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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가지 질문
1) 미래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밝혀야 함
(질문 1) ‘미래’가 무엇인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미래(未來)’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올 때”
- ‘과거’와 ‘현재’를 제외한 모든 때를 의미
(질문 2) ‘미래사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 밀레니엄을 전후로 한 지난 30년 간 활발하게 탐구와 논의가 진행됨
(질문 3) ‘미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미래사회의 특성에 근거,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특성에서 논의가 시작됨
- 모든 교육은 ‘미래교육’임. 교육은 후속 세대가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10~30년 후를 준비
- 현 시점의 ‘미래형 국어과 교육’ 논의는 ‘21세기 초·중반’을 준비하는 교육의 성격
-> 무엇이 ‘2030~2050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가?
이에 연동하여 국어과 교수·학습에 어떠한 변화가 가능하며 또 필요한가?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1) OECD가 보는 미래 : V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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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8).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urriculum Analysis.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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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1) OECD가 보는
미래교육 :
[5대 정책 영역]
▷ 시간 차(time lag)의 문제
- 기술과 교육의 시합
▷ 과부화 상태의 교육과정
▷ 양질(수준 높은 교육)
▷ 혁신과 형평성 보장
▷ 효과적 실행

출처)
https://twitter.com/OECDEduSkills/st
atus/860061674379902976/photo/1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1) OECD가 보는
미래교육 :
[DeSeCo 프로젝트](1997~)
[OECD 교육 2030]
- 역량 competencies
-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
*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

출처)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2) 교육부, KERIS. 미래교육 예측도 ▷
[학습 생태계의 변화]
-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 환경의 재구조화
-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 개인의 학습활동과 다양한 커뮤니티 결합
- 정규학교 외 디지털, 특정 장소 기반 학습경험
-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학습
- 다양한 학습 자원 활용
- 개인화, 개별화된 학습 경험
- 온·오프라인 융합, 주제간 융합, 협력학습
- 분석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략 추천
-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수행중심 평가
- 학습 과정을 돕는 다양한 교사의 역할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정을 인증해주는 수단

출처) KERIS(2017).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을 말하다.
미래 교육정보포럼 자료집. 한국학술정보원.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3) 미래 메가트렌드와 미래 국어교육 전망
[김종윤 외(2017)]
- 메가트렌드(megatrends) : John Naisbitt의 책명.
사회 변화를 추종하는 거시적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기술적 조류 의미.
- 선행 연구 기반, 미래 메가트렌드와 교육 방향을 정리
출처) 김종윤 외(2017:42) ▷

- 미래 사회의 5대 특징 :
가. 인구 구조의 변화(학령 인구의 감소 외)
나. 과학 기술의 발전(사회 구조의 변화 초래)
다. 경제 구조의 변화
라. 국가 장벽의 완화(글로벌, 다문화 사회)
마. 자원, 환경, 기후 문제 강화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3) 미래 메가트렌드와 미래 국어교육 전망
- 국어교육 전문가 30명,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국어과 미래 교육 방향 조사
출처) 김종윤 외(2017:48) ▷

- 국어과 미래 교육의 방향
가. 교육과정 : 미래 가치를 담아내고, 영역 통합적
나. 교사 : 교사 역량 중요. 선발 제도, 양성 과정 변화 필요
다. 교과서 : 교과서 개발, 검정, 사용에 유연한 관점과 자세
라. 수업 : 실제적, 학생 존중, 역량 강화(교수·학습 변화)
마. 평가 : 학교 평가와 입시 모두 실제적 국어 능력 평가

2.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담론
[노은희 외(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시대 특성
*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 지능정보기술의 발달
* 인간의 사고역량 체계의 변화
- 선행 연구에 제시된 미래 역량 종합
(노은희 외, 2021:145)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체험, 역량’ 강조
-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 제안, 출처)노은희 외(2021:247) ▷
- 정책 제안 : 융합선택과목 개설, 미래 학습자
역량 계발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 강화, 국어
교사의 수업,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

3. 미래형 국어과 교수·학습 탐색
1) 과학 기술 발전에 근거한 탐색
- 홍선주 외(2020) : ‘지능정보사회’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 시나리오 개발 작업
* 에듀테크(edtech/edu-tech) : 증강현실(VR), 가상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경험의 제공
* AIED(A.I. in Education,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가. 도구로서의 A.I. : A.I.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A.I. 활용 방안
나. 교육 내용으로서의 A.I.

초현실 기술(VR, AR)

네트워크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3. 미래형 국어과 교수·학습 탐색
1) 과학 기술 발전에 근거한 탐색
- 에듀테크, 지능정보기술의 발달 확인 : 증강/가상 현실,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메이커스페이스, 3D 프린터
* 교육부 미래학교(2015~, 예: 창덕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그린, 스마트, 공간혁신, 복합화 추구

출처) https://seoulvrar.com/special-zone/special_zone/

* VRAR Expo 2021,
2022 Metaverse Expo

출처) https://seoulvrar.com/special-zone/special_zone/

3. 미래형 국어과 교수·학습 탐색
1) 과학 기술 발전에 근거한 탐색
전통적 국어 수업

코로나19 상황

- 교사가 교과서 본문을
읽고 해설하는 강독식,
일제식, 교실형 수업

- 원격 비대면 수업·학습
(1) 영상, 디지털 콘텐츠
콘텐츠 제작· 축적,
디지털 기기(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폰, TV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사용
(2) 실시간·쌍방향 학습
교사의 실시간 수업,
비대면 실시간 질의·토론,
소집단 협업

- 학생은 교사 설명과
판서를 필기 후 암기,
평가 준비
- 읽기 활동 중심
- 수행평가가 있으나
형식적. 지필평가 중심

- 교수·학습 유연성 증진

실제 언어 수행*

교수·학습 다원화

개별화, 맞춤형 학습

•실습, 시뮬레이션

•교수·학습 유형

•개별 학습자 정보 기반

➢실제(초현실) 상황

➢ 직접 탐구(실시간),
프로젝트 과제,

➢ 학습 과정, 결과 정보
기록·분석·관리

➢ 말하기, 토론, 발표
(방송), 읽기, 탐구,
글쓰기, 책 출판 등
실제 국어 활동 가능
➢실제 문제해결 수행,

교사 자문/면담,

→ e-portfolio 축적

짝/소집단 협력,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개별화 가능

가상 학습, 개별 연습

(개인의 선택권, 주도성)

지식·기능·태도 통합,

➢ 학생 간, 학생-교사
의사소통 증대

➢ 정보 기반의 학습

자기 점검·조절능력

➢영역/교과 융합 가능

설계,평가, 질 관리

3. 미래형 국어과 교수·학습 탐색
2) 기본에 충실하기 :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국어교육
가. 국어 학습자의 ‘국어능력(역량)’ 습득-연습-증진 추구
- 시험 준비가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교육해야 함
- 국어 수업 시간은 교사의 강독이 아니라 학습자가 의사소통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시간으로
- 실생활 속 국어 자료의 사용과 다양한 활동 증대 : 텍스트, 과제(task) 개발 필요
- 영상 녹화, VR/AR, 메타버스 등 기술의 발전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연습, 공유, 발표 등)에 도움

나. 국어 교사의 역할 변화(학습자 진단, 학습 설계·운영자, 시연자, 조력자, 비계 제공자)
- 개별 학습자의 국어능력 진단, 해석, 학습 설계·운영자(학생과 함께 목표·활동, 학습 경로, 과제/프로젝트, 평가)
- 국어 교과서의 제재, 작품에 대한 강독자, 내용 해설자 → 언어 기능·전략의 안내자 및 모델링 제공자
실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글을 이해하고, 글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방법)를 보여주는 존재
- 문식성 학습을 위한 비계(scaffolding on literacy learning) 제공자 : 도움이 아니라 비계를 제공해야

다. 국어 학습자의 주도성(agency)와 협력(collaboration) 증대
- 학습자의 흥미, 능력에 기반하여 개인의 선택권, 주도성 강화(텍스트, 학습 활동·경로·과제 선택)
-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사/AI, 학습자-교실 밖 구성원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경험(의사소통을 전제로 함)
- 국어과 과제 및 프로젝트, 평가 방법의 변화 : 국어 능력을 발휘하여 실제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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