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NIE 기반 교육 로그램 개발*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the NIE 

이 능 금 (Neung Geum Lee)**

김    용 (Yong Kim)***

김    건 (Geon Kim)****

 록

본 연구에서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기반으로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사회과 교수  

학습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매일 변하는 실을 반 하는 신문과 상징 이고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령기록물을 목하여 교과서와 실사회를 연계하고 정보화 사회에 필수 인 

정보처리 능력 함양을 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학습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생들은 더욱 풍부한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인 NIE를 기반으로 하는 통령기록물 교육 로그램을 

제안하고, 실제응용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the 

NIE for social studies. Especially,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develop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through newspapers reflecting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for users 

of presidential archives. With the process,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sers to develop 

information literacy, which has become a necessity in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 students may have various experiences, wider perspective and diversity with 

self-directed learning. To perform the goal, this study proposed an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NIE and an appli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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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통령은 최

고 통치자로서 통령의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언행이나 행  하나하나가 매우 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기록한 통령기록물은 다양한 

정부기록들 에서도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통령기록물

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통령기록 을 

운 하며 기록물을 리․보존하고 있다. 나아

가 근래에는 정부와 국민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공공의 의사결정 사항에 한 신속한 

여론수렴 등 국민의 능동  참여를 독려하기 

해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웹으로 제공하

고 있다. 한 정보공개, 교육, 시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구

나 쉽게 통령기록물을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 활용  측면

에서, 통령기록 은 통령기록학교라는 콘

텐츠를 별도로 구성하여 통령기록물을 교육

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

령기록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

록으로써 핵심 인 가치와 권 를 지닌 통령

기록물은 신뢰성 있는 사료로써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에 익

숙하지 않은 청소년 계층은 통령기록물이 지

닌 공 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록물 자체를 직

인 수업에 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

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통

령기록물은 정치, 외교, 사회, 경제를 포 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당 의 사

회상을 풍부하게 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  통령의 활동  업 에 한 역사  평

가를 한 요한 사료(김건 외 2013)이기 때

문에, 교육 장에서의 통령기록물은 수업을 

한 자료로써 매우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령기록물이 가치고 있는 가

치와 요성으로 인하여 직간 으로 통령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NIE에 기반을 둔 

통령기록물의 교육 로그램 개발은 공 인 자

료를 달하는 신문을 활용하여 정보 분석 능

력과 건 한 사회의식, 이와 더불어 통령기

록물에 한 청소년층의 정 인 인식 환에 

큰 도움을  것이다.

교과서와 함께 보조교재로 활용되는 NIE 

(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통해서 교

과서 내용이 실제 생활과 어떻게 목되는지 학

습자가 이해하고, 포 으로 기술된 교과서 내

용을 신문의 사진을 포함한 기사 내용을 통해 구

체 이고 심층 으로 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이러한 NIE는 학업성취도 향상에서도 단

히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문성 외(2010)

의 연구에 따르면, 고 모두 신문자료를 활

용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그 지 않은 학

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객 식 보다는 

주 식에,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분석 등의 

고  사고에 더욱 효과 이라고 분석된다. 한

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NIE

를 실시한 학 의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

들에 비해 교과 성 이 평균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험반 학생의 학업성취도

는 평균 72.4 (100  만 )으로 비교 반의 53.2

에 비해 19.2  높았고, 등학생은 평균 61.4

(비교 반 46.0 ), 고등학생은 55.4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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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43.29 )으로 고 학생 모두 비교 반에 비

해 12-15  가량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황유선 2011). 이에 본 연구는 이미 리 활용

되고 있으며 교육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행 

교육 환경에 바로 용 가능한 NIE 신문 활용 

교육을 기반으로 통령기록물을 목시켜 통

령기록물을 극 으로 활용하고 공유․확산하

고자 한다.

 

1.2 연구목   방법

본 연구는 궁극 으로 통령기록물을 활용

한 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방

안을 목 으로 한다. 일반 으로, 사회과는 단

순한 암기나 임기응변이 아닌 사고력, 문제 해

결  응용 능력, 자료 활용 능력, 능동 인 태

도 등 종합 인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

과의 교수/학습 방법은 새로운 사회 상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

해하며 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처 가능하

게 해 다. 이를 해 사회과에서는 신문, 잡지, 

사진, 그림, 지도, 도표, 연표 등 다양한 교수/학

습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제5장 교수․학습방법에서 “  사

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

터 보조 학습(CAI)과 인터넷 활용교육(IIE)을 

극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교수/학습 방법으

로 NIE 교수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자들은 그 어떤 교과목보다도 

큰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사회과를 선택하 고, 

한 사회  이슈에 한 기  지식에 심을 

두기 시작하는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통

령기록물을 활용한 NIE 기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

령기록  행조사, 교육과정 분석,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방안 등 구체  사례제시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련 홈페이

지에 한 내용분석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열람을 통하여 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 으며 통령기록 에 직  방문하여 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련 자료  정보를 

수집․검토하 다. 우선 으로, 기존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  배

경인 NIE에 한 이해와 방법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재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 제공 황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하 으며 행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을 통해 집 으로 로그램화할 부분을 선정

하고, 통령기록 의 기록물 분석을 통해 교

육 으로 활용가능하고 수업에 직  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 집 으로 연구하 다. 결

국, 본 연구는 NIE를 기반으로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로그램의 구체

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통령기록물의 교육

 활성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써 고려되고 

있는 NIE와 련된 주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경은(2012)은 NIE의 교육

 효과를 통계와 분석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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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요청되고 있

는 재의 니즈를 반 하여, NIE 활성화를 

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별 가이드북

이나 교과별로 주요 학습 주제에 따른 NIE 로

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설규주 등(2011)은 

NIE가 오랫동안 사회과 수업의 주요한 방식으

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여

히 단순하다는 을 지 하며 다양한 형태

의 학습 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과 궁

극 으로는 교과서나 교수학습 매뉴얼과 같은 

체계 인 교육과정으로 발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 다. 임석희와 홍 옥(2005)은 속한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의 한계를 

지 하며 이를 극복하기 해 신문을 활용하는 

NIE를 학습 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수업

장에 용하여 학교 사회과수업에 있어 보

다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 다. 

상기에 언 된 연구들은 NIE를 단독으로 활

용하는 교육 로그램에 한 사례연구와 활성

화 방안  개선사항에 한 연구, 컨  학

생  교사의 의견을 자료개발에 극 반 함

과 동시에 학교실정에 맞게 수업지도안 개발 

 제공,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제

안하고 있다.

한편,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교육 로

그램과 련된 연구에는 기록 의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로그램과 기록 의 기록물을 이용

자의 지  성취를 한 교육에 활용하는 로

그램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교육

 성과를 기 할 수 있는 로그램에서 통

령기록물을 더욱 활용하고 청소년층의 교육 활

동에 용 가능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목

을 두고 주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건 등(2013)은 통령기록물을 가공하

여 직  역할극으로 시연해보고 토론을 수행해 

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다고 

단하여, 아동․청소년의 다 지능 역을 향상

시키기 한 자원기반학습의 Big 6 모형을 용

한 교육 로그램을 제안하 다. 이진 (2012)은 

이용자가 직  통령 기록물을 하고 분석하

는 교육방법의 한계를 지 하면서, 교수 학습 

활동의 세부 구성 요소로 통령 문서를 기반

으로 하는 인스토 , 토론, 청강, 스토리텔

링 등을 제안하 다. 이 혜(2012)는 행 교

육과정에서 통령기록 에 한 단순한 강의

나 견학 등의 문제를 지 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기록물을 자원으로 하여 다양한 연계 교

육 로그램 개발과 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반 한 통합식 체험교육, 학교연계교육 등 다

양한 근 방식 도입을 제안하 다. 

의 선행 연구를 분석해볼 때, 교육 분야와 

연 된 통령기록물에 한 연구 흐름은 이용

자 계층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로그램 개발

이나 인식 환을 통한 기록 과 기록물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는 제안에서 2012-2013년에 들

어서는 교육 환경에 직  용 가능한 교육

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기록 자원에 기반을 둔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 연구, 통령기록물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등 교육 연구, 다 지능 이

론 기반의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 등

은 통령기록물을 기록 에서 이용하는 방법

이 아니라 실제 교육 활동에 목시키고 활용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부분의 연

구에서 연구자들은 재 통령기록 에서 제

공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의 주제가 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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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공된 콘텐츠만으로는 실제 교육환경에 

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 하면서, 통령

기록 에서의 공교육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언

한다. 특히 제공하고 있는 주제를 더욱 심화 

발 시키거나 주제 외의 사회교과목 학습주제

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다채로운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2. 이론  배경

2.1 NIE 개념과 목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서, 우리말로 옮기면 ‘신문 활용 교육’이다. 구

체 으로 최상희(2003)의 견해에 따르면, NIE

는 ‘신문을 교재 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한 교육’

이며, NIE의 활동을 여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

다. 첫째, 신문에서(신문을 두고) 교육 인 요

소를 찾아 학습하는 경우다. 둘째, 신문과(신문

을 갖고) 친근해지기 해 신문으로 다양한 표

을 하거나 공작 활동을 하는 경우다. 셋째, 신

문처럼(신문을 보고) 개인 는 모둠이 신문을 

만들어보는 경우다. 넷째, 신문으로(신문을 읽

고) 읽기․쓰기, 즉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경

우다. 다섯째, 신문 속에(신문을 통해) 다루어

지는 정보의 종류와 요성을 이해하는 경우다. 

정보를 다룸으로써 정보에 한 탐색 능력, 분

석 능력, 응용 능력 등 정보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섯째, 신문마다(신문에서 찾은) 고유한 

특징이나 주장을 분석해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비  능력을 배양하는 경우다. 이처럼 

NIE는 교육방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고 다

양한 형식이 존재하지만, 공통 인 것은 교육매

체 역할이 가능한 신문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

로 우리의 교육환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디지털 컨버 스 시 의 우리 사회는 최근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는 반복 이고 원론

인 이론을 다루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모

두 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신문은 

NIE 효과 내용

동기부여

(Motivation)

신문은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며, 통 인 

학교 교재보다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다.

정보제공

(Information)

신문은 두 가지 기본 인 정보의 물음들, 즉 ‘무엇이 어떻게 나?(뉴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사설과 칼럼)’에 답하는 뉴스매체이므로 요한 교수 자료가 된다.

통합성

(Articulation)

신문의 내용 자체가 다른 요 사항이나 능력을 함께 길러  수 있다. 를 들어 정치 만화를 

통해 이해력과 상징, 풍자 등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만화의 배경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치 

사건에 한 충분한 이해도 따라야 한다.

감상력

(Appreciation)
정보와 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신문은 독자들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

동학습

(Cooperation)

토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등 교수방법에 변화를 으로써, 동학습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한 여럿이 문제를 풀고 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동하는 자세를 길러 다.

<표 1> 교수․학습방법으로써 NIE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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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롭고 다양한 실 세계의 정보를 제공

하며, 변하는 사회 상을 다채로운 으

로 제시한다. 한 한 번 보고 지나쳐버리는 

상매체와 달리, 신문은 인쇄매체로서 읽고 분

석하고 생각하게끔 함으로써 수용자의 능동 인 

사유  태도를 요구한다. 이런 연유로, 다양한 

뉴미디어의 시 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활용한 

교육방식이 활발히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신문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NIE의 효과는 동기부여, 정보제공, 통합성, 감상

력, 동학습,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보다 세부 인 내용은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최상희 2010; 황유선 등 2011 재인용). 

2.2 NIE 방법론 

NIE를 용한 수업에서 요한 것은 무엇보

다도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깨우칠 수 있도록 

자기주도 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방법에 한 연구와 

함께 치 한 수업 비가 요구되고, 학습자가 

사  비와 평가에 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

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NIE를 용한 수업

의 구체 인 방법은 학습자와 교사, 교수 환경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NIE 방법은 교육형식, 교육내용  교육 매

체에 의해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교육 형식을 

기 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신문을 직  선정

하여 교과에 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교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학습 수 , 교

과 목표에 알맞은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이다. 교육내용에 의

한 구분 방법은 분산  근과 주제 근법이 

있는데 분산  근법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수업진행과정에서 학습 내용과 련이 있는 신

문의 자료가 있으면 4분에서 5분정도 그 자료를 

교재와 련시켜 지도하고, 그 신문 자료의 활

용이 끝나면 계속 본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를 들어 외교정치 해 수

업을 하다가 최근에 순방을 떠난 박근혜 통령

의 신문의 기사나 사진 등을 수집하여 교재로 

4-5분 정도 활용해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계

속 본시 수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근 방법으로는 신

문자료가 갖는 교육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주제 근법이란 신문의 다

양한 자료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 인 계획을 세워서 2-3시간 정

도 집 지도를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한 정보 

자료의 처리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매체에 의한 구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첫 번째

는 신문 주의 방법으로 신문만이 수업에 핵심

이 되고, 기타 매체는 일부 요소로 부분 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신문과 다른 인

쇄매체와 병행하는 방법으로 신문 주의 수업

이 아니라 신문과 책, 신문과 잡지, 신문과 홍보

지 등 여러 인쇄매체가 병행되어 수업이 진행되

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매체가 혼합

된 방법으로 신문과 TV, 신문과 라디오, 신문

과 컴퓨터, 신문과 TV, 컴퓨터 등 신문과 다른 

미디어를 극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다.

이처럼 학교 장에서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방법  선택, 활용비율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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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처해있는 교육  상황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분명한 은 다양한 NIE 교육의 

활용을 통해 최 한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다.

   3.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 개발 제안

3.1 통령기록 의 온라인 교육 로그램 

운 황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기록학교를 통하

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기록 체험 교실 등의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교육지원 온라인 콘텐츠에 을 두고 살펴

보았다. 통령기록학교에서는 등, 등교실

이라는 분야로 등, 등 학생을 상으로 하

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등교실은 상물과 함께 련된 기록물 정

보를 제공하는 상수업과 특정 주제에 한 기

록물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수업, 

헌법에 한 교육을 한 헌법이야기 총 3가지 

분야의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정

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다만, 오 라

인과 달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육 로그

램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한 온라인 통계

자료는 따로 없기에, 추가 으로 정보공개청구

진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도출하고 분석하

다.

<그림 1>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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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업은 통령에 한 이해와 통령 

기록물에 한 흥미 유발과 함께 학습자의 효

과 인 학습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한다. 

극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활동수업은 쓰

기, 발표하기, 체험하기 세 가지 역을 제공

하고 있으며 쓰기와 발표하기의 경우, 민주

주의, 독도 등 특정 주제와 주제에 한 개

인 설명과 이와 련된 통령 기록물을 제

시하여 개념이해를 돕고 있다. 한 이와 련

한 학습자의 의견을 표 하는 쓰기 는 토

론, 연설 등의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발표하기의 경우는 특정주제와 

련된 내용을 실제 조사하는 활동과 통령 기

록  직  방문, 발표, 다짐 등 학습자 본인에

게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

인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는 주제가 상수업

의 경우 5개, 활동수업의 경우 쓰기 3개, 발

표하기 4개, 체험하기 3개로 소량의 콘텐츠와 

제한 인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NIE와 같은 교육활동을 목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은 통령기록물의 활용․

공유․확산 차원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교육 로그램 개발 제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1) 제4장 교

육과정 편성 운  지침에서 “재량활동을 통하

여 으로 지도하되, 련되는 교과와 특

별 활동 등 학교 교육 반에 걸쳐 통합 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가정과의 연

계 지도에도 힘쓸 것”을 권장하는 ‘범교과 학

습’ 주제 3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에서 민

주시민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

육, 물 보호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농업․농

 이해 교육, 지  재산권 교육, 소비자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지속 가능 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인

권 교육, 출산․고령사회 비 교육, 다문화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심 교육 

등 다수의 주제가 사회과와 하게 련되어

있다.

이러한 범교과 학습의 개념은 학교가 지식

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  변

화하는 실과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실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능

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해 학습자에게 통령기록물은 최

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통령기록물은 우리 

삶과 하게 연결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제, 분쟁까지 모

든 범교과 인 주제가 망라된 공 인 사료로서 

구나 근 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기록물이므

로 개정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범교과 학습

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게 학습자가 통령기

록물을 토 로 범교과를 아우르는 지식을 학습

하고, 자신의 가치 을 확립한다면 어떠한 사

회 상이나 문제에 직면해도 문제를 스스로 분

석하고, 이해하며, 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습자는 소 한 

역사  경험이 담긴 통령기록물을 스스로 체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별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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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통령기록물이라는 

요한 증거를 통해, 학습자는 당시의 사건과 

상황 등을 간 으로 체험함으로써 과거와 

재를 객 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는 단순한 암기나 임기응변이 아닌 범

교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지닌 통령기

록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응용력, 자료 활용 능력, 극 인 

태도 등 종합 인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년 주기의 교과서로는 변하는 시

의 흐름을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기에, 동시

의 시 상을 반 하는 신문 활용 교육인 NIE

를 기반으로 범교과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을 제안

하고자 한다. 

3.2.1 교육 로그램 단계  주체별 역할

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

육 로그램을 하여 NIE 로그램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각 단계별 차를 따라야 하는데, 

차에는 주제설정⇨진단검사⇨지도계획⇨

지도과정⇨평가 등 5단계로 나 어지며 본시 

지도 과정은 과제선정⇨자료선정⇨문제추

구  해결⇨토론  결과발표⇨결과의 정

리  평가 등 5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송인주 1999; 

김경미 2003 재구성).

1) 주제선정

교과서의 어떤 필요한 단원을 주제로 선정하

는 경우와 신문의 기사를 주제로 선정하는 경

우 등 어떤 경우든 간에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

들과 상의해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 때 

주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해 자료가 풍부한 

주제를 선정하되 교사의 감정이나 편견이 있어

서는 안 된다. 특히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습자

의 발달 단계와 능력, 교육과정과의 련성, 자

료의 객 성, 정보처리 능력과 사고력, 참여와 

<표 2> 교육 로그램 모형



1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5

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송인주 

1999). 한 더 작은 하  주제들로 나 어질 

수 있을 만큼 범 해야 하며, 하  주제들은 

구체 인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정문성 2003). 

더불어 통령기록물을 더욱 활발히 이용하기 

해서 구나 쉽게 근하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만들어 놓은 통령 기록학

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지원 온라인 콘텐츠들 

에서 등교실의 활동수업들의 주제인 통령

의 권한, 민주주의와 통령, 독도와 통령, 경

제 발 과 통령, 통일과 통령, 유엔과 통

령, 외교와 통령, 기록과 역사 등 개정교육과

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사회과와 하게 

련된 주제를 도입하여 심화․발 시킬 수도 

있다. 교사는 수업해야할 주제가 정해지면 미리 

학습자에게 공지해 주어 학습자들이 주제에 

해 미리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진단 검사

주제가 선정되면, 교사는 주제에 한 기본

 이해와 자료 처리능력, 주제에 한 심과 

흥미, 알고 싶어 하는 , 신문을 읽는 정도, 신

문을 보는 시간, 가장 심 있는 기사, 신문에 

한 신뢰도, 통령기록 의 인식과 통령기

록물의 요성 등에 하여 사  조사나 테스

트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여 지도 계획을 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지도 계획의 수립

진단 검사 결과를 토 로 구체 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도계획을 세울 때는 주제에 

한 구체 인 목표를 행동 용어로 진술하고 

과제를 분석하여 학습의 계와 계열을 밝히고 

수업 차, 학습형태와 방법, 자료 비, 시간 

배당, 유의 , 다른 교과와의 련 등에 하여 

구체 으로 밝 야 한다.

4) 지도 과정

교사는 지도 계획이 구체 으로 수립이 되면 

지도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습

자로 하여  과제를 찾아 악하도록 하고 정

보 자료를 찾아 정선하도록 해서 주어진 문제

를 추구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를 

탐구한 내용과 다른 사람과의 발표내용 등을 

바탕으로 학습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물을 작성

하도록 한다. 지도과정은 로그램의 가장 핵

심 인 내용으로써 다음 장에서 구체 으로 살

펴보겠다.

5) 정리

모둠별로 작성한 결과물을 학  보고서로 만

들거나 학  게시 에 시한다. 한 로그

램 단계마다 교사/학습자/기록연구사, 각 주체

들은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주

체별 역할을 요약해보면 <표 3>과 같다. 

3.2.2 교육 로그램 세부사항

의 5단계 차  Ⅰ단계부터 Ⅲ단계까지

는 수업을 한 비 단계이며, Ⅴ단계는 마무

리고 Ⅳ단계인 지도과정이 실질  수업 활동 

단계로써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

램이라고 할 수 있다. Ⅳ단계인 지도과정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목 과 교육활동을 정리하

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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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단계

교과교사 학습자
기록연구사

( 통령기록 )

도입
∙지도계획수립(수업 차, 학습형태
와 방법, 자료 비, 시간 배당, 유의
 등)

∙ 통령기록  홈페이지 설정
∙애 리 이션설치
( 통령기록 모바일버 )

∙ 통령기록  홈페이지 안내 
 설정지도

∙애 리 이션 검
∙수업에 활용할 애 리 이션 
설치지도

개

∙학습목표, 평가방법 안내
∙동기유발: 학습주제에 한 필요성 
제공

∙수업 차  학습과제 안내
∙역할분담을 통한 무임승차 방지
∙학생들 수 에 따라 NIE활동 역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학습과제 해결을 한 참고 정보원
제시

∙정보원의 유형과 이용방법 지도
∙학생활동 안내  조언, 격려
(주제내용 심으로)

∙학습과제 확인  악
∙사 지식을 한 참고 정보원 활용
( 통령기록물 목록 읽기)

∙세부 인 학습과제를 한 모둠 토의
∙역할분담  모둠별 력 활동수행
∙ 통령기록  온라인 자료 수집
∙기록연구사에게 찾을 수 없는 정보에 한 
도움 요청  락되거나 페기 된 정보에 
한 검토 요청 

∙공개 거부된 자료에 한 답변 요청
∙정보 분석  해석활동
∙과제 확인  해결안 도출
∙토의와 토론을 통한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공유

∙ 통령기록  정보탐색 방법 
안내

∙ 통령기록  온라인 자료 활
용지도

∙정보공개청구 차 안내
∙ 통령기록물 목록 제시
∙학생활동 안내  조언, 격려
(정보활용 심으로)

평가
∙과정평가를 통한 학습자 평가
∙ 로그램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조별평가
∙정보활용 역 평가
∙인용 표시 평가

<표 3> 교육 로그램 주체별 역할

단계 과정 목 세부 활동 사항

Ⅰ
단계

과제선정
주제를 악하고 
과제선정의 구체화

∙동기유발: 신문기사, 통령기록물 제시하여 주제에 련한 학습 필요성 유발
∙조 편성하기: 6~10인 1조로 편성한다.
∙주제 악: 조별 과제 수행을 한 주제를 악  이를 한 신문기사와 통령기
록물을 제시

∙NIE활동선택: 과제 설정  구체화
∙역할 설정: 모둠을 지어서 역할을 분담

Ⅱ
단계

자료선정
정보원을 악하고 
정보자료를 탐색  
수집, 선정

∙활용가능한 정보원 선택: 신문, 유인물, 컴퓨터, 모바일, 통령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청구 등 활용가능한 정보원의 유형과 이용방법에 해 설명하고 학습자
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

∙이용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유용한 정보자료 수집
ex) 헌법개정공포(1987, 리번호: HA0005994-3)

6.15 남북공동서명(2000, 리번호: BA0589406-9)
노태우 통령의 유엔헌장의무 수락선언서 서명 
(1991, 리번호: IA0000659-1)

Ⅲ
단계

문제추구  
해결

수집 정보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의 활용

∙정보활용: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주제를 악하고 과제에 합한 정보들을 
추출

∙결과물 작성: 각자 역할에 따라 동하여 결과물 작성

Ⅳ
단계

토론  
발표

결과물 정리, 발표  
토론

∙최종 결과물을 조별로 발표하고 토론: 학습과제에 한 방안과 활용한 정보와 
방법에 한 피드백 

Ⅴ
단계

정리  
평가

결과의 유효성과 과
정의 효율성을 평가

∙평가: 교사평가- 찰, 면담 평가
학생평가-자기  상호 평가

∙결과물 제출

<표 4> 교육 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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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선정

과제선정 단계는 주제를 악하고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를 확인하여 구체화하는 단계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기 이 에 그것들을 알아

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신문의 기사나 사설, 사진 등의 제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욕구가 생

기도록 자극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 상이나 문제로부터 학습의 필요

성을 유발시킨다. 기사를 제시할 때는 학생의 

수 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  다양한 사실과 

가치 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

해 다면 효과 이다. 더욱이 신문기사와 함

께 통령기록물의 시청각 자료와 함께 한다면 

효과 인 동기를 유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선이나 총선,  통령의 정책 결정

사항 같은 굵직한 문제들과 련한 사진을 제시

하거나, 직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와의 련성, 이 문제를 해 내가 해야 할 일

과 알아야 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

도록 한다. 이 게 신문과 기록물을 제시하고 

모둠편성을 통하여 정해진 구성원들은 제시된 

주제가 무엇인지 악하고 과제를 확인한다. 과

제 악이 어려울 경우 교사  기록연구사가 지

도해줘야 한다.

이어서 과제 해결을 한 NIE활동유형을 선

택해야 한다. 그 방식은 과제완성형으로 교사

가 과제(주제)를 제시하거나 학생 개인 는 

그룹에서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보고서, 포

트폴리오(portfolio) 등으로 제출, 발표 토론을 

거친다. 표 인 활동유형으로는 신문의 지문

(기사, 사진 등)을 제시해 주면 학습자 스스로 

조사, 분석, 발표 등의 형식을 따르거나, 아  

주제만 제시하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학습자가 

이끌어 가는 형식, 활동과정 가운데 일부만 제시

하고 나머지 공란을 메워 가는 형식, 주어진 지

문을 두고 교사가 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제

공하며 발표  토론을 진행시키는 방법 등이 

표 이다(최상희 2010). 본 연구에서는 NIE의 

구체  활동으로 테마신문 만들기를 제시해 본

다. 테마신문은 특정한 주제나 역을 정해 만

드는 신문으로 교사 는 학습자가 직  학습주

제와 내용을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으

로, 사회 상을 각각의 흩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 인 체 속에서 하나의 주제

로 통합해서 볼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다양한 근을 가능

하게 한다. 한 통령기록 도 주제별 기록물

분류를 제공하고 있기에, 출처별로 분류된 기록

물보다는 주제별로 분류된 기록물의 이용이 훨

씬 더 용이하며, 이것은 범교과 주제를 수행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테마신문은 학습

하려는 주제와 내용을 신문이라는 형태로 제작

한다. 테마신문의 유형으로는 체로 환경신문, 

역사(인물)신문, 여행신문, 과학신문, 인성신문, 

스포츠신문, 독서신문, 경제신문, 정치신문, 진

로․직업신문, 기념신문, 소비자교육신문, 문화

신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범교과 주제를 수행하는데 할 것

으로 본다. 마지막에 제출할 과제물(NIE활동지)

에 한 안내를 하며 그룹 내 각자 역할을 조별 

스스로가 분담한다. 

2) 자료선정

주어진 학습 과제에 한 해결을 해 자료

의 탐색  수집, 선정을 하는 단계이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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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성하고 시간을 배부하여 세부 인 계

획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략이 가능한 단계이다. 한 활동  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힐 경우에는 그간의 과정에 

한 반성과 검을 한 재탐색 활동이 요구

되기도 하다. 

단편 인 신문 기사만 가지고는 교과서의 사

실을 확인하거나 가치를 단하기가 수업 장

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 통령기록물의 활용을 극 권장

한다. NIE활동지를 해결하기 하여 통령기

록 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원을 악하고 최

의 정보원을 선택한다. 각 조들은 유인물, 스마

트 폰, 컴퓨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통

령기록 에서 련 정보를 직  탐색  확보

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직  통령

기록 에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효

과 이지만 그 방법이 학습자에게 다소 생소하

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수업진행 

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숙지하도록 하

거나 미리 주제와 련된 기록물 목록을 제시하

는 등 교사나 기록연구사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조언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3) 문제 추구  해결

정보탐색 활동에서 찾아낸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한 직 인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동료 학습자간의 

동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과거 일상생활의 경

험이나 학습 자료의 탐색을 통하여 새로이 알

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의 타당한 해결책

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수정이 가능하며 새로

운 증거자료가 제시되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 은 기록 에서 제

공하는 자료  정보공개청구 목록들을 주제 연

성에 차등을 두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모두에게 주제와 련성이 높은 자료만

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료를 분석

하여 필요한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사 에 주제와의 련성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선정된 자료를 읽고 검토하여 합한 정보

를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김건 2013). 이를 기

반으로 각자 구성원들은 최종결과물을 해 맡

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4) 토론  결과 발표

본 단계는 학생들이 해결한 학습과제에 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학

생들은 서로 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과 다

른 학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다. 다른 학생의 비 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

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하다. 교사는 가

 간섭이나 지시를 이고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개념과, 취임식, 연설기록, 임

명인사, 서한, 사진 등 참고한 자료 간에 서로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결과의 정리  평가

본 과정은 재까지 학습한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각기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는 활동 등을 수행

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진행된 학습과제를 학

생에게 정리해 주고, 모둠 내에서 역할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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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주제에 맞는 정보를 탐색, 수집, 활

용에 한 반 인 활동 평가 등 단순히 결과

물에 한 평가가 아닌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한 평가는 매우 수  높은 고  사고력에 속

하며 학습자가 평가능력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도 교사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

문성 2003). 평가 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결

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모둠 활동이다. 이때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해서 평가하면 학습자의 

평가  사고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게 

학습자들은 해결책의 내용, 자료 활용 기술, 

동력 등 스스로 평가하면서 어떤 지식을 습

득하 고,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하 으며, 

구를 해 그 지식이 요한지에 하여 스스

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후 학습활동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러한 평가를 하여 정문성(2003)은 NIE기반

의 교육 로그램 과정에서 용할 수 있는 결

과물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3 제안 교육 로그램의 용사례

상기에서 제안한 로그램 구성을 활용하여, 

학교 사회과 수업에 용해 보면 <표 5>와 같

다. 범교과 주제로서 민주정치의 원리를 이해

하기 해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교육지

원 온라인 콘텐츠 등교실의 활동수업의 주제

의 하나인 통령의 권한편의 주제를 선택하

으며, 선택한 주제는 해당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반 하여 더욱 구체화하 다. 통

령기록물 한 통령의 권한과 련된 주제에

서 제공된 기록물들을 최 한 이용하 으며 부

족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 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범교과의 사회과 다른 주제

들(민주주의, 통일, 경제, 외교, 유엔, 독도 등) 

한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

츠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통령 기록물에 

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수업은 구성된 로

그램의 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

만 시간 , 공간 , 상황 , 맥락 인 의미를 모

두 고려해야하는 복합 인 과정으로 로그램

을 그 로 따르기보다는 학습자의 특성, 교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면 계상 본 논문에 담아내지 

못한 다른 주제들의 구체 인 는 추가 인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령의 권한이라는 단원

아래 통령의 권한을 이해하고 더욱 심화․발

시키기 한 주제를 선정하 고, 선정된 주

제인 헌법에 명시된 통령의 지 와 권한에 

련된 실제 활동을 알아보기 한 주제를 탐

구하기 해 통령기록물을 직  활용하 다. 

한 통령 권한의 실체에 한 증거를 통

령 기록물로 직  제시함으로써 교과서의 개념

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 다. 이를 토 로, 

통령선거의 상물을 보여 으로써 통령

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김 통령의 취

임식 상을 활용해 권한에 앞선 의무를 알아

보고 본격 인 사례제시를 통해 통령의 지

와 권한이라는 주제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어

진 NIE 활동을 통해 지  시 에서 행해지는 

통령 직무의 실제 용사례를 통해 학습과제

를 행함으로써 통령 권한에 한 단순한 개

념 악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용이 가능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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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정 교육안

Ⅰ
단계

과제
선정

학습
내용

주제 악하기( 통령기록  온라인콘텐츠 활용)

학습
활동

[학습주제] 통령의 권한
[학습목표] ∙ 통령의 지 와 권한에 해 알아보자.

∙헌법에 명시된 통령의 지 와 권한과 련된 실제 활동을 조사하고 발표, 토론해
보자.

[학습도입] 제15  김  통령 취임식  취임사

 (1998, 리번호: CET0077701-2)

 ( 통령 권한과 의무에 한 신문기사) 

[과제선정] 통령의 권한을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 나 어 보자 - 구체  활동도 같이 
첨부하기

[NIE활동] 테마신문만들기
- 모둠지어서 역할을 분담한다.
- 소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Ⅱ
단계

자료
선정

학습
내용

정보원을 악하여 정보자료를 탐색, 수집, 선정하여 활용한다.

학습
활동

신문, 유인물, 컴퓨터, 모바일, 통령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취임식, 
연설기록, 임명인사, 서한 등의 사진, 시청각, 종이기록 등 각종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찾는다.

Ⅲ
단계

문제
추구

 
해결

학습
내용

수집한 정보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활용한다.

학습
활동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통령은 조약을 체결․비 하고, 외교사 을 신임․ 수 는 견하며, 선 포고와 강화를 
한다.(헌법 제73조)

  - 한․이집트 정조인-과학기술 양해각서(1999, 리번호: CET0073936-2)
  - 한․소 정상 공동선언문 서명 문서(1990, 리번호: CET0077383)
  - 네팔과의 국교수립문서
∙ 통령은 시․사변 는 이에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 비상계엄선포 통령공고 제 65호
  - 통령긴 명령 제 16호
  - 계엄하의 서울시가 사진(1972, 리번호: CET0071032-2)

<표 5> 교육 로그램 수업 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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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언

등 교과서에 실린 통령의 권한은 지면상

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정치 상황에서 통령

의 권한은 어디까지 용되며, 어떻게 제한 혹

은 견제 받는지에 하여 인지하는 학생들은 

드물다. 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

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으로 실 할 수 

있다고 학습하지만, 실상 이러한 교과서의 내

용이 실제 사회과 학습으로 옮겨오면 정보 간

의 격차로 인해  다른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도 지지부진하

는 실 앞에서 모두를 충족시켜 만한 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획일  입시 주의 

단답형 교육에서 근원 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와 실제 사

회 상 이해와의 괴리는 단순히 단선 인 교

육에만 있지 않겠지만,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요구하는 다선 이고 여러 갈래로 확산되는 들

뢰즈(Deleuze)식으로 말하자면 리좀(rhizome)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NIE를 기반으로 

하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을 

제안해 보았다. 매일 변하는 실을 반 하

는 신문과 공 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령기록

단계 과정 교육안

Ⅲ

단계

문제

추구

 

해결

학습

활동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 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며, 법 은 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 박정희 통령 민복기 법원장 임명 사진(1968, 리번호: CET0018397)

  - 김 삼 통령 윤 법원장 임명 사진(1993, 리번호: CET0082558)

  - 이한동국무총리서리 인사청문회 참석 사진(2000, 리번호: DET0032838-7)

∙ 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 건군 42주년 /4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990, 리번호:CET0077897-2/1994, 리번호: CET0077916)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헌법 제88조)

  - 정부수립다음날 첫국무회의(1948, 리번호: CET0041749-2)

  - 버마아웅산 폭발사건 긴 국무회의(1983, 리번호: CET0084029)

Ⅳ

단계

토론 

 

발표

학습

내용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학습

활동
만든 결과물을 조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며 서로 피드백 한다.

Ⅴ

단계
평가

학습

내용
결과와 과정을 평가한다.

학습

활동
교사와 학생은 과제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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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목을 통해 통령, 민주주의, 통일, 인권 

등 추상  지식과 지  기능들,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한다. 통령기록물과 신문

의 직 인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 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일이 재와 연결

되고 있으며 한 먼 곳이 아닌 지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확인․경험할 수 있는 상임을 

알릴 수 있고, 학생들은 학습과정 에 통령 

기록물과 신문을 통해 자신의 삶속에서 실제로 

보고 직  경험함으로써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것과 달리,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며, 추상 인 것을 실감나

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통령기록물이라는 공 인 증거를 통해 교

과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실제로 확인

함으로써 객 인 사고를 진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처럼 지식이 교사

로부터 수동 으로 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는 개방된 환경 아래서 상호 소통하는 풍부한 

시각과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 필수 인 정보처리 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형태의 통령기록물과 

매일 새로이 제공되는 신문을 통해 통령기록

물이 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과 한 

련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한 어떤 정

보가 가장 유용한지를 구체 으로 검토하고 추

출하는 등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학습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자기 주도  학습

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통

령기록물에 한 요성을 인식하며,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통령기록물을 계속 으로 

탐색하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그 활용

도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더욱이 주제발   활용에서 NIE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새로 학습한 지식  기능을 실사회

의 일상생활에 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도출

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통 으로 정답 하나만

을 찾으려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폭넓은 여

러 가지 상황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모

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고에 도움을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미 스스로 사

회 참여 의식을 기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사회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

양하고 배려와 소통을 통하여 타 과 민주  의

사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인

공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 시 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갖

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로그램을 응용한 수

업을 통해 통령기록물의 다양한 교육  콘텐

츠들을 행 교육과정에 바로 용 가능하며, 그 

효과와 함께 지속 인 로그램의 개선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에서 교육 로그램에 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의 선행연구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을 구성하는 사회과 

교사들은 수업 목표와 환경 여건 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을 참조하여 한 수업

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IE

를 기반으로 하 지만,  다른 다양한 수업모형

을 이용한 사회과 수업도 가능하며 이에 한 연

구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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