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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통령제 국가에서 통령은 매우 요한 정치  비 을 가지고 있지만, 통령기록물에 한 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해 살펴보

고자 하 다. 등학교 사회과를 심으로 제시되는 통령 련 기록물들은 인지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등학교 학령기(學齡期)에 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  사건, 나아가 한국 사를 기록이라는 리즘을 

통해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교육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령기록 이 통령기록

물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교사  학생들을 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 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을 두었다. 

주제어: 통령기록물, 통령기록 리, 온라인 콘텐츠

<ABSTRACT>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has a very significant political role, but the study of the history 
about the presidency has not really been emphasized.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apply the 

online contents about presidential history to elementary education. The documentaries presented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have a great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because their cognitive 
development is accelerated by understanding modern Korean history along with the presidential 

history and political issues through historical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method of application of the presidential history by having the presidential historian build online 
contents and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eache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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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헌법상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통

령은 5년의 임기동안 국정(國政)의 심에 서

서 안보, 국방, 외교, 교육 등 거의  분야에서 

막강한 힘과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통령

이 남긴 기록물은 일반 국민들이 남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통령기록물에 한 반 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역시 높지 않은 편

이다. 이러한 은 일선 학교 장에서도 비슷

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컨 , 등학교 

5학년 사회과의 경우에는 해방이후 우리 역사

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통령을 심으로 한 역

사  사실들이 비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지

만, 통령기록물 특히, 통령기록 에서 보유

한 온라인 콘텐츠를 교육과정상에 투입하는 사

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높은 교육  가치를 

가진 온라인 콘텐츠들이 단순히 보존․ 리되

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국가 으로 상당

한 손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등학교

는 인성(人性)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정치, 경

제 등 사회체제 반에 한 기본 인 사고(思

)를 형성하는 요한 시기임을 고려해본다면 

통령제의 핵심인 통령에 해 교과서 밖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이해를 넓 나가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등교육 활용방

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등학교에서 이들 온라

인 콘텐츠들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 제언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통령기록물증 교육  의미가 크

거나 장교육에 직․간 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온라인 콘텐츠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여기

에는 사진, 동 상, 텍스트 등의 각종 기록자료

로부터 특정한 주제를 심으로 한 자료들도 포

함된다. 본 연구자가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

츠를 등학교 교과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해 주목한 이유는 등학교 교과, 특히 사회에

서 해방이후의 한국 사를 학습주제로 담고 

있는데 비해 지면(紙面)의 제약과 사실감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으로 교육  가치가 높은 

통령기록 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등학교 

장에서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死藏)

되고 있다는 단에서 다. 공교육의 시작인 

등학교 단계에서 우리사회의 정치, 사회체제 등

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이

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통령기록물은 

요한 교육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령기록물이 일선 학교에서 어

떠한 형태로 활용되거나 인식되고 있는지에 

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탐색하 다. 설문 상은 

남양주시 Y 등학교  인근 H 등학교, 안양

시 H 등학교 등 3개 학교 교사 50명, 학생 300

명( 등 4~6학년)으로 정하 으며 본 설문조

사는 학교, 성별 등 요인에 따른 인지도의 상

계를 밝히기 한 정량 인 조사가 아닌 

등학교의 교사  학생인 체 인 인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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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등교육과정에서 통령기록물 활

용이 가능한 단원에 해 등학교 4학년 이상 

6학년까지의 사회, 도덕과를 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등교육 장에서 비교  사

용자층이 두터운 교육 련 미디어 콘텐츠인 (주)

시공미디어의 ‘아이스크림 등’사이트(유료)와 

등교사 교육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등’(무

료)을 선택하여 이들 콘텐츠가 교육 장에서 많

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요인에 해서도 살

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자는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등교육 활용

을 해서는 통령기록 이 자체 으로 구축

한 온라인 콘텐츠에 한 교사와 학생의 근성

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통령기록 이 교육

장을 상으로 한 특성화된 로그램을 개설하

고 교육  가치가 높은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기록물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 임을 제안

하 다. 더불어,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극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통령기록   일선 교사들간의 력네

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해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 다.

1.3 용어의 정의

1.3.1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국가기록원 산하 통령기록 은 역  통

령과 련한 다양한 기록물 콘텐츠를 온․오

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 동 상, 사

진자료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  

행 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직․간 으

로 련된 기록물 콘텐츠(사진, 동 상, 텍스

트)  이를 활용하여 2차 으로 가공한 교육

 가치가 큰 콘텐츠, 동일한 주제를 심으로 

범주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  

유용성을 가진 콘텐츠를 통칭하여 본 연구에서

는 ‘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로 정의하고자 

한다. 

1.3.2 등교육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등교육 활용방

안이란, 다양한 형태의 통령기록물  행 

등학교 교육과정과 연 성이 높은 통령기록

의 업무성과 결과물을 학교 수업과정에서 직

으로 투입하여 활용하여 학습 결과물을 산

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선행연구의 고찰

2.1 기존 연구사례 분석

통령기록물의 활용과 련한 선행연구들

은 크게 ① 통령기록  리집  콘텐츠에 

한 연구, ②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 모형 

개발, ③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의 문제  

 개선방안 제안과 련된 연구사례 등으로 나

어볼 수 있었으며 이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령기록  리집  콘텐츠에 한 

연구사례 다. 통령기록 의 업무성과의 제

공매체인 리집이 수요자인 이용자의 심  

호응을 얻기 해서는 근성을 신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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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선행연구의 분류 연구자 본 연구와의 련성

▲ 통령기록  리집  콘텐츠에 한 연구사례

2007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구성요소에 한 연구 신유림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근성 분석 

- 자료구축 배열요소 분석

2011
기록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통령

기록 을 심으로
이혜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근성 분석 

- 자료의 근성 분석

▲ 통령기록  기록물 활용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사례

2007
통령기록 의 기록정보 서비스 체계 연구: 한

국의 통령기록 을 심으로
용호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과정 

합성 분석 - 교육자료로서의 합성 분석

2012
기록자원에 기반한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

램 모형 개발에 한 연구
이진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과정 

합성 분석 - 행 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의 문제   개선방안 제안과 련한 연구사례

2009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 분석  개선 방

안 연구
이은숙

등교사 활용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내용 

 형태분석

2010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박성희
통령기록  기록물 인지도  활용도 분석 

- 교사  학생요인 분석

<표 1> 본 연구와 련한 선행연구의 고찰

체계 인 메뉴의 개발과 함께 교육기능을 활성

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리집 

검색어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극 반

한 콘텐츠 구성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었다(신유림 2007; 이혜  2011).

둘째, 통령기록  기록물 활용 교육 로그

램 개발에 한 연구사례를 들 수 있었다. 통령

기록 의 업무성과인 다양한 아카이 (archive) 

는 온라인 콘텐츠들이 학교교육에서 재보

다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이용계층인 학생

과 교사의 높이를 고려한 교육자료나 매체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 교육과

정  교과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로그램

(콘텐츠) 형태로 학교 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

음을 제언하는 연구 다( 용호 2007; 이진  

2012).

셋째,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의 문제  

 개선방안 제안과 련한 연구사례 다. 구

미(歐美)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한국의 

통령기록 은 그동안 기록물의 시기능에 편

된 면이 지 않으며 외국의 국립 보존 기록

(national archives)1)에 비해 교육․연구센

터로서의 기능이 미흡함을 언 하고 있었다. 따

라서, 앞으로 통령기록 이 단순한 시 으

로서의 기능을 벋어나 교육  연구기 으로서

의 기능을 강화하기 해서는 극 인 국민 

홍보활동과 동시에 교육 상자를 고려한 교육

로그램 편성, 교육매체․내용의 개발을 추구

 1) 국립 보존 기록 (national archives)은 국가가 설립한 앙 기록 리 기 으로 국가기록원( 한민국), 국립기록

리처(NARA), 국립보존기록 (TNA), 국립공문서 (일본)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기록학 용어 사 (한국기록학회 엮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립 보존 기록 ’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자 

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 . 서울: (주)역사비평사,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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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과 동시에 일선 교육 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었

다(이은숙 2009; 박성희 2010). 

2.2 연구의 시사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 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구축과

정에서 교육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재의 통령기록  리집은 

통령기록 이라는 특정기 을 알리는 홍보매

체의 기능과 함께 다양한 아카이 를 제공하는 

자료제공의 기능도 함께 겸하고 있다. 이러한 

은 이용자로 하여  웹사이트 활용에 있어 상

당한 불편함을 래하며 교육  활용도를 떨어

뜨리고 있었다.

둘째, 통령기록 과 일선 교육기 ( ․

․고등학교)과의 유기 인 연계  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유익한 형태로 가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일선 학교에서 제 로 활용하지 않을 경

우, 콘텐츠가 가지는 교육  가치는 제 로 평

가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

서는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구축  활

용에 있어 등교사와 학생의 의견과 요구를 반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선행연구의 탐

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한 고찰

3.1 분석의 개요

첫째,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근

<표 2>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구조 분석의 틀2)

분석항목 분석 상 분석방법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근성

통령기록  리집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리집 분석

분석항목

∙자료의 근성 분석

∙자료 구축 배열요소 분석(집 /분산도)

∙자료의 편집․가공 활용도 분석

통령기록  

온라인콘텐츠의 

교육과정 합성

통령 온라인 기록 , 어린이 역사교실, 퀴즈 통령 

콘텐츠

리집 분석

면담(교사연구 의회)

분석항목
∙ 행 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교육자료로서의 합성 분석

앙정부부처  공공기  

구축 등학생 상 

콘텐츠와의 비교 분석

통령기록  리집,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학생 상 리집
리집 분석

분석항목

∙기획재정부 어린이 리집 분석

∙법무부 어린이 리집 분석

∙해양경찰청 어린이 리집 분석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에 한 시사

 2)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산하 다른 온라인 콘텐츠(국가기록원 리집, 나라포털)는 통령기록과 직 으로 

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의 범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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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주목하 다. 자료의 질(Quality)과는 

별개로 해당 자료에 구나 쉽게 근할 수 있

는가? 하는 것도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하

여 통령기록 의 온라인 콘텐츠에 해 이용

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지와 함께 수정, 편

집 등의 활용가능 여부  자료들의 배열․구

축 형태를 세부 으로 분석해 보았다.

둘째,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상으

로 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육자료

로서의 합성을 분석하 다. 한, 일선 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활용도와 

활용방안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셋째, 앙정부부처  공공기 에서 구축한 

등학생 상 교육용 콘텐츠와 통령기록

이 기(旣) 구축한 콘텐츠를 비교․분석하 다. 

이들 기 은 어린이  청소년 용 리집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을 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교육 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상

당한 시사 을  것으로 단된다.

3.2 분석 결과

통령기록  리집  온라인 콘텐츠에 

한 종합 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근성

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웹 포털에서의 근

성은 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키워드에 따른 

검색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통령

기록  콘텐츠와 검색 결과간의 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앙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일선학교 리집의 통령

기록  콘텐츠에 한 근성은 웹 포털에 비해 

히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 한

편, 자료구축의 형태면에서는 개별 콘텐츠 메뉴

의 자료구축의 집 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각 메

뉴간의 자료배열이 분산되어 있어 련된 자료

에 쉽게 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자료를 교육  목 으로 재가공하

는데 있어 다양한 미디어 자료에 한 장기능 

등이 콘텐츠 자체에서 제공되지 않아 교육 인 

목 으로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 통령 온라인 기록 ’, ‘어린이 역사

교실’, ‘퀴즈 통령’ 등 3개 콘텐츠를 선별하여 

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육자료로서의 

합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분석해 보았다. 

행 교육과정(2007/2009개정 교육과정)과의 연

계성면에서는 등 5-2학기 사회과와 련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조사 상 콘텐츠가 행 교

육과정과의 련성을 제 로 살리지 못하고 과

거의 교육과정을 반 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가독성면에서 등학교 교수-학습용 자료로 직

 활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 이 발견하

다. 더불어, 수업 용면에서도 콘텐츠간 상

호 연계성의 부족, 체화면(full-screen)모드

 3) 청와 를 비롯한 조사 상 12개 앙 정부 부처  통령기록  배 가 설치된 곳은 청와  한 곳뿐이었으며 

교과부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근할 수 있는 링크나 배 가 없

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내 10개 등학교도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직  근할 수 있

는 배 나 연결링크는 없는 실정이었다( 리집 조사기간: 2012.5.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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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지원, 자료활용을 한 별도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공하지 않는 을 개선되어야 할 

으로 지 하 다.

셋째, 정부부처  공공기 의 등학생 상 

콘텐츠를 통령기록 과 비교․분석하 다. 기

획재정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의 어린이 

리집은 각기 해당 기 의 업무와 련한 부분을 

특화시켜 경제 융교육, 법교육, 해양환경교육

과 련한 콘텐츠를 구축하거나 등학교 수업

에서 즉각 인 활용이 가능한 교육 연계형 콘텐

츠를 개발하고 있는 은 벤치마킹해야 할 요인

이었다.

 4.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한 인지도  활용도 고찰

4.1 조사활동 개

4.1.1 조사목

일선 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상으로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한 인지도, 교육

 활용도, 활용방안에 한 의견을 수렴함으로

써 등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용 방안을 

탐색하기 해 시사 을 찾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4.1.2 조사 상  자료의 수집

설문조사의 상은 <표 3>과 같았다.

항 목 사례수(n) 비율(%)

 체
교사 39 100.00

학생 282 100.00

[ 상1] 교사
남교사 14 35.90

여교사 25 64.10

[ 상2] 학생
남학생 146 51.77

여학생 136 48.23

[소속1] 교사

양오 등학교 교사 12 30.77

화 등학교 교사 11 28.21

안양호암 등학교 교사 16 5.67

[소속2] 학생
양오 등학교 학생 197 69.86

화 등학교 학생 85 30.14

[교직경력] 교사

5년 미만 12 30.77

5년 이상~10년 미만 11 28.21

10년 이상~20년 미만 14 4.96

20년 이상~30년 미만 2 0.71

30년 이상 0 0.00

[학년] 학생

등학교 4학년 114 40.43

등학교 5학년 114 40.43

등학교 6학년 54 19.15

<표 3> 조사 상자의 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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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문내용
문항번호

교사용 학생용

통령 리집에 
한 인지도

∙조사 상자의 성향
∙ 통령기록 에 한 인지도
∙ 통령기록 의 역할과 업무에 한 인지도
∙ 통령기록  리집 방문여부
∙ 통령기록  리집 방문계기
∙ 통령기록  리집 방문빈도
∙ 통령기록  리집 미방문 사유
∙ 통령기록  콘텐츠의 교육  가치 인지 여부

문항1~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7-1
문항7-2
문항7-3
문항8

문항1~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6-1
문항6-2
문항6-3
문항7

통령기록  
온라인콘텐츠에 한 

교육  활용도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경험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수업 용 황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활용도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효과1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효과2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개선요소

문항9
문항9-1
문항10
문항11
문항12
문항13

-

통령기록  
온라인콘텐츠에 한 

학생들의 생각

∙ 통령의 역할에 한 심도
∙역  통령에 한 인지도  심도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에 한 유익성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흥미도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효과
∙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기 효과
∙ 통령기록  업무성과의 활용을 한 개선

-

문항9
문항10
문항11
문항12
문항13
문항14
문항15

<표 4> 교사  학생용 설문지

4.1.3 조사내용

설문조사의 구체 인 내용은 <표 4>와 같았다.

4.2 분석 결과

교사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4.2.1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활용에 

한 반 인 인지도 부족

설문조사 결과, 공통 으로 통령기록물 온

라인 콘텐츠 활용에 해 반  인지도가 부족

하 다. 특히, 통령기록 의 역할이나 업무에 

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낮은 인지도를 보이

고 있었다(교사 10.25%/학생 6.03%). 

선생님께서는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이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 등에 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39

응답

상학교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체로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계

비율

양오  외

2개교 교사

n 1 3 3 17 15 39

% 2.56 7.69 7.69 43.59 38.46 100

<표 5> 교사용 문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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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이 어떤 일을 하는 기 인지 알고 계십니까? N=282

응답

상학교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체로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무응답 계

비율

양오

화

n 2 15 58 86 117 4 282

% 0.71 5.32 20.57 30.50 41.49 1.42 100

<표 6> 학생용 문항5

4.2.2 등학생의 수   교육 장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의 부족

통령기록  리집  온라인 콘텐츠는 일

선 학교에서 교육  목 으로 활용하기 해 개

선되어야 할 문제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콘텐츠의 내용을 등학생의 수 에 맞게 개선

해달라는 의견이 학생 설문의 14.18%가량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교사 상 설문에서도 등학

생의 높이를 고려한 리집․콘텐츠의 제공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26%를 차지하고 있어

선생님께서는 통령기록 의 온라인 콘텐츠를 학교교육에 활용하기 해서는 어떤 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N=39

반응내용

순
설문 기록 결과

사례수

(n)

비율

(%)

1 무응답/모름/없음 12 30.77

2 일선학교의 교사, 학생을 상으로 극 인 홍보가 필요함. 8 20.51

3
등학생들의 수 에서 이해가 쉬운 등학생을 한 통령 기록  리집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재보다 근성과 활용도가 높을 것임. 학년이 학습하기에는 무 어려움.
4 10.26

4 수업장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당 단원, 차시와 연계된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2 5.13

5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안내가이드, 수업지도안 등) 제공되지 않아 자료 활용이 

매우 불편함. 수업에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교사용 안내자료가 필요함.
2 5.13

6
행 교과서와 서로 맞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정사항을 리집과 콘텐츠상에서 제 로 반 하지 

않음.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의 재구성이 필요.
2 5.13

7 통령기록  리집을 통해 통령 련 아카이 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움. 1 2.56

8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교육콘텐츠( : 아이스크림)와 연계하여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일 것 같음.
1 2.56

9 학생 상 체험활동의 확 가 필요함. 1 2.56

10 근 사뿐만 아니라 삼국시 의 정치, 왕에 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역사교실을 개편하 으면 함. 1 2.56

11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기록자료, 사진 등을 공유하면 좋을 듯함. 1 2.56

12 교과서 집필  교육과정 구성시 내용에 통령기록  련자료의 반 이 필요함 1 2.56

13 온라인 기록 - 등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합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세부 임. 1 2.56

14
퀴즈 통령- 등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 등학생들에게 더 넓은 범 의 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통령을 비롯하여 통령과 련한 인물 등). 
1 2.56

15
역사교실: 쉽게 찾을 수 있는 상물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역사  사실을 실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면 등학생에게 유익할 듯함.
1 2.56

합계 39 100

<표 7> 교사용 문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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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통령기록  자료를 활용하기 해 어떤 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N=282

반응내용
순

설문 기록 결과
사례수
(n)

비율
(%)

1 무응답/모름/없음. 168 59.57

2

내용을 알기 쉽고 등학생의 수 에 맞게 개선바람
<세부 서술 형태>
1. 단어, 내용, 용어 등이 무 어려움. 쉽게 개선바람.
2. 어린이 역사교실은  주로 되어 재미나 흥미가 부족함. 유익하게 개선바람.
3. 등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있도록 내용을 구성바람.
4. 통령 기록  온라인 콘텐츠를 쉽고 자세하게 기록/제작하여 제공바람.
5. 리집과 콘텐츠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선요망.
6. 온라인 기록 이 지루하며 흥미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
7. 퀴즈 통령 로그램이 무 어려움. 더 재미있게 개선요망.
8.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래시 동화(나래이션)형태의 통령 련자료 제공 필요.
9. 헌법 개정사를 알기 쉽게 꾸며 주었으면 함. 
10. 통령 련 동 상의 흥미가 떨어짐.
11. 온라인 기록 에 제시된 사진, 동 상에 한 보조 설명을 제시 바람.
12. 게임을 늘릴 필요가 있음(퀴즈 통령).
13. 국어, 수학, 과학 교과와도 연계된 퀴즈를 제공 요망,
14. 학교 공부와 직  련된 통령 련 자료(역사/ 통령 업 )를 탑재바람.

40 14.18

3

통령에 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바람.
<세부 서술 형태>
1. 내용이 조  더 구체 이었으면 함.
2. 통령에 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음( 통령의 업  등). 
3. 사진 자료를 더 많이 제공바람( 통령 련 사진).
4. 통령이 키우는 애완견을 소개바람.
5. 퀴즈 통령 코 에 더 많은 내용을 보충하여 제공요망.
6. 부인과 통령께서 입은 옷의 이름을 소개바람.
7. 통령께서 사하시는 모습을 탑재바람.
8. 통령에 한 다양한 동 상 자료 탑재바람.
9. , 그림, 사진 등이 더 많이 제공바람.
10. 통령이 되면 좋은 , 되는 방법을 안내바람.
11. 통령에 해 궁 한 것을 묻고 답하는 Q&A코  개설바람.
12. 직 통령에 한 내용(자료, 이야기, 설명 )제공 바람. 
13.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제공 바람.
14. 각 통령의 구체 인 업 에 해 알고 싶음.
15. 6.25 쟁 련 동 상, 사진 등을 탑재바람.

37 13.12

4

통령 련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바람.
<세부 서술 형태>
1. 통령 련 동 상의 실행속도가 느리거나 나오지 않음.
2. 화면이 복잡하여 사용에 불편함.
3. 씨크기가 작아 불편하니 큰 씨로 개선바람.
4. 출석체크 기능이 있었으면 함.

19 6.74

5

어린이들을 한 자료( 용 콘텐츠, 리집) 제작/제공 희망.
<세부 서술 형태>
1. 어린이들의 흥미와 높이를 맞추어주는 콘텐츠를 제공바람.
2. 어린이 통령교실 개설희망(어린이 용 리집 제작).
3. 등학생에게 유익한 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작 바람(게임, 퀴즈).  
4. 어린이들의 심을 끌만한 콘텐츠를 더 많이 개설바람.

14 4.96

6 통령기록  업무성과에 한 홍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 4 1.42

합 계 282 100

※  자료는 양오 등학교  화 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를 정리․분류한 것임.

<표 8> 학생용 문항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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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더 흥미있고 교육 으로 유익한 형태로 개

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5. 통령 련 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5.1 분석의 개요

행 등학교 교육과정 분석결과, 통령과 

련된 교과서 기술  사진 자료 제시는 사회

과 5-2학기의 ‘한국 사 부분(1945~2012년 

재)’에 집 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도덕과

는 4-2학기, 5학년, 6학년 교육과정상에 역  

통령의 정치  업   련된 정치  사건에 

한 내용이 일부 제시  언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 <표 9>와 <표 10>은 각 교과별 통령 

련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편, 역  통령과 련한 주요 역사  사

건  업 을 행 교과서를 심으로 분석하

여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항목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외국어 합계

통령 련 내용 제시 횟수 0 27 2 0 0 0 0 0 0 0 29

<표 9> 등학교 교육과정의 통령 련 내용 제시 황

역  통령 교과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두환 노태우 김 삼 김 노무 합계

교과서

언 횟수

사회 5-2학기 13 0 4 4 1 2 3 0 27

도덕 4-2학기 0 0 0 0 0 0 1 1 2

합계 13 0 4 4 1 2 4 1 29

※ 역  통령의 인명(人名), 사진 등을 직  언 하거나 업 과 련한 사항을 심으로 교과서, 보조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에 

제시되거나 언 된 내용을 분석한 것임.

<표 10> 통령별 제시 황

순
사건 련

역 통령

교과서  보조교과서 

언 (제시)횟수

통령과 련된 역사  사건

(교육과정상에 언 된 역사  사건)

1 이승만 13
5․10 총선거(1948), 한민국 정부수립(1948), 6.25 쟁(1950~53), 발췌개헌

(1952), 사사오입개헌(1954), 3․15부정선거(1960), 4․19 명(1960)

2 윤보선 0 교과서에 직 인 제시나 언 이 없음

3 박정희 4
5․16 군사정변(1961),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1970), 유신헌법 공포(1972), 

7․4남북 공동성명(1972)

4 두환 4 5․18민주화 운동(1980), 북한의 남  지원(1984)

5 최규하 0 교과서에 직 인 제시나 언 이 없음

6 노태우 1 6월 민주항쟁(1987)

7 김 삼 2 문민정부 정권교체(1993)

8 김 4
국민의 정부 정권교체(1998), 남북정상 회담(2000), 남북간 체육교류(단일  구성,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 등 2000), 경의선 철도 연결(착공 2003)

9 노무 1 제 2차 남북정상 회담(2007), 8.15 민족통일 회(2008)

<표 11> 역  통령 련 주요 역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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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석의 결과

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령 련 내용에 

해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역  통령 련 내용은 일부 교과  

학년에 편 되어 있었다.

컨 , 등학교 고학년(4~6학년)단계의 

통령 련 내용은 크게 사진, 텍스트(교과서 

 보조교과서 기술)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등학교 5학년 과정에 편 되어 

있었다. 도덕과의 경우에도 등학교 5학년 과

정에서 통일안보와 련한 정치  사건을 다루

면서 통령과 직․간 으로 련한 정치  

사건들을 언 하고 있는 정도 다.

둘째, 통령별 교과서 기술 횟수를 분석한 

결과, 통령의 재임기간, 정치  업  등에 따

라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해방  정부수립, 6․25 쟁 등 건국과 

련한 주요 정치  업 과 사건이 많은 이승만 

통령은 도덕, 사회교과 통틀어 13회 가량 제

시(언 )되고 있었으며 재임기간이 가장 긴 박

정희 통령(4회), 김  통령(4회), 두환 

통령(4회)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집필이 가진 

문제 을 들 수 있다. 행 교육과정 사회과 5-2

학기 교사용 지도서에는 정부수립  역 통

령에 한 참고자료, 시자료, 설명자료 등이 

비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자료들

은 사회과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기술, 사진 

내용을 조  더 심화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데 이 맞춰져 있다. 한, 사회 

 도덕 교과서 등에서는 통령기록 의 기록

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으며4) 이들 자료에 

한 심화학습과 함께 추가 인 자료 확보를 

해서는 통령 기록물과 함께 통령기록  

리집에 한 안내가 필수 인 요소로 단된다. 

  6. 등교육 련 온라인 콘텐츠 
분석 고찰

6.1 분석의 개요

등교육과 련된 온라인 콘텐츠는 매우 다

양하다. 하지만, 학교 장에서 실제로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등학교 수업상황에서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수의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도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표

인 콘텐츠로 ‘아이스크림 등’과 ‘인디스쿨’

을 들 수 있다.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활용을 확 하기 해서는 이들 콘텐츠

가 가진 장 을 극 으로 벤치마킹(Ben ch- 

marking)하여 반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설

정하 다.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 (주)시공

미디어가 심되어 제작한 상업 인 콘텐츠이

며 반면, ‘인디스쿨’은 상업  목 이 아닌 교사

들간의 정보교류를 목 으로 자발 으로 만들

어진 동호회  성격의 콘텐츠라는 에서 볼 때, 

 4)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에 제시된 통령기록물에 해서는 정확한 출처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

며 본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통령기록물에 한 검색을 통해 통령기록 이 소장한 기록물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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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분석 상 분석방법 비고

등 교육 련

온라인 콘텐츠의

리집 구성형태

아이스크림 등 리집

인디스쿨 리집
리집 분석

‘인디스쿨’, ‘아이스크림 등’콘텐

츠를 분석 상으로 하여 세부항목

별 분석분석항목 ∙ 체  메뉴구조

학교수업에서의

콘텐츠 사용의 

실용도 분석

아이스크림 등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인디스쿨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리집 분석

면담(교사연구 의회)
학교 수업에 사용할 경우의 수업 실

용도  활용도의 에서 분석

심층 인 분석을 해 일선 등학

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병행 실시분석항목
∙탑재자료의 내용  형태분석

∙교사 면담을 통한 분석

<표 12> 등교육 련 온라인 콘텐츠 구조 분석의 틀

각기 다른 지향 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근

본 으로는 일선 교사들이 수업상황에서 필요

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극 인 호응

을 받고 있다는 에서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2 분석의 결과

등교육 련 온라인 콘텐츠에 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수업에 직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일선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철 히 분석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통령기록물을 어떠한 형태

로 제시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더불어, 통령기록 이 교육 문가들을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교육  재구성

에 극 참여시켜 학교 장에서 실용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령기록  업무성과를 교육 으로 

활용하려는 일선 교사들을 지원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히, 교수용 온라

인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지원이 아닌 수업상황

에서 이들 자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상 연수 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사들간의 계망을 극 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인

디스쿨의 경우와 같이 교사들이 통령기록

의 업무성과를 극 활용한 자료를 편집하여 탑

재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기법 등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면 학교

장에서 극 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7. 업무 차에 한 제안

7.1 콘텐츠 개발의 실제

7.1.1 콘텐츠 개발을 한 인  인 라 구성

등교육용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을 해서는 우선 학교 장과 긴 히 연계

된 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 이

를 실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콘텐츠 개발

에 참여하는 인  인 라를 효율 으로 구축하

여 운 하는 것이 요 건으로 여겨진다. 콘

텐츠 개발에 참여할 인  요소를 세부 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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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라 주요 역할

통령

기록  업무담당자

∙학교 장의 의견수렴 

∙인  인 라간의 의견조정

∙온라인 콘텐츠개발을 한 제도 , 행정  지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기록 리 문가
∙법제도  합성 검토

∙문제해결의 안 마련/검수

장교사

(교과교육 문가)

∙온라인 콘텐츠 내용개발

∙콘텐츠 내용 정선/검토

∙스토리보드 개발/검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업체

( 문가)

∙ 장교사와 업무담당자, 기록 리 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개발된 콘텐츠 수정/보완

<표 13> 콘텐츠 개발을 한 인  인 라 구성

7.1.2 콘텐츠 개발의 차

기존의 통령기록  리집은 해당 기 의 

업무  역할을 안내하는 행정  차원의 리집

으로서의 역할에 집 하도록 하며 본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을 제안하는 리집은 통령기록

물 아카이 들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

거나 재가공(편집)하며 동시에 부족한 요소는 

보충하는 등의 면 개편작업을 통해 일선 교육

장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도를 최 한 높

일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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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콘텐츠의 세부내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등, 등, 일반  

통령기록 문연구자들을 배려한 형태로 구

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 으로는 이들 

사용자에게 있어 각 수요자가 가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콘텐츠 모드(Mode)로 구축하는 것

도 요한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은 통령기록  교육용 리집이 추구해나가

야 할 온라인 콘텐츠 제공방안을 사용자 모드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 

7.1.4 콘텐츠의 체  인터페이스

기존 통령기록  리집과 통령기록  

교육용 리집과의 상호 연동성을 높이기 해 

본 연구자는 기존의 리집에 신규 개발 콘텐츠

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슬라이

드바)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통

령기록  리집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쉽게 

교육용 리집과 콘텐츠에 근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교육용 리집의 메뉴구조는 3가지 사용자 

메뉴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교수용 콘텐츠와 학

습용 콘텐츠로 나 어 구성하며 여기에 콘텐츠 

수요자인 학생  직교사와의 상호 소통을 강

화하기 해 기화면에 장교사 지원방, 자료

요청, 질의응답 등 상호소통형 게시 을 설치하

<그림 2> 통령기록  교육용 리집의 사용자 모드 구조

 <기존 통령기록  리집>           <신규 통령기록  교육용 리집>

<그림 3> 기존  신규 교육용 리집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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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령기록  교육용 콘텐츠의 메뉴구조

① 교수용 콘텐츠는 등  등용 수업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도록 한다.

② 학습용 콘텐츠는 등  등용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도록 한다.

③ 일반/연구자용 콘텐츠로 연결된다.

④ 리집  콘텐츠 운 과 련한 요 공지사항을 안내한다.

⑤ 장교사  학생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운 자에게 요청하고 그에 한 도움을 받도록 운 한다.

⑥ 자료에 해 궁 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⑦ 통령기록물을 활용․가공하여 장교사가 만든 자료를 탑재하거나 는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용자간 극 인 계망 형성을 돕는다.

여 운 하도록 한다.

교수용 콘텐츠와 학습용 콘텐츠는 교과내용

학 으로 크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체로 교수용 콘텐츠는 학습용 콘텐츠를 포함

하며 여기에 수업활동에 필요한 교수학습 지도

안( 는 수업안)  기타 수업 참고자료를 추

가하는 것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화

면은 본 연구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를 가상 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교수용 

콘텐츠에는 학년표시, 단원, (소)단원, 차

시별 수업 주제 등이 제시되며 여기에 수업지도

안, 학습지 등이 자 일 등으로 함께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5) 

 5) 통령기록  교육용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통령기록물  어떤 자료를 텍스트로 선택할지도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행교육과정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면 히 분석함과 동시에 교육과정과 

직  련된 정치  사건이나 내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면(紙面)의 제한으로 교과서는 통령과 

련된 모든 기록물들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직  제공하지 못하는 통령기

록물을 쉽게 검색․열람하거나 학습에 활용하기 해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리집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령기록 이 통령기록 련 문기 으로서 심이 되어 그러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하 다.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등교육 활용방안  75

<교수용 콘텐츠> <학습용 콘텐츠>

<그림 5> 통령기록  교수용  학습용 콘텐츠

￭<교수용 콘텐츠>

① 용 상 학년을 안내한다. 

② 단원, (소)단원  학습주제 등을 제시한다.

③ 다른 학년의 교수, 학습용 콘텐츠로 이동할 때 활용하는 메뉴이다.

④ 통령기록 이 보유한 자료에 한 자료요청, 질의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학생용 학습자료(학습지 등)을 내려받기 일로 제공한다(한 , pdf 일 등).

⑥ 교수용 수업지도안을 제공한다(내려받기용 일). 

⑦ 본 차시와 련한 다양한 보조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용 콘텐츠> 

① 학습과 련한 련단원, 차시, 수업주제 등을 안내한다.

② 통령기록 이 보유한 사진, 동 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③ 동 상 내용을 시간별로 조 할 수 있도록 컨트롤 메뉴를 제공한다.

④ 수업의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⑤ 통령기록 의 기 구축 콘텐츠를 제공한다(메뉴별).

7.2 등 교육용 콘텐츠 활용 확 를 한 노력

7.2.1 콘텐츠에 한 근성 신장

콘텐츠에 한 근성을 반 으로 신장하

기 해 공문서 등을 통한 자체홍보, 교사용 지

도서에 통령기록  련 역 삽입하기, 통

령기록  자체 배 의 개발  배포, 검색어의 

근성 확 , 통령기록  교육용 앱(App)개

발, QR코드 개발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교

사  학생 상 연수 로그램의 개설방안으로

는 등학교 직 교사를 상으로 한 온․오

라인 연수 로그램의 개설, 학생 상 여름방학 

통령 캠  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밖

에, 통령기록  기록경시 회, 교사 상 통

령 기록 활용 수업안 공모 회, 멀티미디어 수

업자료 개발 회 등을 통해 일선 등학교 교

사와 학생들이 통령기록 의 온라인 콘텐츠

가 극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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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일선 학교 상 연구․시범학교 운

앙정부 부처  시도교육청이 매년 지정하

는 연구․시범학교는 정책과제와 련한 주제

를 교육  차원에서 구 하기 한 목 으로 2

년 내외의 기간동안 일선학교에서 운 하는 것

이 일반 이다. 통령기록 의 경우에도 이를 

극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

구․시범학교 운 을 통해 일선 학교 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측면을 악하고 운 보고회

를 통해 일선학교와의 력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8. 결 론

본 연구는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등교육 활용방안을 탐색하기 한 연구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고찰한 

결과, 웹 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일선 교육기

에서의 근성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등 교육과정과 높

은 련성을 띠고 있는 ‘ 통령 온라인 기록 ’, 

‘어린이 역사교실’, ‘퀴즈 통령’ 등의 콘텐츠 

역시 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 하지 못하

고 있는 문제 이 있었다. 

둘째, 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에 한 

등학교 교사  학생들의 인지도와 교육  활

용도에 해 고찰한 결과, 인지도가 낮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재 구축되어 있는 온

라인 콘텐츠는 체로 등학생의 수 과 일선 

교육 장의 여건을 종합 으로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로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통령 련 등학교 교육과정 분석결

과, 사회  도덕과에서 비교  높은 련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역  통령 련 기록이 일부 

교과(도덕, 사회)에 편 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통령별 교과서(보조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포

함) 언 횟수도 정치 인 치 (治績), 통령 

개인의 재임기간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넷째, 등교육 련 온라인 콘텐츠(아이스크

림, 인디스쿨) 고찰  분석을 통해 일선 학교

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가 가

진 장 과 함께 본 연구에 한 시사 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앞으로의 통령기록  온라

인 콘텐츠의 개발방향도 단순한 기록 리의 수

에서 벗어나 교육  마인드와 기록 리를 함

께 고려해보는 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업무 차에 한 제안을 통해 기존의 

통령기록  리집  온라인 콘텐츠를 바탕

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의 방향과 콘텐츠 

개발의 실제, 콘텐츠 활용 확 를 한 노력 등

에 해 제안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추진을 통해 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는 일선 등학교 장에서 교

육 콘텐츠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

며 이를 실질 으로 실 하기 해서는 기존 콘

텐츠가 가진 문제 을 조속히 악하고 학교 

장 구성원의 요구를 극 반 한 콘텐츠를 새롭

게 개발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령기

록물이 가진 요성과 교육  가치를 충분히 알

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홍보 략도 함께 병행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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