 통

쾌해요.

교사:채은이가 좋은 얘기 해주었네,제주설화에 주인공은 개 여자가 많단다.

총명부인,백주 , 등할망,설문 할망 등등 그래서 제주를 삼다라고 했을

까?

동욱:정수남이 죽고 부엉이가 된 것도 신기해요.

민서:자청비가 하늘에서 사는 신 곡식 씨앗을 달라고 할 때엔 감동받았어요.

라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산다고 할 텐데요.

∼

그리고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학습하면서 우리 고장에 한 이야기에 심이 많

아졌고,스스로 찾아 읽으려는 평생 독자의 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사:‘이야기세상’에서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에 해 이야기 나눠볼

까요?

서 : 제주설화에 이 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다음에 도서

에서 책을 찾아서 출해야지!

지은: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니까 2학년때 수요일마다 ‘책 읽어주는

엄마’시간이 생각났어요.혼자 읽는 거보다 더 재미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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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등학교 국어교육의 궁극 인 목표는 ‘창의 국어 능력 향상’이다.이러한 국

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해 교과서를 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 왔으나 여러 문제 을 낳게 되

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인 국

어교육에 강조 을 두어,학습자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

화와 의 종류와 수 을 정해 주고 있다.그리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언어 경험

을 시하고 실제 통합 인 언어활동 상황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통합 지도 련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

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이 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하나 재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재로 인해 수업상황에서

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역을 구별하고 있다.

문학을 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 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문학을 심으로 역

의 통합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다.

문학작품 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생활 속에서 사용되

어 지는 언어 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

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음과 같

이 연구하고 실행하 다.

제Ⅱ장에서는 이론 토 를 마련하기 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

배경을 살핀 후,통합 개념과 유형,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그런 후에 아

동문학 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교육 의의와 제

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 기반을 마련하 다.

제Ⅲ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 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 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역별 성취 기 을 분석하여 서로 연 성

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 인 성취기 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심으

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 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설화 3편을 활용하여 총 20차시에 거쳐 통합 지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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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한 후 사 ,사후 설문지 비교, 련 학습지 분석,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역 간 통합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 을 바탕으

로 설화 속 환경과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여 재구성한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활동에 극 참여하면서 설화라는 쟝르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학생들이 짤막한 서사문학인 설화의 구성이나 뒷이야기 꾸며 쓰기,연꽃

기법을 활용한 이야기 다시 쓰기 활동을 해 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학생들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로그램에 능동 으로 참여하여

창의 으로 의미를 재구성하 으며 내면화된 의미를 독창 으로 표 해냈다.

넷째,통합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설화작품을 읽

으면서 쓰기를 하고 쓰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읽으면서 문학 감수성과 창의

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통합 활동이 학습자의 정의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설화에 하여 지와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설화의 내용 요소와 교훈 모티 를 바르게 악하 다.그리고 우

리 지역의 향토성 짙은 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문화에 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를 배움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제주설화의 여러 유형 신화에 한하여 통합 지도 로그램을 운 하

기에 민담이나 설을 활용하는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제주설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매체 언어로 표 될 필요가 있다.동

화책 형태의 주의 제주설화는 다수 있으나 그림 주의 그림책형태의 제주설

화는 없고,애니메이션으로 표 된 제주설화는 4편으로 교재화 하기엔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멀티미디어와 스마트교육이 세인 지 에 이와 련된 제

주설화가 제작된다면 통합 지도 자료로 선정하기가 수월하여 장에서 선택의 폭

이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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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IntegratedTeachingMethods

forElementaryKoreanLanguageusingJejuLegends

Kim,GyeongAe

MajorinelementaryKorean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Lee,JuSeop

TheultimategoalofelementaryKoreaneducationisan‘improvementof

creativeKoreanlanguageability.’Toachievesuchgoal,thetextbookwas

taughtbysectiontoimprovelanguageuseskillimprovementafterthe5th

Koreanlanguageeducationcurriculum,butitcausedmanyproblems.To

solvesuchproblem,2007revisedKoreanlanguageeducationcurriculum

focusedontheintegratededucationwhichsetlevelandtypesofvarious

narrativesandwritingswhichlearnersactuallyusedinlanguagesituation.

And by suggesting integrated instruction contents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lan specifically,integrated instruction is stressed.As such,

althoughtheeducationalcurriculumandtextbookstressintegratedcharacter

oflanguage,the currentdivided textbook system classified listening,

reading,speakingandwritingseparately.

Asforlanguageinstructionfocusingonjuvenileliterature,languageishigher

levelattractinginterestsofstudentswhichmakesiteasiertoconstruct

situationforintegratedactivities.Intheliteratureworks,Jejulegendswas

usedtoimprovelanguageabilityandtoencourageliteratureforalifetime

whilelearningemotionandcultureofourvillage.



-100-

ChapterⅡ examinedthetheoreticalbackgroundofintegrationinKorean

languageeducationfollowedbyintegrationconcept,typeandnecessityand

instructionmethod.Then,thenecessityofintegrationfocusingonjuvenile

literaturewasdiscussedandcharacteristics,functionandeducationalmeaning

offolktaleandfeaturesofJejufolktalewereexaminedtolayatheoretical

foundationoftheintegratedKoreanlanguageeducation.

ChapterⅢ setintegratedprincipleofjuvenileliteratureandselectioncriteria

ofJejulegends.Then,itanalyzedachievementstandardbysectiontoextract

integrated instruction method forefficientstandard.And the integrated

instructionplanwasdevisedbasedonJejulegends.

ChapterⅣ appliedtheintegratedunitandgotthebelowresultsthroughpre

andpostquestionnairesurveycomparison,relatedhomeschoolmaterialsand

interview report.

Firstly,aftertheintegratedactivitiesbetweensections,studentsreconstructed

environmentsandfiguresinthelegendsbasedontheirexperienceandvaluefor

activeincorporationwithlearningactivities.

Secondly,studentswereengagedinre-writingactivitieswithdecorating

writingandre-writingusinglotusmethodasshortnarrationliteratetoraise

creativityandimaginationwithvariousideas.

Thirdly,studentsreconstructedmeaningsofJejulegendsbyactiveparticipation

oftheintegratedinstructionprogramandexpressedinternalizedmeaninguniquely.

Fourthly,studentscouldimproveinterestsinKoreanlanguagethrough

integratedinstruction,andcouldimproveliterarysenseandcreativityby

meansofreadingandwritinglegends.

Fifthly,studentscouldimprovetheirprideonlegendsofJejuandcould

figureoutcontentsandeducationalmotifoflegendsproperly.And,students

couldlearnanattitudetounderstandJejucultureaswellaslanguageability

bymeansofintegratedinstructionusinglegends.

Keywords:integratedinstruction,Jejulegends,legends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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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설문지

가.사 인지도 조사 설문지

문

3학  (  )

※ 다음은 여러 이 제주설화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  알아보기 

위한 설문 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O표나 답을 해주세 .

1.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어

2.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3.제주설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① 안다 ② 모른다

3-1.제주설화에 해 안다면 언제 들어보았나요?

① 언제?( )

② 구에게서? ( )

4.제주도에도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많은 신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① 안다 ②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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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도에 신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가요?

① ② 아니오

6.다음은 우리 제주의 유명한 설화들입니다.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O표 해주

세요.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 할

망

별왕 소별

왕이야기

가믄장

아기

자청비와

문도령

제목만 들어

봤어요

어떤 내용인

지 말할 수

있어요

7.제주설화에 해 공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가요?1가지만 골라주

세요.

이 야

기 듣

기

역 할

극 하

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손 인

형 극

하기

독 후

감 쓰

기

독서감상화

로 나타내기

편 지

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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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합 수업 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합 수업  학생 반응 조사 문

3학  (   )  

   

※ 다음은 여러 이 제주설화를 어떻게 공 했는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하는 번호에 O표나 답을 해주세 .

1.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이야기세상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어

2.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독서 활동

3.읽기 시간에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것과 ‘이야기세상’에 제주설화를 공부하는 것

어느 쪽이 재미가 있나요?( )

① 읽기 시간 ② 이야기세상(동아리부 활동)

4.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듣기 활동에 더욱 집 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 다 ② 체로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5.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우 그 다 ② 체로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6.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해 흥미가 생겼다.

① 매우 그 다 ② 체로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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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제주설화에 흥미가 생겼다.

① 매우 그 다 ② 체로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8.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 수업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① 매우 그 다 ② 체로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9.다음은 우리 제주의 유명한 설화들입니다.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O표 해주세요.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

할망

별왕

소별왕

가믄장

아기

자청비와

문도령

어떤 내용인

지 말할 수

있어요

10.제주설화를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방법을 1가지만 골라주세요.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 릭 터 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몸동작으로

나타내기

독후감

쓰기

이야기

읽기

편지

쓰기



-106-

<부록 2>[ 별왕 소별왕]내용

본디 세상에는 수명장자라는 힘이 센 사람이 살고 있었다.이 수명장자는 세

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에겐 사나운 짐승들,즉 날쌔고 사나운 소,말,

개가 각각 9마리나 되었다.그리고 수명장자는 자신에게 하는 이들에게 이 짐

승들을 풀어 공격하 다.

이러한 수명장자를 제어하기 하여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그

리고 수명장자와 하여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들고,철테를 워 수명장자를 옥

죄하자,수명장자는 오히려 종을 불러 머리가 아 니 도끼로 머리를 베어라고 호

통을 친다.이를 본 천지왕은 다시 철테를 벗기고 백주할멈의 가집에서 하룻밤

을 묵게 되었다.

백주할멈에게는 외동딸인 총명아기가 있었다.천지왕은 총명아기와 잠자리를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별과 소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말을 하고 하늘로 올

라갔다.그리고 이들은 커서 자신들이 아비없는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자

어머니인 총명부인에게 말을 하고,총명부인은 사실을 말해주고 이들은 천지왕을

찾아간다.

천지왕이 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인지를 시험코자 무쇠로 된 활과 화살을 주자

형제는 먼 동해바다로 가서 별이 2개의 태양 하나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다.그리고 서해바다로 가서 소별이 2개의 달 하나를 쏘아 떨어뜨렸다.이 태양

과 달은 산산 조각나서 하늘의 별이 되고 이들이 천지왕에게 가자,천지왕은 비로

서 자신의 아들들임을 인정하고 다시 과제를 다.

바로 이승과 승을 다스리라는 것으로서 그 가름을 꽃을 가꾸는 것으로 한

다. 별의 꽃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소별의 꽃은 시들시들하게 잘 자라지 못하

다.그러나 마지막 날 소별의 꽃이 생기가 넘치게 피고, 별의 꽃은 게 색이

바랬다. 별은 소별이 서로의 꽃을 바꿨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넘어가고 승을

다스리게 된다. 별은 신 소별에게 비겁한 짓을 하 으니 이 세상에 죄악이 퍼

질 거라고 경고하며,부디 자애롭게 세상을 돌보라고 한다.

소별은 이승으로 가서 수명장자를 찾아가 지상에서 횡포를 부리던 수명장자를

죽이자,그의 몸에 있던 것들이 리와 모기,빈 ,벼룩 등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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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가믄장아기]내용

거지인 강이 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 궁납이 결혼하여 딸 은장아기,놋장

아기,가믄장아기 세 명을 낳았다.부부는 셋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차츰 부자가

된다.어느 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놓고 구 덕에 먹고 사는가를 물으니 의

두 딸은 부모 덕에 먹고 산다고 답하지만 셋째 딸인 가믄장아기는 자기의 배꼽

선그뭇 덕분에 먹고 산다고 답한다.

화가 난 아버지가 셋째 딸을 내쫓으니 가믄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먹을 것을 싣

고 길을 떠난다.어머니는 쫓겨난 딸이 불 하여 마지막으로 식은 밥이라도 먹고

가게 하려고 의 두 딸을 시켜 동생을 불러 오도록 한다.그러나 언니들은 동생

을 멀리 쫓아내려고 부모님이 때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임을 알고 있는 가믄장아기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언니들을 청지네와 버섯

으로 환생시킨다.한편 부모는 딸들이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 문

웃지방에 부딪쳐 장님이 되고,이후 앉아서 먹고 입고 하다보니 재산이 탕진되어

다시 거지가 된다.

가믄장아기는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에 있는 마퉁이 삼형제의 가집에 도착

한다.일하고 돌아온 첫째 마퉁이는 집에 가믄장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우리 부모

는 자기들이 애를 써 마를 다가 배 불리게 해주니 지나가던 계집아이나 데려다

놀고 있다고 한다.둘째 마퉁이도 같이 말한다.그러나 셋째 마퉁이는 환히 웃으

면서 우리 집에 검은 암소와 여자가 들어오니 하늘이 돕는 일이다 하면서 기뻐한

다.

삼형제가 마를 삶아 첫째 마퉁이는 부모에게 먼 태어나 많이 먹었으니 마의

목이나 드시라 하며 목을 주고 자기는 마 잔등이를 먹는다.둘째 마퉁이 역시 부

모에게는 마 꼬리 부분을 다.셋째 마퉁이는 부모가 자기들을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면서 마 잔등이를 부모에게 드

린다.

한 가믄장아기가 흰 밥을 하여 부모,큰형,둘째 형에게 순서 로 주었지만

모두 벌 같다고 하며 안 먹는다.하지만 셋째 마퉁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형

들이 동생에게 밥을 달라고 한다.셋째 마퉁이는 그들에게 밥을 나 어 다.가믄

장아기가 가만히 보니 셋째 마퉁이가 쓸 만한 존재라 목욕을 시킨 후 함께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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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가믄장아기는 셋째 마퉁이에게 마를 캐는 곳에 구경을 가

겠다고 하면서 함께 길을 나선다.큰 마퉁이 있는 곳에는 똥만 가득하고,둘째 마

퉁이 있는 곳에는 지네·뱀 같은 미물만 가득하나 셋째 마퉁이 있는 곳에는 자갈이

라고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흙을 터니 모두 덩이와 은덩이가 된다.셋째 마퉁

이와 가믄장아기는 이것을 검은 암소에 싣고 와 팔아서 큰 부자가 된다.

후에 가믄장아기는 장님인 자기 부모가 거지가 되어 이리 리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고 부모나 한번 찾아 야겠다면서 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벌인다.석 달 열

흘이 되던 날 자신의 부모가 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믄장아기는 그들을 불

러 그동안 살아온 말을 해 보라 한다.부모가 지 까지 살아온 말을 마치자 가믄

장아기는 술잔을 권하며 자신이 가믄장아기라고 말하니 부모는 그 순간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리고 도 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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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자청비]내용

옛날 김진국 감과 자지국부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하게 살았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며 지내다 백일까지 불공을 드리면 자식이 생길 것이라

스님의 말에 불공을 드리고 딸을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자청해서 낳았으므로 이

름을 자청비라 했다.

자청비가 15세가 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베틀을 만들어 다.여성으로서의

형 인 일인 실을 곱게 잣고 조신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배우

게 되는 것이다.어느 날 빨래를 하여 손이 고와졌다는 하녀의 말을 듣고 손빨래

를 하러 나섰다가 공부하러 가는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 문왕성 문도령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득한 자청비는 남장하여 자청비의 남동생인 것처럼 꾸며 문

도령과 함께 을 배우러 갔다.몇 년 동안 한방을 쓰면서 공부를 하다가 문도령

이 자청비가 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자 이를 치 챈 자청비는 어느날 은

야에 물을 채우고 그 에 은 ,놋 를 걸쳐두고 이 게 해두고 자되 은 ,놋

가 떨어지지 않게 잠을 자야 공부가 잘된다고 하 다.공부가 잘된다는 말에 문도

령도 그 게 하고 잤는데 젓가락들이 떨어질까 싶어 조심하다 보니 잠을 제 로

자지 못해 공부 시간에 졸았고 그로 인해 성 이 떨어졌다.반면 자청비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자서 성 이 올라 장원을 하 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지,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루는 자청비에게 오

갈기기 시합을 하자고 하 다.이에 자청비는 나무 막 기 하나를 가랑이에

넣어두고 오 을 어 문도령을 이겼다.

그러던 어느날 문도령은 아버지에게서 공부를 그만하고 돌아와서 서수왕의

딸아기에게 장가를 가라는 갈을 받게 된다.자청비는 서당을 떠나는 문도령에게

같이 왔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서당을 떠나게 된다.길을 가다가 자청비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각각 윗물통,아랫물통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하고는 버들

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도령을 원망하는 을 써놓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이를 본 문도령은 자청비를 쫓아와 삼개월을 함께 보낸 후

하늘 옥황으로 올라간다.

어느 날 나무하러 간 정수남이 말과 소를 다 잡아먹고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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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느라고 그랬다며 핑계를 다.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려고

정수남이와 산으로 간다.정수남이 자청비를 범하려 하자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여

버린다.이 일로 집에 쫓겨난 자청비는 사라 왕의 딸과 거짓 혼인한 후 사람을

살리는 꽃을 구해 정수남이를 살려 두고 집을 떠난다.

베를 짜는 할머니와 살다가 쫓겨나는 등 온갖 고생을 겪다가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문도령 부모는 자청비를 못마땅해 한다.하지만 국에 난이 나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싸움꽃과 수 멸망악심꽃을 뿌려 난을 평정을 하고,남편 문

도령을 사라 왕의 딸과 살게 한다.

난을 평정한 가로 땅과 물을 내려주었으나 거 하고,오곡의 씨앗을 받고 자

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칠월 보름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그래서 이 날에 백 제

를 지내게 되었다.

자청비는 오곡의 씨앗을 뿌리다가 한 가지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있어 히 하늘

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보니 이미 종 때가 지나있었다.그래도 그 씨앗을 뿌리

면 가을 때 같이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메 씨이다.이 게 하여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農神)인 세경이 되고,정수남은 가축을 돌보는 우마신이 되어 칠월

에 마불림제를 받아 먹게 되었다.문도령을 상세경,자청비를 세경,정수남을 하

세경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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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학생의 학습 결과지

1.자기 소개하기 2.자존감 키우기

3.‘는 특별하단다’ 4. 거리 만화로 표 하기



-112-

<부록 6>면담일지

가.‘가믄장아기’수업을 마치고나서(2013.4.23.)

교사:제주 옛이야기 에서 ‘가믄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체:아니에요.

교사:그런데,주인공이 왜 가믄장아기라고 했나요?

민: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믄장아기라고 했어요.

교사:그래, 민이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그럼 가믄장아기가 왜 집에서 쫓겨났지?

유림:엄마아빠가 구 덕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언니들은 엄마아빠 덕

이라고 했는데,가믄장아기는 자기 덕이라고 해서 엄마아빠가 화나서 쫓아냈어요.

정훈:그런데 가믄장아기가 말하는 로 언니들이 지네며 버섯으로 변하는게 신기해요!

연서: 도 가믄장아기처럼 내가 맘에 안 드는 친구는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석 이가

매일 놀려요!

유림:집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도 나 에 부자가 된 가믄장이 단한 것 같아요.

교사:가믄장아기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의 처지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같은 여자지

만 자랑스럽다.가믄장아기 홧이 한 번 해주자!

같이:가믄장아기,홧이 !!!

교사:‘가믄장아기’ 래시동화가 다른 거라 다른 부분은 뭐 지?

석희:그림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 등장인물의 모습을 우리 마음 로 상상할 수 있어요.

교사:그 구나,우리 등장인물을 캐릭터로 표 한 친구 작품을 한 번 살펴볼까?

희주:왠지 가믄장아기 엄마아빠는 표정이 사나울 거 같은데……

교사:왜 그 게 생각하니?

희주:우리 엄마는 제가 여러 번 잘못해도 에 넣어도 안 아 자식이라고 이뻐하시는

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쫓겨내는 거 보니 마음이 나쁜 사람 같아요.

지혜:막내아들은 착한 사람 같으니까 얼굴도 잘 생겼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엄마랑 가

믄장아기 말도 잘 들어요.

교사:그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정은 어떻게 표 하면 좋을까?

동근: 을 가늘게 그리고 수염도 삐죽삐죽 그려요!

교사:그것도 좋겠구나.그럼 이 이야기로 공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동작으로 표 해볼까요?지난 번 토마임으로 했던 것처럼 하면 되요.

(5명 번갈아 가며 몸으로 표 하고 다른 친구들은 장면 알아맞히기를 하 다.)

교사:친구들이 많이 표 한 장면이 뭘까요?

같이:엄마아빠가 갑자기 이 번쩍 떠지는 장면요!

지은: 요 가믄장아기가 쫓겨 가는 게 무 슬펐어요.

교사:선생님은 그래도 나 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오늘 배운 이야

기를 집에 가서 가족에게 꼭 해주세요.그리고 담주엔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자청

비 이야기로 공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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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청비’수업을 마치고나서(2013.5.14.)

교사:선생님이 무 좋아하는 사랑과 농사의 여신 ‘자청비’를 공부했어요.재미있었나

요?

같이:네!!

교사:그럼, 가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 말해 래요?

동훈:자청비가 남자차림으로 문도령이랑 서서 오 멀리 싸는 내기가 제일 웃기고 재미

있는데요.

유림: 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기하던데요.

채은: 도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랑 오 싸기 게임에서도 이기는 게 무 통쾌해요.

교사:채은이가 좋은 얘기 해주었네,제주설화에 주인공은 개 여자가 많단다.총명부

인,백주 , 등할망,설문 할망 등등 그래서 제주를 삼다라고 했을까?

동욱:정수남이 죽고 부엉이가 된 것도 신기해요.

민서:자청비가 하늘에서 사는 신 곡식 씨앗을 달라고 할 때엔 감동받았어요. 라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산다고 할 텐데요.

교사:그러게 말이다.안 그랬음 우린 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몰라.

동근:그럼 좋을 건데,맨날 밥 신 햄버거만 먹을 건데-

교사:이런이런!이 이야기를 공부할 때 민이가 실감나게 책을 읽어 줘서 친구들이 듣

는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같아요.우리 민이에게 다시 한 번 칭찬의 박수 보내

시다.

같이:짝짝짝!!

유빈: 도 동화구연 어릴 때 배워서 실감나게 책 읽을 수 있는데요!

교사:그래?그럼 다음에 ‘별왕 소별왕’이야기 공부할 땐 유빈이가 먼 시작한다!

유빈:앗싸!

교사:‘이야기세상’에서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에 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 : 제주설화에 이 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다음에 도서 에서 책

을 찾아서 출해야지!

지은: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니까 2학년때 수요일마다 ‘책 읽어주는 엄마’시

간이 생각났어요.혼자 읽는 거보다 더 재미있어요.

교사:그래?다행이네.선생님도 동화구연 하는 거 더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읽

어줘야겠구나.

같이:기 해요!

교사:오늘 자청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번 주 과제는 학교도서 에서 자청비 이야기

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및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국어교육의 통합 필요성
	2. 아동문학 중심 통합의 의의
	3. 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Ⅲ. 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설계
	1. 설화 중심 통합 지도의 원리
	2. 제주설화의 선정기준
	3.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설계

	Ⅳ. 적용 및 결과 분석
	1. 프로그램의 적용
	2. 적용 결과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