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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도서 활용수업과도서 력수업에 합한형태로구성되어있는일본의 학교사회과교과서(中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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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新學習指導要領’에 학교도서 자료의
이용에 한사항을명시하고,교과서가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수업을 개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어서교과
내용의 달에그치지않고,학습하는방법,자료활용을통한학습을유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이러한
분석결과를바탕으로도서 활용수업과도서 력수업을학교 장에정착시키기 한방안을제도개선의측면,
교과서 재개발의 측면, 도서 활용수업 교재 개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application of library assisted instruction(LAI) by analyzing Japanese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are configured for the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and cooperative
instru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at the use of a variety of materials and curriculum
integrated skills instruction is reflected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in Japa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strategies of the application of library assisted instruction(LAI)
in three separated proposals, revision of related laws, organizational joint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subject teachers, textbooks development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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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과서(text-book)는 ․ 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교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심의 지식 달이라는 비

과 더불어 통 인 교육방식의문제 을 지

하고자 할 때 교과서가 그 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이러한비 은 ․ 등학교 교육에 있

어서 교과서가 없어져야 한다거나없어도 된다

는말은아니다. 다만, 그동안의교과서가객

인 지식의 달 혹은 암기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지식습득을 한 과정즉, 학습하는 방

법이나 정보활용의 과정을 다루지 못하 고,

바람직한 교육을 개하는데 한계가있음을 지

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로 교육이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과서 없이 교과교사

가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하고, 기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거나 교재를 개

발하여 가르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교육

과정을 고시하고, 교과용도서 즉 교과서에

한 규정이 법률로서 정해진국가에서는 교과서

가 ․ 등교육에 끼치는 향력은 이

다. 한, 교과서와 학입학시험제도가 연계되

어 있다면 이러한 상은 더욱 가 될 것이다.

제도 으로 교과서 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교육이념이나 바

람직한 교수-학습 이론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반 한 교과서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교육이념을 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 인 추세로볼 때학교도서 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합한 교육이념이며, 구성주

의 학습환경에 가장 바람직한교수-학습방법으

로서 도서 활용수업 혹은 도서 력수업을

들고 있다. 학교도서 계의 로벌 스탠더드로

알려진｢school library guideline｣에 의하면 사

서교사와 교과교사가 력하여 교과학습과 정

보활용교육을 연계할 때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IFLA,

UNESCO 2002: 12). 한, 미국 연방수 의

학교도서 기 인｢Information Power｣에서

는 학교도서 을 통한교육의 원리로서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의 력에의해서 교육과정을 개

발하고, 수업을 계획해야 하며, 정보활용능력은

학교교육과정의목 과내용에완 하게통합되

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AASL, AECT 1998:

58-73). 실제로 미국의 학교도서 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약 92% 이상의 교사가

도서 활용수업(curriculum integrated skills

instruction)에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 & Shontz 1998: 28-33). 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보활용교육과 교과교육을 통

합하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

을 계획, 실행하는 도서 력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높은상 계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Smith 2001; Lance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서

활용수업이나 도서 력수업이 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도서 활용수업이나 도서 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않는 원인에는 교과교

사의 인식이나 학교도서 의자원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 학교

도서 을 통한 교육의 이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식 달 심의 획일화된 교과서 한

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교과서 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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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경우에는 교과

서가 교육에 미치는 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

에 없다. 교과서 자체가 학교도서 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다면 도서 활용수업이

나 도서 력수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는 일본의 학교 사회과 교

과서 즉, ｢社會科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平成 17년(2005)｣, ｢社會科 中學生の歷史,

帝國書院, 平成 17년(2005)｣를 분석함으로써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교과서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환경 즉, 교과서 심 체제의 교육을 개

하고 있으면서도 도서 활용이나 정보활용을

제로 하는 교과서 개발에 역 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면 도서 활용수업이나

도서 력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역

을 두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

함에 있어서 교과내용학 즉, 교과내용 분석보

다는 교과교육학 즉,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과

정, 학습하는 방법이나 정보활용의 과정에

을 두고 분석하 다.

특별히사회과교과서를 분석 상으로삼은

것은 사회교과의 특성상 탐구학습, 문제해결학

습, 자원기반학습이 리 용되고 있다는

에 착안하 으며, ․ ․고교의 사회과 교과

서 체를 분석하지 않고 간 수 에 있는

학교 교과서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이에 상응하

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과서는 비교, 분석하

지 못하 다. 기존의 연구(이병기 2006)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학교도서 과 연계

하여 수업을 개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 등학교의 교과

서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교과서에

한 연구는 주로 교과서의 개발 원리 제도에

한 연구(이용숙 1998; 허경철 1998; Apple

1991), 교과서의개선에 한연구(양정 2002),

교과서 비교에 한 연구(이성수 2000), 교과

서의 주제에 한 연구(김한종 1992), 교과서

의 체제에 한 연구(송연명 1993) 등 매우 다

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 이나 도

서 활용수업의 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시

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교과서의 교육 의의와
도서 활용수업과의 련성

2.1 교과서의 의의와 기능

교과서는 ․ 등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재로서 법 공식명칭은 교과용도서이다. 각

학교의 교과서의 범 , 작, 검정, 인정, 발행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교과용도서

에 한 규정( 통령령 제18429호, 2004. 6. 19

일부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

생들의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

책․음반․ 상 자 작물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에 있는 일본의 ｢敎科用圖書檢定規則(文部

省令 第20號 平成 元年4月４日)｣에 의하면

교과서란 “교육과정의 구성에 의거 조직․배

열된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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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 역할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와같이우리나라와일본은교과서에 해 ․

등학교 교육의 핵심 교재로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정한교육과정에의해서 교과서

를 편성하도록 법률로정함으로써가히 교과서

심의교육체계라할만큼교육에큰 향력이

있음을알수있다. 다만, 우리나라의｢교과용도

서에 한 규정｣에서는 통 인 서책형 교과

서 이외에 각종 음반, 상, 자 작물도 교과

서로 인정하여 그 범 가 확 되고 있다.

이 덕(1982: 54-55)은 교과서의 기능을 교

과학습 내용을 제시, 학습동기의 유발과 도입,

탐구과정의 유도, 학습자료의 제시, 연습 문

제의 제시를 들고 있다. 반면에 신세호(1997:

43-50) 등은교과서의 기능으로서 동기유발 기

능, 기본요소 제시, 과정 제시, 연습자료 제시,

실험 실습자료 제시, 표 실기 요령 제시

기능을 들고 있다. 한, 함수곤(2002: 8-13)

은 통 인 교과서의 문제 을지 함과 동시

에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 합한 교과서의 새

로운 기능으로서 학습방법 제시, 학습의 개성

개별화 기능을 들고있다. 이와 같이교과서

는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부분의 요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차 그 기능이 확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과서가갖고 있는 부분의

기능을 외면한 채 지식 달 과 암기 주의 체

계에 머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2 교과서의 개발과정

우리나라와일본은교과서의범 , 작, 검정,

인정, 발행등에 한사항이법률로서정해져있

다. 우리나라의｢ ․ 등교육법(법률제8676)｣

에따르면 <표 1>에서보는바와같이 ․ 등

학교의 교육과정에 한 사항과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같이우리나라는 ․

등학교에서 지도해야할 교과목과 내용을 명

시한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의거 편찬한 교과용도서

(교과서) 한 국가의 검정 는 인정을 받도

록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경우에도 <표

2>와 같이｢學校敎育法｣에서 교과에 항 사

항과 문부과학 신이 개발혹은 검정한 교과서

를 사용하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조 항 내 용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 자원부장 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 자원부장 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합한 기 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 자원부장 이 검정 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범 ․ 작․검정․인정․발행․공 ․선정 가격사정에 하여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우리나라 ․ 등교육법에 나타난 교과서 련 조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의 용 방안에 한 연구 159

조 항 내 용

제38조 교과에 한 사항은 문부과학 신이 정한다.

제39조 문부과학 신이 검정한 교과용도서 혹은 문부과학 신이 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 2>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나타난 교과서 련 조항

우리나라의｢교과용도서에 한 규정｣에 의

하면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

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

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경우 는 이를사용

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 여기서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인 자원부가

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하며, 검정도서

라 함은 교육인 자원부장 의 검정을받은 교

과용도서를 말한다. 한, 인정도서는 국정도

서․검정도서가없는 경우 는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사용하

기 하여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개발에 한

사항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이 교과서를 사

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교육환경에서는 교

과서가 교육에 미치는 향력은 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과서가 앞서언 한 교과서의

기능 즉,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단서

를 제공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기능

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다.

우리나라 교과서는교육 개선을담보하는 가

장 요한 요소이면서 그 발 을 막고 병목

상을 유발하는 장애물이므로 교과서를 해체하

라는 주장(한승희 2000: 78)이 있을정도로 많

은 비 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는 지나치게 지식을 달하고, 암기시키고, 반

복연습을 강조하는 지식 수 주의 교과서라

는 을 지 하고 있다. 교과서의 기능과 가치

가 지식 달과 주입에 있지 않다면 개편해야

하며, 교과서가 교육의 심을 이루는 환경에

서는 교과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실하다.

2.3 효과 인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도서

활용수업

도서 활용수업(library assisted instruction)

은 교과교사의 에서 볼 때 학교도서 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개함으로써 교

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한 도서

활용수업과 유사한 말로국내에서도 리 사

용되고 있는 도서 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

과교사가 상호 력하여 수업설계- 개-평가

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수업을 개하는 교수

-학습방법으로 도서 활용수업에 포함되는 개

념이다(이병기 2006: 260-261).

사서교사는학생들의정보활용능력(informa-

tion literacy)을길러주어야할책임이있으며, 정

보활용능력 신장을 한 정보활용교육(infor-

mation literacy instruction)은 사서교사의 핵

심 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을

한교수모형으로는 ISP 모형(Kuhlthau 2003),

REACTS 모형(Stripling, Pitts 1998)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Eisenberg와 Berkowitz(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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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한 Big6 Skills 모형이 세계 으로

가장 리 용되고 있다. Big6 Skills 모형은

<표 3>과 같이 등학생과 학생, 고등학생의

수 에 따라서 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의

과정을 3단계, 6단계, 1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에서 6단계를기 으로 살펴보면 “과제정

의”는 양과 질 인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악하는 단계이며,

“정보탐색 략 수립”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정보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가를 먼 구상해 으로써 효

과 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다. “정보소재 확인(탐색) 근”은 먼

수립한 정보탐색 략에 의해서 실제로 정보원

을 탐색하고, 정보원내의 정보를 찾아내는 과

정이다. “정보이용”은 읽고,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며,

“정보종합”은다양한 정보의이용 결과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거나 보고서 작성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정보평가”는 결과물에

한 평가는 물론 정보활용과정에 한 효율성을

단하는 과정으로 교사혹은 사서교사 그리고

학생 자신, 학생간의 상호평가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이병기 2006: 84-85).

정보활용교육은 단독 교과로 운 하기 보다

는 교과교사와 력하여 개하는 도서 력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도서 기 에 의하면

교과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을 연계한 교육은 가

장의미있고, 효과 인교수-학습방법임을지

하면서다음과같이도서 력수업의당 성을

제시하고있다(Louisian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14-15).

첫째, 학생 개개인에 을 둔 개별화 학습

이 가능하다.

둘째,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보활용능력을 지도할 수 있다.

셋째, 연구과정, 의사결정, 문제해결에 있어

서 해결과정을 습득함으로서 진정한 과제 심

의 학습을 실 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

3단계(Super 3) 6단계(Big 6) 12단계(Little 12)

시작(계획)

과제정의
문제 혹은 정보과제의 확인

정보요구 확인

정보탐색 략 수립
이용 가능한 정보원의 범 결정

정보원 평가와 우선순 확인

간(실행)

정보소재확인(탐색) 근
지 , 물리 인 정보 탐색

정보원내의 정보 탐구

정보이용
정보분석(읽기, 보기, 듣기 등)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추출

종료(반성)

정보종합
여러 정보원을 이용하여 정보종합

정보 표

정보평가
결과물 평가(효과)

정보과제 해결 과정 평가(효율성)

<표 3> Big6 Skill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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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는 공식 인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

을 바탕으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간에 력수

업을 개할수 있도록명시하고 있다. 한 일

본의 교육과정인 ‘新學習指導要領’에는 교과

수업을 개함에 있어서 학교도서 을 계획

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이 주체 , 의욕 인 학

습활동과 독서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동시에 ‘新學習指導要領’ 제2장(국

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공작,

가정, 체육)의 각 교과 제1 에는 학습지도에

있어서 학교도서 의 활용과 련된사항을 명

기하고 있다. 를 들어, 국어과 지도계획의 작

성 각학년별내용의취 에 “독서의욕을높

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독서활동을 활발히

행하도록 하되, 다른 교과의 독서지도와 학교

도서 독서지도간의 연 성을 고려하여 행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념이라 하더라도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에 반 되지 않으면, 실 으로

용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이 의미 있고, 효과 인 교수-

학습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에 반 되어 있지 않으면구 하는데 실 인

한계가 있다.

3.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

3.1 일본의 학교 교육과정

의도 계획 인 교육 즉, 공식 인 교육으

로서의 학교교육은 교육의 목표와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을 규정하고있는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를 학

습지도요령이라 하며, 새로이 개편된 교육과정

이라는 의미로 재는 ‘新學習指導要領’이라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교

육과정은국가에서고시하고있다. 일본의 ‘學校

敎育法’ 제20조, 제38조, 제43조에의하면 등

학교, 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에 한 사항은

감독청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學習指導要領은 1947년 최 로 발

표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해 왔고, 1998년에는

새로운 學習指導要領, 소 新學習指導要領

을 발표하여 2003년도부터 용하고 있다. 그

에서 ‘中學校 新學習指導要領’은 총칙,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 4장(章)으로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의 6항(지도계획 작성시의 유

의사항)에 의하면 “학교도서 을 계획 으로

이용하고 그 기능의 활용을 도모하여, 학생들

의 주체 , 의욕 인 학습활동과 독서활동을

충실히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한, 각 교

과를 지도함에 있어서 “컴퓨터 등의 교재․교

구활용: 각교과등의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정보수단에

익숙하고, 히 활용하는 학습활동을 충실히

개하고, 시청각교재나 교육기 등의 교재․

교구의 한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 명시하

고 있다(福永 義臣 2003: 16-17).

이와같이일본의경우에는교과서개발에근

간이 되는 ‘新學習指導要領’에 학교도서 이

용에 한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교과서에 학교

도서 자료 활용에 한 내용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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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라면하고 있다. 그 구체 인 사례로서

일본의 학교역사와지리교과서를분석해보

고자 한다.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과의

내용보다는 교과 지식의 습득을 한 과정 즉,

정보활용의 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2 일본의 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일본의 학교 역사교과서｢社會科 中學生

の歷史, 帝國書院(2005)｣는 <표 4>와 같이 7

章-20節-78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장-

-항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체계에서 흔히 말

하는 단원- 단원-소단원의 개념과 같다. 소

단원은 학교에서 45분 1차시를 기 으로

체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교과서 편제와 유사하다.

｢中學生の歷史｣교과서의 단원과 단원

체제는 우리나라의 일반 인 교과서와 다름이

없으나 소단원 체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과내용 심으로 기술된 우리나라의

교과서와는 달리 소단원과 소단원 사이에 ‘세

계사를 탐구해 보자.’, ‘역사의 무 ’, ‘역사에의

도 ’, ‘타임 슬립’, ‘체험보고서’, ‘지역조사’ 등

역사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탐구과제와

학습을 안내하는 별도의 코 를 마련하고 있

다. <표 4>에서 제2장-제1 의 ‘1․2, 세계사

를 탐구해 보자①, 3․4’는 1단원과 2단원의

사이에 ‘세계사를 탐구해 보자’란 탐구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3단원과 4단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

가지로 제2장-1 의 ‘1, 역사의 무 ①, 2’는

소단원 1에 이어서 ‘역사의 무 ’라는 탐구과

제 코 를 제시하고, 소단원 2가 이어짐을 보

여주고 있다.

<표 4>의 제2장에 나오는 ‘세계사를 탐구해

보자’라는 코 는 체 으로 2개가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와 련된 읽기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학교도서 에서 자료를 찾아 체를

읽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역사의 무 ’는 교과서 본문의 내용과 련

된사진, 그림, 텍스트를제시해주고특정

에서 비교하고, 탐구할 수 있는 코 로서 체

으로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역사에의 도 ’

코 는 역사 련 자료의 독해방법, 교과서를

벗어나 스스로 추리하는 방법, 시 극과 토론

등을 통해 교과내용을탐구하는 학습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는 5개의 코 를 배치하고 있다.

<표 4>의제3장에 나오는 ‘타임 슬립’ 코 는

특정 시 를 상징하는 그림, 사진을 제시하고,

그 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거나 주어

진과제를 해결할 수있도록고안하고있다. 이

코 는 텍스트 이외에그림이나 사진자료의 해

석과 이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

다. ‘체험보고서’ 코 는 박물 이나 도서 등

을 방문하여 역사 련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

기, 옛날 옷 입어보기등의 체험활동을 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표 4>의 제3장에 나오는‘역사에의 도 ’ 코

는 <표 5>와 같이 사진, 그림, 텍스트, 만화,

신문사설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자료를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보활용을 통한 교과학

습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정보활용교육의 모형(B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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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단원 소단원

(오리엔테이션 홀)

제1장: 역사의 흐름과

지역의 역사

제1 : 재미있는 역사 발견

1. 역사란 무엇인가?: 사진으로 본 어느 마을

2. 주변의 사물에 한 역사를 조사해 보자

3. 시 의변화를알아보자.: 연표를보고시 를 구분해보자.

제2 : 주변의 것에 한 역할을

조사해 시다.

1. 조사해 보고 싶은 과제를 찾아보자.

2. 지역에 한 정보를 수집해 보자

3. 야외조사와 청취조사를 해 보자

4. 자료를 정리하여 종합해 보자

5. 발표하고, 평가해 보자

(원시․고 의 시실)

제2장: 고 국가와

동아시아

제1 : 인류의 등장과 문명의 탄생 1․2, 세계사를 탐구해 보자①, 3․4

제2 : 동아시아와 왜(倭) 1, 역사의 무 ①, 2

제3 : 천황과 귀족 심의 정치와

문화

1․2․3․4, 역사의 무 ②, 역사에의 도 ①,

체험보고서①, 지역조사①

( 세의 시실)

제3장: 무인정치와

동아시아

제1 : 무사세상의 시작 타임 슬립①, 1․2, 역사의 무 ③, 3․4

제2 : 바다 개척 시 타임 슬립②, 1․2․3․4

제3 : 재와 연결된 생활문화 1․2․3, 역사에의 도 ②, 체험보고서②, 지역조사②

(근세의 시실)

제4장: 무인정치의 발 과

세계의 변화

제1 : 란에서 천하통일로
타임 슬립③, 1, 세계사를 탐구해 보자②,

역사의 무 ④, 2․3․4

제2 : 막부체제와 동아시아 1․2․3․4․5․6

제3 : 천하태평의 시기 타임 슬립④, 1․2, 역사의 무 ⑤, 3, 역사의 무 ⑥

제4 : 변화하는 사회와 책 1․2․3․4, 역사에의 도 ③, 체험보고서③, 지역조사③

(근 시실)

제5장: 근 일본의 변천과

국제사회

제1 : 구미제국의 충격과 일본 1․2․3․4․5

제2 : 새로운 가치 의 근원 타임 슬립④, 1․2․3, 역사의 무 ⑦, 4․5, 역사의 무 ⑧

제3 : 국회개설과 변천 1․2․3․4

제4 : 아시아의 일본에서 세계로 1․2․3․4․5, 역사에 도 ④, 체험보고서④, 지역조사④

(근 시실)

제6장: 양 세계 과

일본

제1 : 세계정세와 민주주의 타임 슬립⑤, 1․2․3․4․5․6, 역사의 무 ⑨

제2 : 일본과 아시아 쟁
1․2․3․4․5․6, 역사의 무 ⑩, 7․8,

역사에의 도 ⑤, 지역조사⑤

(근 시실)

제7장: 의일본과세계

제1 : 후일본의 성장과 국제 계 1․2․3․4․5

제2 : 재의 일본과 세계 1․2

<표 4> 일본의 학교-역사 교과서의 체제 분석

에 의한 과정(과제정의-정보탐색 략 수립-정

보탐색 근-정보이용-정보종합-정보평가)

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의 제3장에 나오는 ‘지역조사’ 코 는

<표 6>과 같이 각 장(章)에서 공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되 자료 이나 도서 을 활용하여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

도록 구상하고 있다. 자료 이나 도서 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이나 자료정리 방법 등을 소

개하고 있으며, 5개의 ‘지역조사’ 코 를 학습

하고 나면 보고서 작성은 물론 다양한 표 활

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이나 도서 력

수업의 에서 볼 때 ｢中學生の歷史｣교과

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1장 제2 이

다. 제1장 제1 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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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해결과제 주요 제시 자료 과제해결과정 정보활동

1
역사 그림의
해석

역사 그림의 해석 역사 그림 정보(결과)/원인(추리) ․정보분석

2 침몰선 추리
침몰시기, 목 지, 항해목 , 침
몰이유

사진, 그림, 그래픽 정보(결과)/원인(추리)
․정보분석
․정보종합

3
좋아하는
역사 장면

좋아하는장면을골라시 극을
만들어 보자.

만화 시

․주인공 결정
․기간 결정
․도서 에서 자료수집
․시나리오 작성
․4컷 만화
․시 고증
․시 극 발표
․의견 교환

․과제정의
․정보분석
․정보종합

4
동아시아와
일본의 계

․자료에 등장하는 3인의 인물
에 한 의견을 정리하고

․3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
의 의견을 진술해 보자.

3인 등장 만화 -
․정보분석
․정보종합

5
시 하의

정보와 교육

․ 쟁에 한사람들의생각을
생각하면서아래의자료를검
토해 보자.

․자료를해석하고, 자신의생각
을정리하여, 을쓰고, 발표
해 보자

․1930년 학생의 작문
․1930년 를 배경으로
한 장편만화

․삽화, 그림자료
․1930년 일본, 미국의
신문기사, 사설

-
․정보분석
․정보종합

<표 5> 일본의 학교-역사 교과서의 ‘역사에의 도 ’ 코 구성

번 호 주 제 과제 해결 방법

1 원시․고 시 조사
․고분 조사방법․자료 조사방법

․자료정리방법(보고서, 연표, 사진, 지도활용법)

2 세시 조사
․유 지 조사․박물 조사

․자료정리방법(보고서, 다양한 표 방법)

3 근세시 조사
․자료 에서의 조사방법․자료 에서의 체험방법

․자료정리방법(보고서, 계도, 시 순 정리법 등)

4 근 조사
․도서 참고 에서의 조사․유 조사

․자료정리방법(삽화, 기사의 제목, 사설, 고 등 신문형식의 정리)

5 근 조사
․체험에 의한 조사

․자료정리법(지도와 사진에 의한 정리)

<표 6> 일본의 학교-역사 교과서의 ‘지역조사’ 코 구성

간략히 소개한 다음 제1장 제2 에서 곧바로

역사 교과를 탐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소개

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장 제1 은 5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소단

원은정보를활용하는과정(단계)에따라 ‘과제

를 결정해 보자-정보를 수집해 보자-청취조사

를 해보자-종합해 보자-발표․평가해 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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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구성 정보활용과정(Big6)

① 조사해 보고 싶은 과제를 찾아보자
�√과제를 결정해 보자 ￫자료를 찾아보자(조사) ￫분석해 보자 ￫정리해 보자 ￫발표․평가해 보자

과제정의

② 정보를 수집해 보자.
과제를 결정해 보자 ￫�√자료를 찾아보자(조사) ￫분석해 보자 ￫정리해 보자 ￫발표․평가해 보자

정보탐색 략

정보탐색 근

③ 야외조사와 청취조사를 해 보자.
과제를 결정해 보자 ￫자료를 찾아보자(조사) ￫�√분석해 보자 ￫정리해 보자 ￫발표․평가해 보자

정보탐색 근

정보이용

④ 자료를 정리하여 종합해 보자.
과제를 결정해 보자 ￫자료를 찾아보자(조사) ￫분석해 보자 ￫�√정리해 보자 ￫발표․평가해 보자

정보종합

⑤ 발표하고, 평가해 보자
과제를 결정해 보자 ￫자료를 찾아보자(조사) ￫분석해 보자 ￫정리해 보자 ￫�√발표․평가해 보자

정보종합

정보평가

<표 7> 일본의 학교-역사 교과서의 ‘지역조사’ 코 구성

같이 편성하고 있다. 1단원에서 결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2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3단원에

서야외를조사를하며, 1-3단원에서조사, 수집

한자료를 4단원에서정리하고, 5단원에서발표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 구성의

사례를소개하면<그림 1>에서 <그림 4>와같다.

<그림 1>과 <그림 2>는제1장제2 의 2단원

에 한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도서 , 자료 ,

박물 ,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에

해서 상세히 다루고있다. <그림 3>과 <그림 4>

는제1장 제2 의 4단원으로자료를종합, 정리

하는 방법과 사례를 다루고 있다.

｢中學生の歷史｣교과서의 제1장 제2 은

․ 등학교의 교육과정 운 상 학기 에 지

도해야 할 내용이며, 학기 에 우선 으로 자

료조사 활용방법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제1장 제2 의 단원은 단순

히 역사교과의 지식만을 다루지 않고, 역사 교

과의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론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정보활용교육 모형(Big 6)에서 제시한 정보활

용 과정과 일치한다. 최소한 학교도서 에서

이 단원을 다룬다면, 보다 효과 으로 교과학

습을 개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 문가인 사

서교사와 력하고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정보

활용교육과 연계하면 더욱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3.3 일본의 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

일본의 학교 지리교과서｢社會科 中學生

の地理, 帝國書院(2005)｣는 <표 8>과 같이 3

부7章 37項으로 편성되어 있다. 체 으로는

통 인 교과서 체계 즉, 단원- 단원-소단

원의 개념을 도입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 교과

서나 기존의 교과서 체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각각의소단원에

서는 교과내용을 단순히기술하는데 그치지 않

고, 교과 련자료를제시하고, 이자료를바탕

으로 각종 학습활동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5>는 소단원 편성의

형 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같

이각각의소단원에서는사진, 그림, 삽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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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탐색 근활동 <그림 2> 정보탐색과 도서 활용

<그림 3> 자료정리 정보종합 활동 <그림 4> 정보종합 표 사례소개

<그림 5> 일본의 지리 교과서 소단원 편성 형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의 용 방안에 한 연구 167

단원 단원 소단원 제시자료 학습활동 심화․보충활동

제1부

세계

모습

제1장

세계의

모습

1.우리의 별 지구의 모습 사진, 텍스트 사진 해석 사진을 통한 조사, 논술

2. 여행하고 싶은 나라
잡지, 세계지도, 팸 릿, 신문 조사하여 색칠 조사하여 지명 작성

․지명정리방법

3. 여러 국가의 면 조사
세계지도, 사진, 통계자료 조사, 정리 통계자료를 사용한 면 조사

․지도첩과 통계자료의 사용방법

4. 여러 국가의 국경선 조사 사진, 지도, 탐색 정리 노트정리

5. 지구의 번지수 사진, 지도, 삽화 탐색 설명 지명의 치 탐색

6. 도가 달라지면? 사진, 삽화, 도표, 추론, 탐색 탐구, 조사

7. 경도가 달라지면? 사진, 삽화, 도표, 지도 정리, 표 탐구, 조사

8. 지구의와 세계지도 세계지도, 지구의 사진 탐색 설명 비교, 탐구, 조사

9. 세계의 약지도 세계지도, 삽화, 설명도 그리기 노트정리, 약지도 그리기

제2장

일본의

모습

1. 세계 속의 일본 사진, 삽화, 세계지도 탐색, 확인 작성, 설명

2. 일본의 범 는 어디까지? 사진, 세계지도 선택, 기술, 비교 조사, 기술, 표

3. 일본의 도도부 사진, 삽화, 일본지도 조사, 색칠, 완성, 조사, 기술

4. 특징별 도도부 조사 일본지도, 사진 기술, 설명 기술, 완성

5. 일본 지역의 구분 일본지도, 사진, 삽화, 여행서 조사, 설명 조사, 그리기

6. 일본의 약지도 지도, 삽화, 오려붙이기, 탐색, 확인 그리기

제2부

지역조

사

제1장

지역의

조사

1. 조사할 과제를 결정해 보자 사진, 과제해결 순서도 과제탐색, 과제결정

2. 조사해 보자. 삽화, 사진,
조사과정, 비물, 질의서식 작성법, 노트작성법,

사진자료 해석법

3. 조사범 를 확 해 보자. 지형도, 사진, 통계자료 심층 분석, 조사 범 확

․통계자료와 통계지도 사용법

4. 다양한자료를가지고심층, 조사해보자. 자료탐색, 인터넷활용, 통계수치 가공, 도서 이용

5. 조사결과를 정리, 발표해 보자. 보고서 작성법, 다양한 표 방법

제2장

도도부 의

조사

1. 도도부 을 조사해 보자. 지도 통계자료로부터 지역의 특색 탐색방법

2. 여러 지역의 을 조사해 보자 지도 통계자료로부터 지역의 특색 탐색방법

3. 특징별로 을 조사해 보자 지도 통계자료로부터 지역의 특색 탐색방법

4. 다양한 에서 을 조사해 보자 지도 통계자료로부터 지역의 특색 탐색방법

러스알 : ①비교조사, ②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조사, ③비교와 조에 의한 조사

제3장

세계의

각국

조사

1. 세계 각국 조사

조사방법 련 자료 제시 조사방법(자료수집, 분석 종합, 정리 등)
2. 일본 지역과 다른 국가의 조사

3. 일본과의 계에 주목한 국가 조사

4. 일본과의 력 계에 주목한 국가조사

러스알 : 심․흥미에 따른 조사방법

제3부

세계와

일본

제1장

다양한

측면의

일본

1. 자연환경의 특징 지도, 사진, 삽화 탐구, 기술 비교, 종합

테마학습①(습지보존):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2. 인구의 특징 텍스트, 사진, 삽화 독서 탐색, 추론

테마학습②(환경보존):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3. 지역 간의 연계 특징 지도, 사진, 삽화 탐구, 기술 탐색, 추론

테마학습③(지역의 국제화):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4. 생활 문화의 특징 지도, 사진, 삽화 비교, 설명 탐구, 조사

테마학습④(세계 속의 일본 생활문화):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5. 자원과 산업의 특징 지도, 사진, 삽화, 통계 탐색, 설명

테마학습⑤(첨단기술):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테마학습⑥(농업활동과 폐기물):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테마학습⑦( 농기술):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테마학습⑧(정보와 농업):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테마학습⑨( 지역): 테마 련 자료 제시와 로젝트 학습

제2장

특색으로

본 일본

1. 세계와 비교한 일본의 특색 지도, 삽화, 노트카드 자료조직, 비교 자료조직, 비교

2. 일본의 특징 홍보 삽화, 엽서 정보표 정보표

3. 일본지역의 특색 정리 지도, 삽화 비교, 기술 탐구, 조사

4. 일본지역의 특색 홍보 지도, 삽화 조사, 분석 조사, 분석, 정보표

․인터넷 활용법

<표 8> 일본의 학교-지리 교과서의 체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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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도, 백과사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자(やってみよう)’, ‘단계를 올려보자(ス

テップ-ァッブ)라는 학습활동과 과제를 부여

하고 있다. ‘해보자’는 기본 학습활동이며, ‘단

계를 올려보자’는 교수이론에서 일반 으로 말

하는 심화․보충활동에 해당한다.

소단원의 간 간에 ‘ 러스 알 ’와 ‘테마

학습’ 등 교과내용을 탐구하거나 조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코 를 마련하고 있다. ‘ 러스 알

’ 코 는 교과와 련하여 학생 개개인의

심과흥미에따라서 탐구, 조사할수 있도록 마

련한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러스 알 ’ 코 에서는 지도자료 조사, 지리사

과 기행문 조사, 인터넷 조사 등 정보자료의

활용방법을 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테마학습’은 체 으로 8개의 코 를 마련

하고있고, 교과와 련된 특정테마 그리고 테

마와 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고,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테마학습’

은 일종의 로젝트 기반 학습이다. 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은 학생들

로 하여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과제해결

을 한 계획을 세우며,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

하는가운데과제해결을 한계획을실행하고,

그 실행과정과 결과를평가하고 반성하는 일련

<그림 6>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 러스 알 ’ 코 의 편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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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들을 직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교수-

학습방법이다(허희옥 등 2003: 162).

한, 일본의 학교 지리 교과서 제2부에서

는 단원명 자체가 ‘지역조사’에 해당하는 만

큼 단원 체를 탐구, 조사활동을 통하여 학습

을 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지도

통계자료는 물론 신문, 잡지, 사 등을 활용하

여 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하여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형

태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7>은 지리

교과서 제2부의 조사활동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문자료의 활용과 보고서 형태로자료를 정리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中學生の地理｣교과서는 체 으로 교과

서라기보다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잡지와 같

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 으로 잡지를 볼

때에 그림, 사진, 텍스트를 라우징하면서 간

혹 퀴즈나 퍼즐을 풀어보는 형태와 유사한 구

조를 갖고 있다. 한, 백과사 을 기술하듯이

객 인 교과지식을 그 로진술하고 있는 부

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의 학습자

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자료를 바탕으

로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각단원에서제시하고있는학습자료는

지리교과서의특성상지도, 사진, 통계자료를활

용하도록하고있으나, 지리교과서 체를학습

하고 나면 포 으로 학습자료의 종류와 사용

법을읽힐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한, 지리

교과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젝트

기반학습의 ‘테마학습’ 코 는교실에서는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7>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탐구․조사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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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의｢中學生

の歷史｣와 ｢中學生の地理｣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新

學習指導要領’에서는 교과학습에 있어서 학

교도서 자료 이용에 한내용을 선언 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교과서

는 학교도서 에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中學生の歷史｣와 ｢中學生の地理｣

교과서모두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수업을

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中學生

の歷史｣교과서에서는 첫부분에 학교도서 의

자료 활용 자료조사에 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中學生の地理｣교과서에서는각 단원마

다학습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자료를 바탕으

로학습과제를해결할수있도록구성하고있다.

셋째, 교과 내용의 지식 달에 그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과 자료 활용을 통한 학습을 유

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교도서 을 이용하

는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

4. 도서 활용수업을 한 교과서
개편 방안

국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서를 개발하고,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교과서가 학교교육에 끼치는 향

력이 임을 지 한 바 있다. 교과서 심

의 교육 환경에서는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이 교육의 이념에 알맞고, 당

성이 있다하더라도 교과서를 편성할때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한 내용이 반

되어 있지 않으면,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의 구 은 실 인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을

학교 장에 정착시키기 해서는 각 교과의

교과서에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한 사항을 반 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합한 형태로 교과서를 개

편하기 한 방안으로는 제도개선의 측면, 교

과서 재개발의 측면, 도서 활용수업 교재 개

발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 제도개선의 측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형태로 교과서를개편하기 해서는 먼

교과서 개발에 인 향을 끼치는 ‘국가

수 의 교육과정(교육인 자원부 고시)’, ‘교과

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 교과서 검

정․인정기 (교육인 자원부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수 의 교육과정’은 행 ․ 등교육

법 제23조(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교육인 자원부장

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 과 내

용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한,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에서는 <표 9>와 같이 교육인 자원부

장 이 교과서 검정 혹은 인정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검정․인정도서의 최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 에 교과용도서의 종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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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 , 편찬상의 유의 등을 공고하도

록 규정하고있다. 이 기 에 의거 2007년교육

인 자원부장 이 고시한 검정기 을 보면 헌

법정신과의 일치,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지 재산권의 존 , 내용의 보편타당성

등 각 교과의 내용에 한 기 만 제시하고 있

을 뿐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7).

따라서바람직한 교과서 특히, 도서 활용수

업 도서 력수업을 유도하기 해서는

․ 등교육법에 의거 교육인 자원부장 이

고시하는 ‘국가수 의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검정․인정기 ’에 도서 활용수업 도서

력수업’에 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의 수업을

개함에 있어서 일정 단 의시간을 도서 활

용수업에 할애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사

서교사가 지도하는 정보활용교육과 교과교육

을 통합하여 운 하는 도서 력수업의 방법

과 내용에 해서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 ‘교과용도서 검정․인정기 ’에는 헌

법정신과의 일치, 내용의 보편타당성 등 교과

내용과 련된 기 이외에 교수-학습의 방법

특히, 학교도서 의 정보자료 활용에 한 사

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4.2 교과서 재개발의 측면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형태의 교과서로

개편하기 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기존 교과

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기존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재개

발한다는 의미는 지식 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를 분석하여도서 활용수업 도

서 력수업에 합한 형태로 환한다는 것

이다. 다만, 단 학교 장에서 각 교과별로 기

존의 교과서를 재구성, 재개발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 단체와 각

교과 련 단체간의공동 의체를 구성하여 새

로운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 국의 사서교사들로 구성된 ‘학교도서

의회(http://www.ksla.net)’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교과별로교과 의회가 구성되어있

교과서 련 법령 내 용

․ 등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 자원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 자원부장 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합한 기 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학교의 교과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 통령령 제18429호)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인 자원부장 은검정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어도그 검정도

서의최 사용학년도개시 1년 6월이 에다음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검정할교과용도서

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 5. 편찬상의 유의

검정․인정기

(교육인 자원부령)

① 헌법정신과의일치, ②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일치, ③지 재산권의존 , ④내용의

보편타당성

<표 9>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 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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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서교사 련단체와 교과 의회가 참여하

는 공동 의체를 구성하여각 교과별로 도서

활용수업이나도서 력수업에 합한형태로

교재를 개발하여 국 으로 보 한다면 재

보다는 훨씬 더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

수업을정착시키는데기여할 것으로본다. 다만,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형태로 기존의 교과

서를재구성, 재개발하기 해서는다양한정보

자료를활용하는사고력 심의교과서, 이론과

실을고려한실용 인교과서, 교수-학습과정

을 안내하고 정보활용의과정을 시하는 교과

서 체계로 개발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루이지

애나 주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력에 의해서 도서 력수업을 한 교

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을다음과 같이제시하고있다(Louisian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4:15).

첫째, 교과단원 테마 분석, 정보활용교육

의 단원 분석 각 교과와의 연계기능 검토

둘째, 교수-학습방법 주요학습활동, 정보

활동 검토

셋째, 학생들의 최종 산출물과 산출 과정

넷째, 학생평가의 과정 방법

4.3 도서 활용수업 교재 개발의 측면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형태의 교과서로

개편하기 한 방안으로 가장 이상 인 것은

앞서 언 한 제도개선과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의 공동 의체에 의해서 교과서를 재구성, 재

개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에

의한 방법은 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

움이 상되며, 두번째방법즉, 사서교사와교

과교사의 공동 의체에서 교과서를 재개발하

는 방법은 각 교과교사의 극 인 력이 없

으면 불가능하다는 실 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교재를 사

서교사 혹은 학교도서 계에서 개발하는 방안

은 사서교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쉽게 개

발할 수 있고,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만, 제도 개선에 의한 방안과 사서교사와 교

과교사의 공동 의체 구성에의한 방안에 비해

서 일반화 국 인 확산에 어려움이 상

된다.

이미사서교사가정보활용교육을 개하는데

필요한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김용철(1998)

교수 등은 고등학생의정보활용능력 신장을

한 교과서로서 ｢정보와 매체( 한교과서)｣를

개발한 바 있고, 2003년에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 등학교 정보와 도서

( 한교과서)｣, ｢ 학교 정보와 도서 (

한교과서)｣, ｢고등학교 정보와 도서 ( 한교

과서)｣를 각각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와 매체( 한교과서)｣는 정보

활용과 련된 지식내용을 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 ․고등학교

의 ｢정보와 도서 ( 한교과서)｣교과서는 학

생들이 다양한 정보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각 교과의 련 주제를 심

으로 단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각 교과의 단원과 내용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 계 혹은 사서교사를 심

으로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서를 개발하되,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을 지향하기

해서는 각 교과의 단원 테마를 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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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각 교과의 학습내용에 합한 정보

자료 학습활동을 명확하게제시함으로써 교

과교사와 연계한 수업의 가능성을도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학교도서 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수업과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

을 개하는 도서 력수업은 21세기 지식기

반사회에 응한 가장 합한교수-학습방법이

라는 에 해서는 학교도서 계는물론 교육

계에서도 차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개발 정책을

국가에서 장하는 교과서 심의 교육환경에

서는 학교 장의 교수-학습방법은 교과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서에 반 되

어 있지 않은 교육이념은 아무리 당 성이 있

다 하더라도 이념이나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학교 장에 직 인 용이 어렵다. 도서 활

용수업이나 도서 력수업 한 외가 아니

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합한 교육방법

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지식 달 암기

주의 교과서 편제로 인해 학교 장에서

리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합한 형태로 편성되어있는 일본

의 학교 사회과 교과서(中學生の地理, 中

學生の歷史)를 분석함으로써 도서 활용수업

에 합한 교과서 개편 방안을 제안하 다. 일

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新學習指導要領’에 학

교도서 자료의 이용에 한사항을명시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교과학습을 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교과 내용의 달에

그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 자료활용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활용수

업과 도서 력수업을 학교 장에 정착시키

기 한 방안으로서 제도개선의 측면, 교과서

재개발의 측면, 도서 활용수업 교재 개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도서 활용수

업에 합한 형태의교과서로 개편함에 있어서

제도개선의 측면은 국 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어려움이 상된다. 한,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의 공동 의체에 의해서 교과서를

재구성, 재개발하는 방법은 각 교과교사의

극 인 력이 없으면구 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상된다. 끝으로 학교도서 계 혹은 사

서교사를 심으로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

서를 개발하는 방안은사서교사의 노력과 의지

에 따라서 쉽게 용할 수 있으나 각 교과교사

와의 력수업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상

된다.

따라서 창기에는 사서교사를 심으로 정

보활용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을 한 교과서

를 개발하여 장에 용하고, 차 교과교사

와의 공동 의체 구성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을 반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심의 교육환경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의 개발

이 학교도서 의 이념을구 하는 핵심 인 과

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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