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현해 국어.il:육연구 천개양쌍(1)* ** 

- 학회지 수혹 논문톨 종심으로 -

조회정*** 

1. 셔론 

본 논문은 학회지 수폭 논문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국 

어교육연구의 천개 햄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연구의 전개 양상 

을 검토하는 작엽은 국어교육학어 학문적 정체성올 획득하는 과정을 추 

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사업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r02-JXμ)의 ‘어문교육연구’ 분 

과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의 국어교육 연구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목표로 하였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1뼈년대 후반 신 

* 이 논문은 IDZ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웬에 의하여 연구되었옴<KRF""'없J2-a73-
AM1α16). 

** 이 논문은 없껴년 4월 24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전국학슐발표대회에서 발표 
한 원고톨 수정한 것이다. 토혼융 풍혜 논의훌 보강할 수 있도혹 도와주신 장윤희 

선생님째감사드련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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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학위과정1)이라는 대학의 제도척 헛받첩에 기대어 본격적으로 발전 

하였으나 그 이후 시기만을 국어교육연구의 검토 대상시기로 셜정할 수 

는 없었다. 국어교육이 학문적 정체성을 획득하71 이전부터 국어교육은 

이미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매 시대의 요청에 따라 나름의 국 

어교육 담론을 형성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근 

대계몽기 이후 국어교육이 처해있던 다양한 상황만큼이나 다채로운 국어 

교육 연구물이 동장하리라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를 시책}면서 ‘어문교육연구’ 분과가 직 

면했던 최대의 문제는 자료를 선별하는 관점의 정립이었다. 특히 국어교 

육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던 시기의 자료들 속에서 무엇 

을 ‘국어교육 연구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2) 

특히 문제가 된 시기는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이다.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의 국어교육 연구물들을 걸러낼만한 연구 관점의 부재로 인해 

기존의 학문 체계 속에서 국어교육 연구물들은 무시되거나 ‘국어운동’ 분 

야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국어운동은 ‘국어’라는 표기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 내의 국어교육보다 

는 학교 밖 국어교육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이 일반적:3)이라는 점에서 

국어교육 연구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이 경우 현대적인 관점을 내세우며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의 국어교 

육 연구물에 접근하는 것은 자칫 자료의 실상을 무시하고 오류를 불러일 

으키기 쉬운 만큼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개방적인 관점을 

유지한 채 대상 시기의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4) 이상의 연 

1) 서울대 국어교육과는 l뻐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는 1짧년부터 박사과 
정올신셜하였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문채 제기는 졸고(~)， r근대계봉기 어문교육 연구의 개엽 및 범 

주 〈서우〉를 중심으로J，선청어문』처뻐집， 서울대학교 사햄대학 국어교육파 참조 
3) 이웅호(l!J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λ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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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롤 흉혜 근대계몽기， 일제강점기， 건국기， 현대로 구휩F는 시기마다 국 

어교육어 강조되었번 이유와 그것이 담당했던 역할이 달랐던 만큼이나 

국어교육연구가 혜철해야 할 문제 역시 달랐옴을 확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시당초 본 사업이 ‘어문교육연구’ 분파를 껄정했던 것은 기존 

의 학문 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놈 국어교육학의 학문척 정체성올 역사척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문교육연구’ 분과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국어교육’이라는 사회적 혐상올 새롭게 정의할 만한 관 

점과 분류 범주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 사업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국어교 

육연구의 전개양상5)올 통사척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국어교육학이 본 

격적인 학문적 정채성올 획득하기 이전 시기의 전사{前史)부터 본격쩍인 

국어교육연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올 확인하고자 한다. 즉， 지 

금까1의 연구가 미시적 연구에 가까웠다면 이제 그 흐롬올 총괄하는 거 

시적 진단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국어교육연구 전반올 통시적으로 살핀 선행 

4) 일련의 연구 성과는 다옴파 갈다. 흩고(3m)， r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관한 

연구-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J，국어교육학연구」채16집， 국어교육학회" 
졸고(없l3)， r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륙성J，국어교육』채11첩， 서울대국어교육 
연구소; 졸고(3m)， r19lO년대 국어(조선어)교육의 식민지척 근대성 -~소년}>，~청 

춘}>， ~학지팡〉옳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제18집， 국어교육학회" 졸고(었l3)， 
r1gJ)년대 국어(조션어)교육의 양상 및 특정 - 신여성 교육올 중심으로J ， 근현대 민 

족어문교육 기초연구 채5차 집담회 발표 자료집" 졸고(~쩨사회척 문해력 교육 
구익~율 위한 역사척 고찰 - 해방 이후 국어교육 내 사회성 검토훌 중심으로J，문학 

교육학.~1효， 문학교육학회. 
5) “근대계몽기 이전 ‘국어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는기1"라는 물옴온 ‘국어교육’이라는 
용어의 내포， 대상 자료의 선정 둥 또 다른 문제 셜쟁과 대답올 요구하기에 본 논문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문채롤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이웅빽(1쨌;) r속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회사" 훌고'<axJ'2)， r사회척 폼혜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 
구-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봐시논문 풍올 참조할 수 있다. 



않6 국어교육연구 제13집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박봉배의 『한국국어교육전사:n6l에서는 근 

대계몽기부터 국어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국어교육연구에 대한 체계 

적 접근은 드러나지 않는다. 국어교육연구에 대한 때타적 접근으로는 최 

근 국어교육학회에서 ‘국어교육학연구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라는 기획 

발표 후 단행본으로 묶어낸 『국어교육 연구의 반성과 전망~7)올 들 수 었 

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박사학위논문만을 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연구가 지닌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명확한 한 

계를지니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학회지 수록 논문을 기초 자료로 히여 국어교육연구의 전 

개양상을 검토하그l자 한다. 논문의 개별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 논문 

수， 범주의 분포 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통계 

처리에 의존한 양적 연구의 성격을 띠게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자료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를 선택하는 관점은 곧 문제를 설정하는 시각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교육략을 표빙하지 않았던 근대계몽기， 일 

제강점기， 건국기 자료틀 중 취사선택된 것틀과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 

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현대의 국어교육 관련 자료들은 서로 다른 양싱딸 

6) 박붕배(l!E7)， W한국국어교육전사』상 • 중 · 하 대한교파서주식회사 
7) 국어교육학회 편(:m3)， W국어교육 연구의 반성과 전망~， 도서출판 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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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격야 다른 자료롤 취사션팩하는 과정에셔 연 

구 범위의 대체가 결쩡될 것이다. 륙히 근대계몽기와 일채강점기 자료에 

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의한 철탄과 채취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최대의 

관건은 절단과 채취의 기준이 납득할 만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의 전개양상올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대상 범 

위를 학회지 수록 논문으로 한청하였다. 그러나 대상 시얘의 학회지 선택 

역시 각 시기의 특성에 따라 조금쩍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검토 대상 자 

료를 매 시기별로 제시하며 셜명올 부가하기로 한다. 

’ 근대계몽기 
근대채몽기 자료는 국어교육율 표방환 학회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학회지 전반을 검토의 대상으로 심。} 근대적인 교육과 학문 일반에 

대한 논의 속애서 ‘국어교육’ 관련 연구불올 선별하고자 하였다. 

- <{교남교육회잡지)>， <{기호홍학회월보.)>， <{대동학회월보)>， <{대조 

선독립협회회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자강회훨보)>， <{대 

한학회월보)>， <{대한협회훨보)>， <{대한흥학보)>， <{서북학회월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태극학보)>， <{호남확보)>(이상 한국 

학문헌연구소 편Ii'한국개화기학술지J ， 아쩌아문화샤 1뼈)， <{친목회 

회보)>(차배근 저 r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똥연구(1) 

1쨌-1쨌'.JJ. 서울대학교출판부， 었X)).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존재했던 국어 관련 학회8)로는 조션어연구회(朝鷹語뽑究 

8) 일제 강점기 들어 국어 판련 학회와 교육 판련 학회가 분리되었다. 교육 관련 학회 

지로는 조선교육연구회 동의 학회애서 발간훤 《조션교육연구회잡지)>(국회 MIC 
필름으로 보관)와 《文數η朝蘇)>(오영식 본)，<:조선교육)>(1없년부터) 둥이 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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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 조선어학회(朝蘇語學會) / 조선어학연구회(朝購語學짧究會) / 조선 

어문학회(朝解語文學會) / 조선음성학회(朝蘇音聲學會) / 조선문홍회(朝 

蘇文興會) 퉁이 었다.9) 학회지로는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한글〉과 

경성제대(京城帝大)의 조선어학 및 문학과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만든 

조선어문학회에서 발간한 《조선어문학회보(朝蘇語文學會報))>1이， 조선 

어학회와 대립적 입장을 취했던 조선어학연구회(朝蘇語學웹究會)의 〈정 

음(正音))> 둥이 있다)1) 

이상 열거한 학회들은 주로 ‘국어운동’ 차원에서 학회를 운영해나갔다 

고 볼 수 있는데 이와는 달리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글 보급을 목표로 했 

던 ‘조선어연구회(朝解語冊究會)’ 역시 폰재했다. 여기서는 월간 《조선 

어(朝鷹語))>와 《중둥조선어강쇄中等朝蘇語講座))>12) 동을 정기적으 

로발간하였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한글)>(조선어학회， 

1927년 1942년)13)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4) 조선어학회는 해방 직후의 

나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서 국어(조선어)교육 관련 논문이 수록된 경우는 희소하 

다. 이후 연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청된다. 
9) 일제 강점기 학회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다옴에서 확언할 수 있다. 

ht따//:뚱ru!Ero.껴sitse:뻐.netlsro띠-histaπ'/sidæ썩Itxt/qnhtml 

10) 7호에서 《조선어문(朝鷹語文)"으로 개칭하였으나 7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11) 본문에서 거론한 학회지 이외에도 다양한 일제강점기 학술지가 폰재하며， 가령 《청 

춘"7호에 수록된 r演說法要領」와 같은 본격 국어교육 연구물을 찾이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학회에서 발간된 ‘학회지’라는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일제강점기 학술지 수록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부분의 작업은 후속 작업 

을기약한다. 
12) 일본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13) <:한글〉은 해방 이후애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혐채까지 이어지고 었으나 본 논 
문에서는 해방 이전의 《한글》만올 검토하였다， 해방 이후 국어교육 연구울은 시 

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론 기준으로 선벌획써야 한다. 
14) 조선어문학회에서 발간한 〈조션어문학회보X 역시 검토하였으나 국문학과 국어 
학 논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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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채에서 선편옳 취었던 집단-15)인만큼 학회지인 〈한글〉은 국어 

교육연구의 형성과정율 잔란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혜야 할 자료라 할 수 

있다 

’건국기 
건국기는 1945년뿌터 I쨌년의 서기훌 가리킨다. 교육과정과는 조급 다 

른 시대구분인데 이는 해방 이후 국어교육에 대한 본격척언 접근이 가능 

해졌다는 점으로부터 그 시작을 삼았으며， 1됐년 ‘국어교육’올 표방한 전 

문 학회지 《국어교육》의 퉁장이 국어교육학의 본격적인 퉁장율 알리는 

지표라고 판단하여 건국기를 미캄하는 시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건국 

기는 아직 국어교육올 전문적으로 표방한 학회지카 퉁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제강점가와는 달리 건국기에는 ‘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간한 교 

육 학회지를 집중 검토하고 그 중에서 국어교육 관련 연구물을 추출하였 

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 건국기로 넘어오면서 대상 자료를 선택하 

는 키워드가 ‘국어(문)’에서 ‘교육’으로 이통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교육’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교육 관련 학회지들에 

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일본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교육파정 내의 문 

제가 일본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오면 교육의 주도 

권은 미군정올 거쳐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오며， 국어교육 역시 교육 영역 

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문제로 여겨졌다. 톡히 건국기 국어교육은 다륜 어 

떤 교육에 앞서 제형태롤 갖혐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16) 

15) 정재챈1잃，)， r현대시교육의 지배척 당론애 환황 연구J ， 서옳대 박사논용， 양쭉. 

16) 가령 대한교육연합회얘셔 벌깐한 〈째:ñ!.육;}빼호(단기421Øl앵)년 3월 2)일)는 
‘국어교육’ 문채롤 집중적으로 다푼 혹집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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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교육~， <{새교육~(오영식 본)， <{조션교육~(오영식 

본， 국회 MIC 펼름)17) ， <{새벽~， <{문교월보~(정신문화연구원 현， 

『한국교육사료집성~， 선인， ID2) 퉁. 

’ 1쨌년 이후 
1쨌년 이후는 국어교육 전문 학회지가 본격적으로 둥징념}는 시기이다. 

이것은 ‘국어교육’에 대한 학분적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발현된 양태로 볼 

수 있다. 띠라서 이 시기에는 국어교육 전문 학회지를 주 검토의 대상으 

로 삼는다. 관련 학회들이 본격적으로 둥장하고 각 대학의 국어교육과와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관련 학회지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 중 본 논문에 

서는 전국단위 학회지들을 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쨌 - :m3년)，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웠 - 었E년)，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 

회， 1001 - 었B년)， <{문학교육학~(한국문학교육학회， lffi7 - :m3년)，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1댔 -l~년)， <{화법연구~(한국화법학 

회， 1~년 :m3년)18) 

2. 분류범주의 검토 

기실 국어교육학 범주를 분류효}는 것은 국어교육학 전반의 구도를 그 

려야 하는 만름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분류 기준의 자의성을 얼 

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먼저 분류 범주를 설정하기 

17) 자료 수집 과정에서 서울 보성고둥학교의 오성식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 
자리롤 빌려 감사의 말씁율 율련다. 

18) 이 시기 자료 정리의 상당 부분은 조온파 선생님의 작업에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 
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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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혜 선행 연구물에서 선정한 법주률 검토하며 논의활 시작한다:(시대순) 

• 金敏洙， 像炳園， 李ζ燦， 李빼百， 千時樓， 黃I훌훌 共著D"園語數育훌없 

- 基本理輪파 方法Jl(일조각; 1m). 

- 1. 體輪: 團語數育의 回顧와 展望， 2. 園語數育의 原理， 3. 圍語科

數育課程과 學習指導의 方法， 4. 學習評價의 理論파 方法，5. 團

民屬校 園語科의 學習指導 6. 中等學校 圍語科의 옐홈쩔指導 

• 이용빽11'국어과 교육론J(한국능력개발샤 1975). 

-1. 본질론 2. 국어파 교육과정 3 교수-학습 4. 말하기/듣기 5 읽기/ 

쓰기 6 언어와문학 Z 국어과의 교재 8 국어파평가a 국어과교 

육의 사적 전개 10. 기타. 

’ 노영완 • 박영목 • 권경안 공져Ii"국어과교육론Jl(갑을훌판샤 1쨌，). 
- 1. 국어과교육의 기초 2 언어의 이해 3. 언어의 표현 

• 김대행， 우한용， 정병헌， 윤여탁， 김종철， 김중선， 김동환， 정재찬Ii"문 

학교육원론J(서울대학교출판부;um). 

- 1. 문학교육의 본질과 지표 2. 문학의 속생파 문학교육 3. 문학의 

맥락파 문화교육 4. 문학 교수학습의 실천 . 

• 최현섭 • 최명환 • 노명완 • 신현재 • 박언기 • 김창원 • 최영환 공저i'국 

어교육학개론'Jl(삼지훨， 없X)). 

- 1. 국어교육학의 개념과 연구영역 2 국어표육의 운용얘처~(CD 국어 

교육과정 @ 국어교재 @ 국어 교수 • 학습) 3. 국어교육샤 4 국어 

교육의 실천(CD 듣기 교육 @ 말하기 교육 @ 읽기 교육 @ 쓰기 

교육 @ 문학교육) 5. 국어교육의 파채와 발전(φ 국어교육 평가 

@ 미디어 교육 @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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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형， 김중신， 김창원， 이성영， 쟁재찬， 서혁， 섬영택， 박수자 『국어 

교육학~(소명출판， 없Xl). 

- 1. 국어교육의 이해 2. 국어교육 • 사고 • 운화 3. 사고력파 이해 • 

표현 4. 인지중심적 사고와 이해 · 표현 5 정의 중심적 사고와 이 

해 · 표현 6. 사고력 중심의 국어교육 실천. 

’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공저~국어교육학 원론~(교학사， 때n 
- 1. 국어교육학의 기초((1)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 국어교육 

학사 @ 국어파교사 2. 국어표혐론((1) 말하기 교육 @ 쓰기 교육 

@ 국어지식 교육) 3. 국어이해론((1) 읽기 교육 @ 듣기 교육 @ 

문학교육). 

’ 박영순 편，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한국문화.^t， 댔J2). 

- 1. 국어과 교육과정 2. 문학 교육 3. 국어 지식 영역 4. 화법 교육 

5. 읽기 교육 6. 쓰기 교육 7. 국어과 교수 학습 8. 국어과 평가 9. 

국어 교과서 10. 멀티미디어 교육 (기타 : 관련학윈텍스트학) / 문 

화교육/교사교육둥) 

’ 국어교육학회 편~국어교육 연구의 반성과 전망~(도서출판 역락， 
:ID3). 

- 1. 이해 영역 2. 표현 영역 3. 내용 영역 4. 방법 영역. 

이 중 가장 간결한 형태로 국어교육 연구의 분석 기춘올 제시한 경우 

는 국어교육학회에서 편찬한 『국어교육 연구의 반성과 전망 . .!(도서출판 

역락， 없)3)이다. 이 분류가 갖는 장점은 설정한 범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다는 점이다~1. 이해 영역과 2. 표현 영역 그리고 3. 내용 영역과 4. 방법 

영역은 이항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어 분류 기준 자체를 이해하는 데 무 

리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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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결한 만큼 문채롤 안고 었으니 첫째， 각 법주의 하위 영역을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기준의 경우 1. 이해 영역과 2. 표현 영 

역의 하위 내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a 내용 영역과 4. 방법 영역의 

하위 분류은 획 애매하다. 내용과 방법이라는 용어가 국어교육의 특성을 

드러낸다기보디는 학문 일반의 분류에 해당활 만큼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은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각론 분류에 가캅다. 그러나 검토 대상 자료인 학회지 수록 논문 중에는 

국어교육의 각론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상세한 각론 

분류를 필요로 할만큼 다양한 양상올 담고 있다. 

선행연구 전반에서 분류의 상위 기준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국어교육학의 하위 분류 체계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서 검토한 분류 기준과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틀의 실상울 토대로 하여 다 

옴파 같은 분류 범주표를 제시한다. 

우선 총론과 각론올 나눈 후， 각론에서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올 견인하 

는 6분류 체계(국어지식， 국어활동꺼말하기/듣기/읽기/쓰기)， 문학교육)를 

고려하고 또한 교육 실천을 위한 교재， 교수학습론， 평가 동의 항목올 포 

함한다. 국문학과 국어학 퉁 국어교육 관련 학문의 논문틀은 기타 항목으 

로 처리하였다. 이것율 도시한 것이 [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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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J 국어교육연구 범추 분휴표 

.총론 
1.본질론 
2. 국어교육사{북한의 국어교육 포함) 

.각론 
1. 국어 체계 

- 국어지식교육 
2. 국어 활동 

1) 이해교웹원기교육) 
2) 표현교웹쓰기교육) 
3) 화볍교웹말하기/듣기교육) 

3. 국어 문화 
1) 문학교웹고전문학교육/현대문학교폐아동문학교육) 
2) 문화교웹국어생활 포함) 

4. 국어교육설천 
1) 교재(교재분석/교재론) 
2) 교육과정 
3) 교육정젠운동 

4) 교수-학습흰교수지도안 포함) 
5) 평7}(입시) 
6) 교사교육 
7) 매체교육 

5. 한국어교육 
6. 기타 . 관련 학문의 기초 논의 

- 교육열밴국어햄국문학7한자교육 

이상의 범주 분류표 중 각론 1. 국어체계， 2. 국어활동 3. 국어문화와 4 

국어교육 실천은 다소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경우 국어교육 실천 

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범주 분류하였다 예컨대 초퉁학교 교과서의 말하 

기 단원을 분석하는 논문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교재분석 범주로 분류하 

였다. 띠라서 이중 분류된 사례는 없다. 

[표 1]의 범주 분류표는 지금 현재 국어교육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 

로 변화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흐름을 충분히 포괄하고 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는 과거와 미래의 국어교육학을 진단할 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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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국어교육혁이 척극 재창되지 이전 시겨 쭉히 근대 계몽기와 일 

제 강점기의 자료들을 [표 1]에 의거하여 접근할 때， 자칫하면 그 당시부 

터 국어교육학어라는 학문이 존재했다고 오해활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 

서 밝혔듯이 국어교육학어 학문적 성격을 획득하던 시기는 1쨌년대 이 

후라는 점이 명확한 만큼 [표 1]에 의해 분석한 근대 계몽기와 일제 강점 

기 자료들운 “-적 성격”에 해당핸 자료임을 분명히 명시해 둔다 즉， 국 

어교육학어라는 학문적 자의식은 없었지만 국어교육학이 성숙하고 있는 

현재적 관점에서 첩근할 때， 국어교육학척 성격을 띤 자료로 분류하겠다 

는것이다. 

또한 [표 1]은 미래의 국어교육학율 구~하는 데에도 명확한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예컨대 국어교육 1뼈년대 후반부터 없n년대로 넘어오는 기 

간에는 ‘창의성’， ‘사고력’ 둥을 표뺑}는 논문이 대거 출현하고 있는데 이 

논문들의 처리가 애매하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둥의 활동을 분 

리시키지 않고 통합 활동율 목표로 한 논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표 1]로는 적합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위 분류 범주표가 지 

닌 보수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한계를 적극 인정하며 이 상빵쩨서 지금까지의 국 

어교육연구사를 진단해보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 

도를 통해 첫째， 현재까지의 국어교육연구물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국어교육연구의 설계를 기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위 분 

류 범주표로 더 이상 포괄할 수 없는 연구물들의 흐름이 동장한다면 그것 

은 국어교육연구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위 분류 범주표를 토대로 히여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의 국어 

교육 연구물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기마다의 특색이 드러날 것 

인 만큼 구체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융홍성이 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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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어교육 연구 담론의 행생과갱 

1. 근대계몽기 : 국어교육 담훌의 훌현 

근대계몽기는 ‘국어교육’ 담론이 본격적으로 퉁챙}는 시기이다. 근대 

계몽기는 균질적 폰재로 상정된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국문(國文)인 ‘한 

글l을 교육해야 한다는 국어교육의 펼요성이 적극적으로 제안되는 시기 

인 것이다. 중세와는 다른 근대 교육이 제창되는 가운데 근대적 개념의 

국어교육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교육과 근대 학문과의 관련 속 

에서 국어교육 담론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검토하여야 한다-，1 9) 

따라서 이 시기 학회지에서는 ‘국어(문)’ 관련 논문과 ‘교육’ 관련 논문 

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에서 국어교육 관련 논문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 2-1]과 같다. 

19) 자세한 내용운 졸고.(:m3)， r근대 계몽기 어문 교파의 형성애 관한 연구-근대 계용 

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J，국어교육학연구」제16집， 국어교육학회" 졸고(었13)， r근 
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J，국어교육』제11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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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근대체용기 회솔지 소쩨 ‘국어’와 ‘교육’ 환현 논문 편수 

상위범주 하위훈류 논문현수 채 

교육법령 13 

교육일반 83 
교육일반 사범교육 2 112 

이똥/여성교육 12 

교수학습론 2 
교과교육 6 

어문교육 외국어교육 5 31 

국어교육 19 

근대학문일반 14 

학문일반 
어문일반 12 

교양일반 
51 

4 

국문일반 22 

계 194 

선별한 194편의 논문 중 현대적 관점에서의 국어교육 논문에 혜당되는 

것은 19편에 불파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어교육 총롤이나 각론이 둥장 

하71 이전 근대학문 속에서의 근대교육이， 그리고 교파교육이 막 제안되 

던 시기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연구 담론보다는 국어교육의 담론이 적극 

적으로 대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 논문 19편울 대상으로 [표 1]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상셰 

내용을 재시하면 [표 2-깅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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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근대계몽기 학슐지 소재 국어교육 논문 

변호 저자 논문제목 범주 내용 학술지 발간학회 호수 발간년도 

이종춘 국문교육이 교과교육중 
대한 

대한 
Uffi광 

jj듭鷹紹 본질론 자강회 6호 무10년12 
(추鐘협) 가장필요한것임올주장 

월보 
자강회 

월31일) 

장웅진 敢科授에와 數 근대적 교과의 개념 설명. 태극 
1!XJ7(융 

2 
(張鷹震)

對동 본질론 
2) 언어과{국어 급 외국어) 학보 

태극학회 14호 희원년10 

야(前號續) 휠24일) 

국어와 국 한지어와 비교 속에서 국문 
1!XJ7(광 

3 쥬시경 본질론 서우 서우학회 2호 무11년l 
문의필요 교육의 펼요성 역설 

월1일) 

김하염 
女子敎育의 

여자교육파목중하나로 
서북 1m융 

4 
(金河찢) 

急先務 본질론 
‘국어’제안 

학회 서우학회 15호 희2년2월 
필요 월보 1일) 

홍촌나생 敎育者 국문교육의 필요성 강조， 
대한 l쨌(융 

5 본질론 학회 대한학회 3호 희2년4웰 
(弘村羅生) 討Ix隊 국문습득의 효율성 강조 

훨보 25열) 

國文과 
국어 전용， 한문전폐를 

1앉8융 
6 

이보갱 
漢文의 본질론 

주장하며 한문은 태극 
태극학회 21호 희2년5월 

(추寶鏡) 외국어로서 학습의 의의를 학보 
過짧時代 

인정. 
24일) 

유숭흠 
敎育mj

마과서 편술， 교육의 선후에 
대한 1m융 

7 에對한 교과서 학회 대한학회 9호 회2년11 
(柳承軟)

意見
대해논함 

월보 월25엘) 

)(法을 국어지 
국문법의 확립을주장， 기호 

기호 
1m융 

8 신채호 
다1統 • λ「1 얘국기문서체 문법은 문체(한문체 홍학회 홍학회 5호 희2년12 

, 국한문체)와관련 월보 월25일) 

이능화 
國文

국어지 국운의 규법올하나로 
대한 

대한 
1m광 

9 
(추能和) 

→’定法
식 통일할필요성 제기 

자강회 
자강회 

6호 무10년12 
意見겉용 월보 월31일) 

이춘세 읽기교 
기호 

기호 
1m융 

10 
(李春世)

讀書法
육 

독서의 이익과쾌락 홍학회 
홍학회 

11호 희3년6월-
월보 25일) 

이춘세 읽기교 독서의 정칙과독서법의 
기호 

기호 
l앉1.l(융 

11 훌훌書法(M) 홍학회 12호 희3년7월 
(李春世) 육 연혁 

월보 
홍학회 

25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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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져자 논푼제쭉 병주 내용 학슐지 발간확희 호수 발간년도 

유근 훌Uf뿔/1{ 읽기쿄 
쟁육의 방법. 갱육의 방법 대한 

대환 
lOO7(광 

12 (柳짧) 역 理(빼) 육 
종하나로톡볍얘대한 자강회 11호 무11년5 

논의 훨보 
자강회 

월.31일) 

13 민종묵 入뽑稍뿌 
얽기/ 

전통척인독서， 착푼1 
기호 

기호 
1m융 

쓰기교 
(閔種熱) 稍앓 습자에 대한거론 

홍학회 
흥학회 

4호 희2년11 
육 월보 월25일) 

14 유근 용k育學慶 쓰기교 교과의 개념 둥장 
대한 

대한 
lOO7(광 

(柳짧) 역 理(前M) 육 (‘작푼’ 용어 최초 퉁장) 
자강회 

자강회 
7호 무11년1 

훨보 월31일) 

박한영 時世가 작문의 
서북 l뼈(융 

15 
(朴漢榮) 造英雄 실채 

학생 1시간의 작문 학회 서북학회 2호 희2년7월 
월보 1일) 

유원활 흠Á住훌용는 작푼의 
금훤군대영학교심상과 서북 1m융 

16 
(柳jf;;\) 只在훌u￥ 실제 

초동생 유원활의 1시간 학회 서북학회 16호 희3년10 
웅시한폼 월보 훨1일) 

이훈영 it快한 화법교 
말하7V듣기 교육이 

태극 
1007(광 

17 처세법의 하나로 
(李動榮) 處t!t法 육 학보 

태극학회 8호 무11년3 
다루어지고있옴 월24일) 

￡흉盛뼈의 
말하기/듣기 교육이 

18 
이훈영 H’혐生活 화법교 

처세법의 하나로 
태극 

1007(광 

(李動榮) ~右銘/、 육 학보 
태극학회 10호 무11년5 

號續
다루어지고있옴 월24일) 

19 이보경 文學의 문학교 문학의 번역어 ‘U따양ure’의 대한 대한 
191α융 

(李뿔鏡) 價植 육 동장 흥학보 흉학회 
11호 희4년3월 

--l.-
æ일) 

2. 일쩨강접기 : 국어교육의 식민지쩍 근대성 

일제강점기 국어교육연구물로는 《한글》올 검토하였다: l!앓7년 2월 8 

일 조선어연구화로 발간한 〈한글〉 창간호 이후 총 9권과 1앓년 5월 1 

일 째창죠딸 선연하며 조선어학회로 개칭한 후 《조선어학회잡지〉룰 표 

방하며 발간한 ffi권에 수록된 총 1(Jll편의 논문올 대상으로 범주 분류를 

시도한 것이 [표 3-lJ이다. 



560 국어교육연구 체13집 

[표 3-11 일쩨강점기 《효낼》 수륙 논문 하우| 분휴 현황 

기본범주 하위환류 논문편수 계 

총론 
본질폰 0 

0 
국어교육사 0 

국어체계 국어지식교육 al al 
얽기교육 3 

국어활동 쓰기교육 24 'l1 
화법교육 0 

국어문화 문학교육 0 0 

교재분석 18 
교재론 0 

교육과정 0 

국어교육실천 
국어운동 100 

1fÐ 
평가 

교수학습론 ~ 

교사교육 0 

매체교육(조선어 레코드 교육 취입 관련) 2 
국문학 10 

기타 
국어학 442 

æ5 
한자교육 l 

기타 412 
계 1!J71 

국어학을 근간으로 삼은 학회지인 만큼 국어흑L이 포함된 기타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은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글》에서 

는 한글의 철자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철자법 개정을 

특집호(1짧년 7월호)로 발간하기도 하며 ‘조선어학연구회’의 박숭빈과 철 

자볍 관련 논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r한글 바루 

잡아 쓰기 익힘」이라는 제목의 연재물 :B회를 수록20)함으로써 조선어학 

2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모두 기타로 처리하였다. 그 외에도 기타에는 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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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혜셔 주장하는 한달 맞춤법의 확장율 의도하고 었다. 

국어교육 관련 법주률 검토해보기로 한다. 총 1없편얘 야르는 국어교육 

분야의 논분률 중 국어지식과 관련된 논문온 때편， 국어활동과 관현된 논 

문은 7]편， 국어교육실천 논문이 1많편에 이른다. 국어교육설천 논문어 압 

도적인 양올 보이는 것은 국어훈동과 환련된 글이 많기 때문이다. 

국어자식교육 %편은 모두 이희숭의 r“한글 마춤법 통일안” 강의J (l잃4 

년 채7권저끼호)이다. 국어사 옴훈론， 어휘론 차원의 국어학 분야는 특별 

히 교육적 마인드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국어학 관 

련분야로처리하였다. 

읽기 교육 세 편은 심의련의 r독본 낭독법에 대하.oFJ ， 지봉혹의 r독서 

에 선후가 있다J ， 윤성용의 「방법상으로 본 독법」으로 서로 다른 방홍뼈l 

서 읽기 교육에 접근하는 관점을 확언할 수 있다. 반면 쓰기 교육 관련 논 

문은 대부분이 r가로 룰씨 바로잡기J，가로 글칸기의 이론과 실제J(최현 

배)， r가로 마춤 글씨」 퉁의 시리즈물로 가로 글씨 쓰기의 문째를 다·루고 

있어 ‘짓기’(따qX>SÍng) 이전에 첼자법 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수었다. 

I표 3-2) 일제강점기 〈효H굴〉 소재 국어교육 논문 기본 범주 현황 

학 작품이나 외국문학작품 퉁 독본 자료롤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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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수록된 국어교육 논문 중 관심울 끄는 것은 웰련의 시리즈 

물이다보통학교 조선어 독본(권2) 학습지도안」 시리즈(심의린)20 ， r중 

동 조선말본 길집어」 시리즈(최현배)잃) r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어휘 조사」 

시리즈(이호성)정)가 그것이다.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은 민간 학회가 아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여 

공/사립 보통학교에서 사용된 국어(조선어)교육의 교재이다. ‘학습지도얀 

이란 개별 수업 시간의 교육이 교사 개인에만 의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의 교수학습을 통해 동일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가 

정을 내포한 것으로 근대적 형태의 보통교육의 틀 안에서 구상가능한 것 

이다. 서당식 교육과 같은 중세 교육의 구도 속에서는 절대 떠올렬 수 없 

는 것이 학습지도안인 것이다. 

한편 《한글〉에서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의 어휘률 조사하고 학습지도 

얀율 싣고 있다는 것은 총독부 관리 하에 진행되던 학교 현장의 국어(조 

선어)교육의 실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학회 차원에서 존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된 국어(조선어) 교육이 일본 

의도의 일방적 관철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된 조 

선어 수엽에 당시 조선인들의 욕구와 의지가 개입할 만한 빈틈이 존재함 

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식민지 교육을 활용하는 속 

에서 익혀야 했던 근대적 형태의 국어교육의 특정을 국어교육의 ‘식민지 

적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갱) 

21) 1ffi4년 제2권쩨l호부터 1됐년 째4권제2호까지 총 14회 연재되었다. 이외에도 안면 

호 이선홍 둥에 의해 〈보통학교 조션어 학습 지도안}이 각 I회(t됐년 제3권5후6 

호)씩 수뿔되었다. 
22) 1잃4년 제2권제2호부터 1%년 제3권제2호까지 총 7회 연재되었다. 
23) 1없4년 제2권저116호부터 1없7년 제5권제5호까지 총 16회 연재되었다. 
24) 자세한 내용은 졸고(없X3)， r1910년대 국어(조선어)교육의 식민지적 근대성 - ~소 

년~， ~청춘~， ~학자광》을 중심으로J，국어교육학연구a저1118집， 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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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국기 : 현대쩍 국어교육의 태동 

건국기의 교육 학회지에서 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총 75펀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편의 국어교육 논문올 살펴보면 국어교육의 당위적 필요성 

이나 당면 과제룰 역셜하는 본질론이 부쩍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론의 주장은 ‘국어교육 실천’ 분야에서 철자법 개정， 초풍학교 

교사자격 규정， 교육과정 제정， 국어교육의 교재 연구 둥 당시 국어교육 

이 당변하고 있던 구체적인 과제의 양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 4-1J 건국기 국어교육 핀현 논문25) 기본 범주 현황 

줄고(:m3)， rl때년대 국어(조선어)교육의 양상 및 륙정 - 신여성 교육을 중십으로J ，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제5차 집담회 발표 자료집 참조 

25) ‘국어교육 논문’과 ‘국어교육 판련 논문’의 차이는 국문학， 국어학율 포함한 기타 환 
야의 포함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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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건국기 국어교육 판헌 논문 하위 분류 현황 

기본범주 하위분류 논문편수 계 

총론 
본질론 10 
국어교육사 

10 
0 

국어체계 국어지식교육 4 4 

화법교육 

국어활동 읽기교육 8 11 

쓰기교웹표현교육) 2 

문학교육일반 

고전문학교육 

국어문화 현대문학교육 7 

아동문학교육 4 

문화교육 0 

교재분석 0 

교재론 2 

교육과정 3 

국어교육셀천 
국어정책/운동 9 

교수학습론 
z3 

0 

평가 8 

교사교육 1 

매체교육 0 

기타 m 3) 

계 E 

국어 발음 지도에 대한 화법교육과 「신작문교육론J(김훈혁)에 대한 쓰 

기교육 분야 논문은 비교적 적은 수인 반면 읽기교육 논문으로는 문자 지 

도부터 낭독법， 현대 읽기 지도의 경향까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 

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읽기교육에 대한 관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 

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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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실천 뺀뻐서는 뽑히 명가 항목이 두드러지는대 S형챔잃)에 

해당하는 논문이 1쨌년 〈새교육)> 11，12호에 수록된 r객관적 태스트법 

의 실쩨-국어」 한 편이고 나머지는 당시의 입시 경향울 분석하고 입학시 

험 문제롤 수혹한 것이다. 입시 문채가 교육 문채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 

하였음올 짐작하게 한다. 본격적인 대중교육의 도래와 함째 부상한 ‘잭판 

적 테스트법’은 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채 유형을 가리키는데， 이후 

업시 현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객관식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제얀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깡) 

4. 1958년 이후 : 국어교육의 학문쩍 정쩨성 획득 

1) 전체 논문 수록 현황 

[표 5-11 1958년 이후 국어교육 확회x1 *'빠 논문 현황 

26) 사회파의 샤혜이지딴 평가와 판련훤 또 하나의 논문율 찾아활 수 있다. 종신교육X 
l권(신교육연구회， l때년 5월)얘 수륙왼 r신고사법」얘서는 미국 로때10뼈주의 
사회과 시험 문제훌 혜시하고 있다 

z7) 혜방 이후 도입된 다양환 팽가 방식에 대혜서는 빽순근<3m)， r일쩨 강갱기의 교육 

평가J ， 교육과학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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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짧년부터 때B년η}지의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n3년 

창간부터 :ro2년까지의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lffi1년부터 

:m3년까지의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1937년부터 :m3년까지 

의 《문학교육학)>(한국문학교육학회)， 1m>년부터 없B년까지의 《독서 

연구)>(한국독서학회)， 1003년부터 없E년까l의 〈화법연구)>(한국화법 

학회)에 수록된 논문은 총 2삐편이다. 이 중 국어교육 논문은 1쟁편이다. 

[표 5-21 1958년 이후 국어교육 학회지 수혹 기타 논문 현황 

국어교육 논문의 본격 검토에 앞서 기타 항목의 훨협올 표로 도시한 

것이 [표 5-2]이다. 기타 항목은 총 논문 펀수 짧짧 총 뼈1편으로 490/0 

에 해당한다. 기타 항목 중에는 국문학 논품이 71장 짧꾀 국어혁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문학과 국어학 논짧 짧하면 기타 항목의 

ffi%이다. 국어교육 학회지에서 기타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며， 또한 기타 

항목 중 대다수가 국문학과 국어학 논문이라는 결괴는 국어교육 학회지 

가 둥챙}며 국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자의식이 생겨났햄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국문학과 국어학 논문이 국어교육의 학문적 자의식과 결합되 

어 있었옴올 알려준다. 당연하게도 1ffi>년대 들어 국어교육 논문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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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중가하면서 국문학과 국어학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윤 줄어툰다. 

2) 국어교육 논문 연도벌 연구동향 

국어교육 논푼의 였도별 연구동향옳 쌀펴보면 [표 당페과 같다. 

Ui 5-해 훌Oi.it홉 논훈 연도법 연구홈황 

1때년대 8편의 논문 편수는 1뼈년대 111편， 1970년대 91편， 1쨌년대 

146펀 둥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00년대 413편으로 그 OJ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때년대룰 국어교육 연구의 양적인 증 

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양적 증가의 흐름은 m>년대로 그대로 이어 

져 었X←am년 사어 앵7편의 논문이 제출됨으로써 이미 1m)년대 총 논문 

편수올 넘어서고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혹L에서의 학위 제도를 토대로 한 국어교육 전문 대 

학원의 성장과 국어교육 제반 학문의 발전 둥 국어교육학계의 성장올 반 

영하는 것이지만 반면 논문 편수로 전문가 집단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최근 학계의 흐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 전문 학회의 출 

현과 전문 학술지의 둥장 역시. 후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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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교육 논문 범주벌 연구동향 

[표 5-4J 국어교육 논문 범주벌 연구동향 

국어교육 총론은 101편， 국어지식교육윤 119편， 국어활동은 334편， 국어 

문화는 z75편， 국어교육실천은 $편이다. 이를 다시 하위분류에 의거 세 

분화하고 시대별로 구분한 것이 [표 담]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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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허 국어교육 논문 시대톨범추벌 흩|우H한휴 현황 

기본범주 하위환휴 00년대 00년때 ~1d대 $년대 ro년대 wx>년대 합 총합 

총론 본질론 5 4 15 25 17 æ 
국어교육사 6 4 7 

101 
17 35 

국어체계 국어지삭웰육 9 ?2 11 54 ~ 119 119 

화법.:ii.\J￥ 3 5 5 g ~ 84 

국어활동 얽가교육 M 8 16 o<<i 5) 1:Ð 334 
쓰기교웹훌뺑교웹 i훌 8 14 45 31 111 
문학교육훨뺏i ι:‘， $ 64 æ 135 
고전문학교육 2 2 10 22 J7 

국어문화 현대문학교육 3 2 2 8 14 æ z75 

이동문학교육 6 3 2 5 'l7 4'3 

문화교육 2 6 21 31 

교재분석 6 g 5 17 17 9 82 
교재론 4 8 18 17 48 
교육과정 4 2 12 15 33 

국어교육 국어정챔낸똥 8 14 5 3 3l 
실천 교수학습론 

:m 
8 9 10 10 15 52 

평가 10 6 11 14 41 

교사교육 4 14 3 21 

매체교육 2 14 æ E 

한쾌교육 한국어교육 3 6 14 21 45 45 

8 111 91 1<K3 413 엉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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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J 국어교육 논문 범주별·연도벌 연구동향 

.총론 

총론 범주에 속한 논문은 다른 범주에 비해 적다. 총론 중 본질론 범주 

는 국어교육이 본격적인 학문 담론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1~년대 증 

가하며， :ID)년대에도 적지 않은 양의 논문이 나왔다'. 1~에년대부터 「검토 

되어야 할 국어교육의 문제들J (<{국어교육~41호， 1앓) 둥의 논문으로 

1~년대에는 「국어교육은 필요한'71-?J(<{국어교육학연구〉쩔， 1002) 둥 6 

편의 본질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용주와언어사용의 구조와 국어교육」 

(<{국어교육~71호， 1때)을 발표한 김대행에 의해 1~년대 이후 본질론 

논의가 주도되었다'. :ID)년대 제안된 국어교육 본질론은 21세기에 직면한 

국어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박영목의 r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J( <(국어교육~110후 an3) 둥이 있다. 

없P년대 들어 국어교육사 논문이 다소 증가한 것은 이삼형국어교육 

학 연구， 되돌아 보기와 내다보기: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 

일J( <(국어교육학연구~14후 JX)2) 동의 일련의 학회 기획논문 때문이다. 

1~년대를 지나 :ID)년대에 접어 들면서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되돌아보겠다는 점에서 본질론이 제기되는 맥락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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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근대채몽기， 일채강점기， 건국기 동안 국어교육의 중심 범주롤 차지했던 

국어채계는 욕별환 중가셰 없이 일정환 논문 수룰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어활동 병주는 점진척 중가 추새를 보이며 톡혀 1聊년대에 연 

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기 서착한다. 이것은 말하기/듣기/읽기/효기/ 

국어지식/문학의 여섯 분과가 5차 교육과정 국어과교육의 하위 분류 체 

계로 도입되었던 점과 관련되며 국어교육연구 역시 여섯 범주 체채률 강 

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율 알려준다. 

국어문화 범주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1聊년대 급격하게 증가한 후， 

었m년대에는 더욱 중가되는 %탱훌 보언다. 국어교육어 학문적으로 성장 

하면서 국어파교육 내에서는 절대량을 차지하던 문학교육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문화 범주에서는 었P년 

대 들어 문학교육으로 한정하기 힘든 문화교육이 제안되고 있다. 

국어교육실천 범주에서 교재분석은 점진적으로 줄어든 반면 교재론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론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교 

사교육 둥 국어교육실천과 관련한 범주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옴 

올 알 수 있다. 이 범주에서는 특히 :;ro).년대 들어 매체교육 범주의 급격 

한 중가가 눈에 띤다. 언어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국어교육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어교육 논문으로 현실화되어 제안되고 있음을 

확언할수있다. 

N. 결론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국어교육연구의 전개 양상올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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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록 논문올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근대계봉기는 국어교육연구 담론에 앞서 국어교육 담론 그 자체가 적 

극적으로 제창되던 시기이며 일제강점기는 일채의 중앙집권적 교육 관 

리 속에서 운영되는 국어(조선어)교육 체계가 형성되면서 ‘식민지적 근대 

성’의 양태를 드러내던 시기이다. 건국기 현대적 국어교육의 성립은 시대 

쩍 과제로 요청되었기에 국어교육의 현실적인 실천과 관련된 국어교육연 

구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었다. 1됐년 이후 국어교육 전문학술지의 둥 

장과 함께 국어교육학의 흑L문적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는 1m> 

년대 국어교육 연구물의 양적인 확장기를 거쳐 mJ년대 질적 변화의 시 

기를 맞아 국어교육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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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unfolding asp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α10， 벼e-뻐1Q 

The 뼈lfPOSC of this JXIPer' is to investigate 따 unf<:>>마Jg a8IXrt of Kor얹n 

langu앵e 뼈κatiα1 resea떠1 from Mx:lern 퍼ili릴ll:enrm1t to aro’s by rreans of 

않amining the learr뼈 journal. 

h 뼈 뼈여 of Mαiern 당iligh뼈Im1t， the di없:mse of Korean 1때밍l쟁e 

어ucation 때S 때~ so in 뻐sIHÌ여， thedisco따똥 of Kor없1 lan맹age 

어ucation was re따:ed as the disc때않 of Kor없n 뻐땅uage 뼈κatiα1 research. 

내ier the rule of Ja뼈nese iIrp:rialism, 없없n langt뻐ge 때ucatiα1 research 

was char따izt최 by the colonial mxlemity. 

After 1됐 ye따， Korean lar핑uage 때lcation re짧'Ch was 때lÍred the scientific 

identity. 

[뼈rwo떠s] discourse of Kor없11때밍age 어ucation re짧"ch， discourse of Kor없n 

l뻐밍age 어ucation， colonial mxlerr빠" scientific i뼈l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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