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 변천 양상 

주세형* 

1. 문채 제기 

문볍 영역은 교육 내용이 확정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듯하다. 그 중 

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되는 문볍 지식은 특히나 그 

내용이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짐작하곤 한다. 그렇게 생각하논 원인은 무 

엇일까. 1학년 교과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이란 원고 쓸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주는 기초적 지식일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만 따지자 

면 모든 문법 교육 내용 중에서도 ‘변치 않는 기초적 교육 내용’이어야 함 

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대 교과서 모습은 이런 추측이 ‘틀렸음’을 여실히 보 

여준다 물론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치수를 거듭해도 변함없이 등장하는 

문법 지식을 발견해낼 수는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어학적으로는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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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를 지년 문법 교육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 표상성1)은 다양 

하게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그 내용은 ‘이전 차수와 다른 것’이라고 간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트렀다. 목표 표상성이 달라지면， 교육 내용 

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다음을 연구 문제로 삼는다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의 

변천 양상을 읽어낸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첫째， 본격적인 작엽에 앞서 우선적으로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 

과서의 문볍 교육 내용을 식별해 내었다. 문볍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 

논 내용은 무엇인지 추려냈다. 

둘째， 그 중 특히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추려낸다. 

셋째， 첫 번째에서 도출된 각 준거에 기준해 볼 때 어떤 목표 표상성을 

지녀왔는지 해석한다. 전술하였듯이 1학년 교과서의 문법 교육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일곱 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도 그 내용 요 

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첫 번째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비슷한 교육 내용이라 할지 

1) 본고에서 표싱성의 정의는 다음을 따랐다. 

“교재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적 · 표상적 실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교수 학습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피 표상적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 

단흐뚱이며， 물리적이라 함은 교사와 학습자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 교재의 특정을 가장 잠 드러내는 조건은 표삿성으로， 칠판이나 

V1R처럼 교수 · 학습 과정에 동원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표상적이지 않은 설체 
는 ‘매체’라 하여 교재와 구분한다~ (최현섭 외， 2002:4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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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목표 표상성의 %냉이， 국어교육사 

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정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교육을 둘러싼 제반 사회적 · 학문적 상황을 참고하여 해 

석하려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교과서 수준에서의 실행 양상을 보더라도 국어과 전체 목표의 이 

념태가 교육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략한 논의 

에만 머문다 이는 문서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제대로 기능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이다. 초가 교육과정 단계에서 

는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지 사섣 교육과정과 교과 

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교육과 

정과 교과서 개정을 둘라싼 사회적 요구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그 요인 

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고 

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교육과정 

문서를 기술하는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선수 학습 단계는 유아 교육 과정이라 

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7차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그 이 

전 차수와는 달리 ‘문자 언어를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하는 단계’를 넘 

어선다. 이는 단지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위계성 인식이 바뀌었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다 유아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변화한 것과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교육과정 시기에서 

는 유아 언어 교육의 관점이 성숙주의 · 행동주의였으며， 그에 따라 문자 

언어 지도를 훨씬 지연시켰기 때문에 1학년에서도 기초적인 문식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아교육의 경우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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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에 ‘문자 조기 교육’이 이루어진대이차숙， 때4).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어떤 연계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본다면 연구 결과가 좀 더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2. 경험적으로 합의된 주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법 교육 

내용요소 

본 2장에서는 전 치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법 내용 요소를 

추려내고， 내용 요소별로 어떤 변천을 겪어 왔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이 

틀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합의된 주제’라 명명하였는데， 전 차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엄밀한 교육적 ·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추출 

되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이전 치수에 등장한 내용을 계승， 경험적 

으로 판단하여 디움 차수의 교과서에 반영했던 경호￡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다. 

2. 1. 수세기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식성의 개념에 셈하기 능력 

을 포함하였던 시기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제재나 학습 활동 

에 수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셈하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내용 요소가 지협뜯 목표가 글자 익히기가 아닌 셈 능력 

열 때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 수세기 능력을 배제한 것은 

4차 시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때부터는 내용 요소 그 자체에서도， 내용 요 

소의 목표 표상성에서도 수세기 능력을 비로소 국어과 내용에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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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1차 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내용 요소를 통해 어떤 활동이 초점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내고 이의 목표 표상성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 1차 1-1 교과서 제 

재에서부터 수사2)가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2학기 교과서에서도 ‘학 

교놀이’와 ‘공’， 두 개의 단원의 제재에서 수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학 

교놀이’에서는 ‘가위/바위/아버지/가지/바매0까 ... ’에서 같은 글자를 식 

별해 보라는 내용과 함께， 덧셈과 뺑셈 활동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에서는 1부터 10까지 세어 보기를 유도한다. 

G)[l차 1-1] (재미있는 놀이)52p 뼈 

한번 치면 하나하고 

네 가세어라. 

두번 치면 둘하고 

네 가세어라. 

셋， 넷， 다섯， 여섯， 

네 가셰어라 

일곱 여닮 아흡 열， 

내 가 칠 테 니， 

하나하면깡충 

참새 가뛰고， 

둘하면깡충 

토끼 가띈다. 

셋， 넷， 다섯， 여섯， 

2) 학교 문법에서 처음 ‘수새를 품사로 설정했던 이유 중 하니눈 학습자의 수 개념 발 
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틀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이광정， 2003: 146-147) 



210 국어교육연구 제17집 

참새 가뛰고， 

일곱， 여닮， 아흡， 열 

토끼가뭔다 

2차부터는 단원별 학습 활동이 등장하여 단원 목표나 활동의 초점 파 

악이 좀더 수월하다 2하기 ‘학교 놀이’ ‘공’ 단원 제재는 1차와 비교해 볼 

때 변함이 없다 ‘학교 놀이’ 단원에서 여전히 수세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 

으며， 연습활동에서도 ‘수세기’가 등장한다. 기수사와 서수사가 나열하기 

도 하였고， ‘하루， 이툴， 시흘 ... ’ 등， 날을 세는 말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 

다 

3차에 2학기 교과서에서는 2차와 비교해 볼 때 제재가 많이 각색되어 

수세기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 [3차 1-2] 51p (비행기) 

나는 어제 뒷산에서 놀았읍니다， 

비행기를보았읍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녁 대가 날아갔읍니다. 

참빨리 날아갔읍니다. 

@[3차 1-2] 520 (학교놀이) 

나는 동무들하고 학교놀이를 하였읍니다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읍니다 

“차려 

“쉬어 

“차려 

“앞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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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들은 발을 맞춰서 걸어갔읍니다 

그러나 ‘공부할 문제’에는 여전히 수세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제시되는 

표 역시 그 이전 2차와 차이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 익히기’가 ‘낱 

말 익히기’라는 활동명 아래 등장하고 있디는 것은 학습자에게 수사를 

‘낱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교재 편찬자가 이전 차수 

와는 달리 국어과의 전문성에서 셈하기 능력을 점차로 배제하기 시작함 

을 읽어낼수 있다 

@ 염차 1-2] 56p 공부할 문제 

l. 낱말익히기 

(1) 숫자익히기 

하나，둘，셋， 넷，다섯 

여섯， 일곱， 여닮， 아흡， 열 

(2) 요일익히기 

일요일， 윌요일， 화요일， 수요얼， 목요일， 금요일， 토요얼 

2. 세어보기 

2 3 4 5 

k 하나 굳 τ 셋 넷 다섯 (물건) 

k 한 
r二 세 네 다섯 (참새) T 

i;ι 첫째 둘째 세째 네째 디섯째 (차례) 

t 하루 사흘 니흘 닷새 (날) 

4차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수사 관련 단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디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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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셈하기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언어적 지식’ 차원으로 변화되어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어과 전문성에 셈하기 능력이 확실히 배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즉 내용 요소는 건재하되 목표 표상성이 확실히 변화된 것 

이다 

@ [4차 비른생활 1-2] 8Sp 

3. 셈을 세는 말은 재마있읍니다. 양쪽을 견주어 봅시다 

식구하나- 한식구 

식구둘 두식구 

식구 셋 - 세 식구 

식구 넷 • 네 식구 

5치부터는 수세기 관련 활동이 등장하지 않는다 내용 요소로도 부각되 

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는 수학과와 

변별되는 전문성에 대해서 4차에 이르러 그 생각을 달리했다고 할 수 있 

다. 

2.2 문식성 완성을 위한 음소 · 자소 식별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문법 교육 내용 중 꾸준히 등장한 

내용이다. 문식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라란 판 

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읍소와 자소 식별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요한 내용 요소라는 점이， 동시에 활동이 지협}는 목표는 복잡하게 나 

타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히여， 학습 활 

동의 목표 기술 방식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도 목표 표상성 해석을 더 복 

잡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읽어보자는 발문은 ‘읽다’라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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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기술하고 있을 뿐 실제 목표는 ‘정확한 발음’을 목표로 하고 있 

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음소와 자소 식별 내용 요소는， 음가를 구별하면서 정확하게 발 

음-ol는 그 자체에 목표가 있거나 읍소를 식뿔}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맞춤법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거나 교재에 인쇄된 글자 그대로 따라 써 

보는 것이 주된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소를 식별하는 내용 요소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실제 교재에서는 목표 표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소 및 자소 식별 내용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 

체적 활동이 지향히는 목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활동의 목표 표상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중， 처음두 개 활동은 6차 1-1 읽기에 세 번째 활동은 5차 1←1 읽기에 나 

타난활동이다， 

@ [6차 1-1 읽기] 같은 낱말끼리 이어 봅시다.4) 

나 너 

우리 

너 

아기 

。}기 

나 

우리 

12) [6차 1-1 읽개 같은 낱말끼리 잇고， 읽어 봅시태 

Tτ 나무 

자
 

맥
 뿔
 

3I t츠 
T -C 

드조 
l • 

3) 이후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국어과 내의 영역별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되며， 목표 표상성을 활동 제시 발문에서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된다. 
4) 1대단원 p. 12 대단원 목표: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봅시다. 
5) 1대단원 p.20. 대단원 목표·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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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조 
'- 만들자 

@ 댐차 1-1] 9대단원 뼈 

口 글지를 바르게 읽어봅시다. 

(H) (1]) 

개미 게 

재미 베개 

(규내) 

뒤 왜 

뛰어가서 돼지 

이들 활동은 모두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모두 자소 

를 인식승}는 것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목표 표 

상성이 일치하는 것이다. 같은 글자를 식별해 내는 활동으로서， 이는 학 

습 활동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2차 교과서에서부터 꾸준히 등장한 

활동틀이다 

그런데 이틀 활동에 대한 발문 기술 방식은 목표 표상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끈거를 제공해준다. ‘학습자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표 표상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읽어보 

자’는 것은 그 발문 기술 방식만 고려했을 때 ‘소리 내기’가 중심인지 ‘읽 

기’가 중심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다가 5차 교과서에 이르러 이런 활동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시작한 

다. 그런데 그 원인은 1차적으로 5차에 이트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최초로 영역별로 분책된 당시의 정황에 있으며， 실제로 활동의 목표 표상 

성이나 내용 기술 방식의 발전이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 활동은 5차 1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 9대단원에 등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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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바르게 읽기를목표로명시한‘ 111꺼’ 껴/내’를 읽어보지는내용이 

다. 그런데 이 활동이 말하기 • 듣기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읽기’에 등장 

승}는 것은， 그 목표가 ‘읽기’에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발음하기 그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H/매’ 꺼/내’의 발음을 구별하 

는 활동은 물론 발읍 자체가 어렵기도 하여 듣기 · 말하기 교과서에 등장 

할 수도 있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이 활동이 ‘자소를 인식’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 H/ -11 ’, ‘퀴μH’를 발음해 보는 활동은 교재의 맥락을 벗어나 ‘발 
음 구별’이라는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면 ‘듣기 。 말하기’와 관련되는 문볍 

지식이다， 그러나 최초로 영역별 분책야 된 5차 교과서에서 이들 내용을 

‘읽기’ 교과서에 살었다는 것은 이들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하여 읽기 능력 

을 목표로 표상하려 했던 경향이 더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 

제 5차 국어과 교육과정 항목을 보면 1학년 ‘읽기’ 영역의 목표에 ‘글자의 

짜임과 낱자의 음가를 알며 정확한 발등댐)으로 글을 읽는다’가 등장한다. 

자소 식별 활동은 문식성 향상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이기 때문에 쓰기 

능력과도 관련지어 학습하게 한다 역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쓰 

기’ 능력의 기초로서 ‘바르게 글씨 쓰기 능력’을 내내 강조해 왔다. 바른 

글씨 쓰기는 올바른 서체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지만 글 

씨 교본이 주로 읍절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소 식별 활동도 

수반되는경우가있다. 

역시 영역별 전문성을 찾아감을 확인할 수 있는 5차 교과서에 주목하 

6) ‘정확한 발음’이라는 구절로 인해 아직 말하기 영역과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 

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1-4차 교육과정에서도 모두 1학년 ‘읽기’ 영역에서의 주요 

한 목표로 ‘똑똑한 발음’，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를 기술하고 있다.5차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인식이 뚜렷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6차 읽기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 구칠을 빼고1 ‘소리 내어 읽어도’ 이는 분 

병히 ‘말하기 능략’이 아닌 ‘읽기 능력’이 목표임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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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 5차 1-1 쓰기 교과서는 단원별로 바른 서체를 익히면서 동시 

에 자모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다.3대단원의 목표는 ‘낱지를 차례 

에 맞게 쓰기’인데， 다음과 같이 음절 형성 원리를 익히면서 표준 서체를 

익히도록한다. 

@ [5차 1-lJ 3대단원 26p 

글자를 만틀어 봅시다. 

L一 나 

디 T 

τ 

극 」→

이와 같은 ‘낱자 쓰기’는 6대단원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6대단원이 끝나 

면서부터는(38-39p) 한 단어 중 빈 읍절 채워 넣거나 그림을 보며 받이쓰 

기(4Op)를 한다~7대단원부터는 한 문장 내에서 의미를 고려해} 빈 어절 

채워 넣기 등의 문장 차원 쓰기 활동이 등장하면서， 이제 쓰기 활동은 표 

준 서체를 익히는 것을 넘어서 의미를 고려한 내용 생성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 이런 구성은 6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6차 1-1 쓰기 

교과서의 1단원부터 5단원까지의 주된 목표는 표준 서체를 익히도록 하 

는 것이다. 자모 글자를 예쁘게 쓰거나 ‘문자그림’을 대응시킬 수 있는가 

를 확인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자음이나 모음을 순서에 맞게 쓰도록 한 

후， 맨 마지막에는 한 문장을 정확히 쓰게 한다 그러다가 5단원에 이르러 

서는(잃p) 받이쓰기를 실시하는데， 이 때 문장 단위가 아닌 단어 수준에서 

받이쓰기를 하다객 본격적으로 문장 차원의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한다. 

전술했듯이， 영역별 분책이 되면서 5차 교과서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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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쓰기 교과서 

에서는 대체로 ‘표준 서체 익히기’， ‘음절 수준에서 자소 인식하기’， ‘받아 

쓰기’ ‘내용 생성하기’ 등의 활동이 등장한다. 자소를 인식하는 활동은 표 

준 서체를 익히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문장 차원 이상의 

받아쓰기 활동이 등장하면서 없어진다.7차에 이르러 쓰기 교과서에서 자 

신이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성히는 활동이 쓰기 전문성을 대체하게 

되면서， 표준 서체를 익히는 활동 및 자소 인식 활동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자소 인식 활동 

이， 어떻게 읽기 및 쓰기 능력을 목표로 다양하게 표상하고 있었는지 살 

펴보았다. 자소 인식 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며， 맞춤법 원리를 익 

혀 표준적 철자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표준적 철자를 익히는 데 있어 자소 인식 활동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이는 결국 맞춤법 

원리를 익히고 이를 설제 철자 쓰기에 적용하는 목표에 기여히는 내용 요 

소로볼수있음을알수있다.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자소 인식 활동 이외에 한 단 

계 더 나。까， 음절표를 자료로 삼아 분석하거나 받아쓰기를 하는 기운데， 

읍절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 맞춤법 원리를 

익히게 한다. 여기서 역시 5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도 

록 하려는 노력이 이때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이다. 

5차 1-1 읽기 교과서 6대단원 ‘말놀이와 글자놀이’의 목표는 ‘글자를 바 

르게 읽어봅시다’이다.46p-47p에 음절표가 등장하며， 다음과 같이 47p 음 

절표 중 빠진 글자를 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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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1-1] 읽기 빠진 글자를 써 넣고， 읽어 봅시다o(47p) 

} Þ l 콰 」→.ll. Tπ 

기 가가거 겨 고 교 구 규 ( ) 기 
[• 나냐( )녀노뇨누뉴 [• 니 
E二 다다더 뎌 도 묘 ( ) 듀 I二 디 
E (생략) 

(생략) 

이는 음절표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음절 형성 원리를 이 

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빼 활동에서도 똑같은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빠진 글자를 음절표에 넣고 번호가 같은 글자를 모아서 

‘글을 만틀어 보게 하는 활동이 등장하고， 52p에서도 음첼표를 생각하며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는 활동이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이 음 

절 형성 원리를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a 댄차 1-1 읽기] 오른쪽 표에 빠진 글자를 써 넣어 봅시다. 같은 번호의 

글자를 모아서 글을 만들어 봅시대!j)-51p). 

} Þ l 1 • L .ll. Tπ 

기 @가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L• CD 냐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亡 @다더 뎌 도 묘 @ 듀 드 디 
근 라랴러려로료루류 르 @ 
口

5차 1-2 읽기에서는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 

을제시한다. 

@ [5차 1-2 읽기] 대단원7. 말놀이 

글자를 정확히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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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지를 합하여 낱말을 만들어 봅시다. 

43p 

가 口
기→ 

+ + 

0 근 

물
 // 

뽑
 

강
 \\} 

디 0표를 한 글자 밑에 〈보기〉와 같이 ‘「， L , 己， 디， 님 o’을 붙이고， 

읽어 봅시대빼). 

〈보기〉 가 + 기 二 각 

가+ L 간 

가+근二갈 

가+ 口 二 감 

가+ tl 二 갑 

가+ 0 二 강 

디 앞에서 만든 받침 있는 글자를 사용뼈 〈보기>와 같이 낱말을 만들 

어 봅시다 

〈보기〉 가 十 기 二 각 • 지각 

가+ L 간→시간 

역대 교과서 중에서 하나의 음절이 성립되는 원리를 명시적으로 보여 

준 것은 @의 경우가 최초라 할 수 있다'.2학기 교과서에서는 이를 끝으 

로 관련 활동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대단원10. 반가운 소식’의 

목표가 ‘글자와 발음이 다른 낱말을 바르게 읽어봅시다，’이긴 하지만， 대 

단원 목표와는 달리 관련 활동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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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글자와 발음이 다른 낱말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데 그치고 주의해 

야 함을 일러주는 정도이다. 

음절 형성 원리를 익히게 하는 활동은 6차 7차로 이어지면서 더 명시 

적으로제시된다. 

@ [6차 1-2 읽기] 

대단원4. 차조심 

학습목표: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고， 바르게 읽어봅시다. 

한 음절 내의 글자 짜임을 알아보는 활동(26-21p) 

@ [6차 1-2 읽기] 대단원7. 재미있는 말놀이 

학습목표: 글자를 합하여 낱말을 만들고， 바르게 읽어 봅시다. 

口 음절표에 나오는 글자 넣어 그림의 이름을 쓰기(490) 

의자그림 제기 그림 

디자 디기 

디 그림의 이름 말해보고 몇 글자로 된 낱말인지 알아보기(뼈) 

한글자두글자세글자로된낱말찾기 

위에서 보듯 확실히 6차는 5차에 등장했던 @과는 달리 초성， 중성， 종 

성 각각을 차례로 식별， 음절 구성 원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더 니。}가 읍절이 모여 낱말이 구성됨을 활동을 통해 각인되도록 

보여주고 있다 글자를 세어보는 활동도 등장하는데， 이 활동 역시 ‘음절 

단위 인식’이리는 목표를 표상한다~6차 1-1 쓰기 교과서에서도 이전 차수 

에 비해 원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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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J [6차 1-1 쓰기] 

대단원6: 말놀이와 글자놀이 

학습목표: 글자를 바른 순서로 써 봅시다. 낱말을 만들어 봅시다.(36핍p) 

E 。 근 。

가 갈 강 ;:;ζ→ { τEζ프 τ ;ζr 

나 날 'i 3:.ζ- 도EE1 종 

디- E는L즈 당 코 도E쿄뜨 콩 

라 랄 2J 토 툴 통 

위에서 보듯， 음절 구성 원리가 좀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등장 

하였다 이후 낱말의 일부 글자를 주고， 나머지 글자를 채워 넣으면서 낱 

말을 받아쓰도록 했다.7차에 이르러서는 원리 제시 방식이 이보다 더 체 

계적이다. 

191 [7차 1-1 읽기] 

소단원2. 한 음절 이내의 활동(한 음절 이내의 활동 완성) 

22p 읍절표 등장， 읍절 완성시키기 

@[7차 1-2 읽기] 

5대단원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대1뼈，). 

‘집’을 읽을 때에는 [집]이라고 원습니다. ‘이’를 읽을 때에는 [이]라고 읽 

습니다 그러나 ‘집이’를 읽을 때에는 [지비]로 읽어야 합니다. 

l. 선생님께서 아래의 말들을 한 글-^l-'씩 읽을 때와 글자를 이어서 읽을 

때에 어떻게 다른지 잘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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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빨간색으로 쓴 글:A}(여기에서는 밑줄)를 이어서 읽을 때의 발음에 주 

의하며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1) 편지 잘발g샘. 

띠) 갤갚을 잘 하더라. 

(3) 얄오록돈 금붕어를 더 잘 키워. 

3. 현성이가 신영이에게 쓴 답장입니다. 빨간색으로 쓴 글자를 이어서 읽 

을 때의 발음에 주의하며 편지를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신영ú}， 

편지 잘발앓언. 
금붕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너논 재미있는 갤갚을 잘 하더라. 나는 

그런 네가참부러워. 
앞으로도 금붕어를 더 잘 키워 
그럼 안녕! 

위에서 보듯 7차 교과서에서는 ‘음절표 제시 • 받침 없는 글자 만틀기 

• 받침 있는 글자 만들어지는 원리 알고 설제로 만들어 보기 • 받침 몇 

개 섞인 글 읽기’로 활동의 위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다른 차수와는 달리 맞춤법 원리를 익히는 것을 각 학기별 

로 한 단원씩만을 배정하여 집중적으로 익히게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원의 목표 표상성 활동의 목표 표상성 모두가 뚜 

렷하다 할수 있겠다 

음절 형성 원리를 익히고 받침 있는 글지를 익히게 되면서 에들은 

발음과 글자의 차이를 알게 된다. 이 역시 초기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한 내용이다'.5차 1-2 읽기 대단원.5 32p에서 ‘높고/햇곡식E햇과일’을 

정확히 읽어 보게 하는 것은， 초기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한 자료 그대로이 

다: 5차 1-1 읽기 13대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을 쓸 때와 읽을 때 어떻 

게 다른지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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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1-1 읽기J92p 
선생님께서 읽으시는 것을 잘 들어 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읽 

어 봅시다. 

방학이， 방학은， 방학을 

- 글을 쓸 때와 읽을 때 어떻게 다른지 말승벼 봅시다. 

@1 [6차 1-2 원기] 

51p 글자 가지고 낱말 만들기 

1. 디음을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그리고 글자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1.(1) 글/글E글이7) 

(2) 칠괜칠판과/칠판에 

(3) 칭젠칭찬맨칭찬을 

2. 다음 낱말을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그리고 바르게 읽었는지 친구와 

비교하어 봅시다. 

‘얼음， 믿음， 오뚝이， 비둑이’ 

당2p 3. 파란색으로 쓴 글재여기에서는 밑줄)의 발음에 주의하며 글을 바 

르게 원어 봅시다. 

삼엑 오를 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땀도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f꼭대기에 오르니， 참 시원하였습니다. 멀리 마다가 보이고， 넓융 들판도 보였 
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절쉰윷 먹었습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두 톡줄인노먹 
었습니다 

받아쓰기를 잘 하려면 사실 발음과 글자의 ~}Öl를 암게 하는 활동이 

7) ‘ E’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224 국어교육연구 제17집 

많이야 한다. 그러나 역대 1학년 교과서에서 받아쓰기를 해 보라는 지시 

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나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활동의 상위 목표 표상성이 뚜렷하지 않았 

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음소 식별 • 자소 식별 • 

음절 형성 원리 익히기 • 발음과 글자 치어 얄기’라는 일련의 과정이 모 

두 표준 철자 익히기라는 ‘기초적 문식성 완성’을 향해 연계된 활동으로 

파악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용 요소와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여 혼동되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 교육과정에는 자소 식별에 초 

점을 두고， 차수를 거듭하면서 자소 식별은 음절 형성 원리와 연계해 나 

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한다. 글자와 소리의 다른 점을 알도록 하는 

활동은 5차 이후에나 간혹 발견되어 받아쓰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던 

역대 정황과 비교해 볼 때 이 내용에 대한 자료 및 활동 개발이 부족했다 

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활동 및 언어 자료가 어떤 목표를 표상하 

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눈 지적도 가능하다. 

2.3. 정확히 발음하기 

정확한 발음， 똑똑한 발음은 1차 교과서에서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온 

내용이다 그러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말하기 전달 

능력(정확히 발음하기)이 목표인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밟으로써 맞춤 

법 원리를 인식하게 승}는 것이 목표인지， 더 나0까 읽71. 쓰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역대 국어교 

육에서는 1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읽기는 ‘말하기’와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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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즉 음성언어 교육을 전제로 문자 언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적인 인식으로 인해， 굳이 ‘정확한 발음’이 ‘듣기 • 말하기 능력’을 위한 것 

인지 ‘읽기 。 쓰기 능력’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5차에서 ‘정확히 발읍하기’가 ‘읽기’ 교과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말하71 。 듣기’와 ‘읽기’ 교과서의 통합적 ÓJ:상과 분명히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도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읽기 · 쓰기 능력의 향상과논 별개로 듣기 • 말하기 능력의 

독립적인 목표로써 설정된 경우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확한 발음의 비 

중과 목표 표상성， 그에 따른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듣기 。 말하기 영역 

의 전문성 확보 %짱이 달라지면서 함께 바뀐다 

@2차 1-24) ‘말 짓기’ 단원 68p 

• 거울 보고 소리를 바르게 내 봅시다. 입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송아지/할아버지/주셨읍니다/빠르다 

이전 차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한 발음’은 2.2로 분류될 읽기 • 쓰 

기 능력을 위한 것이다. 단 하나 2차에서 입모양을 보게끔 하는 발문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5차 1-1 말하기 • 듣기 교과서에 이르 

러서는 차례가 소개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바른 입모양 사진이 등장하는 

등， 튿기 · 말하기 영역의 전문성과 관련된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기 시작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만 본다면 내용 요소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영역 전문성을 온전히 확보했다고 보기엔 어렵다.5차 1-2 말하기 · 

듣기 교과서 ‘2. 하루를 보내고’의 대단원 학습 목표 중 하니는 ‘겪은 일을 

똑똑한 발음으로 말하여 봅시다.’이다. 주로 등장하는 활동의 발문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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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과 잘못한 일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서 말하여 봅시다’， ‘물음을 생 

각하며 똑똑한 발음으로 말하여 봅시다’ ‘내가 겪은 일도 똑똑한 발음으 

로 말하여 봅시다.’ 등이대14p). 

이와 비교하여， 6차 1-1 말하기 • 듣기 교과서에서 정확한 발음 관련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추려볼 때， 사실 튿기 · 말하기 영역의 전문성은 6차에 

서부터 확보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6차 1-1 말하기 · 듣기] 대단원9 

학습목표: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봅시다 

52p--많p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낱말을 찰 듣고， 정확하게 발읍하여 봅 

시다 

1.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낱말을 듣고 어느 것인지 찾아봅시다. (그림 

제시) 

2. 그림의 이름을 쓰고，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3. 짝지은 낱말들을 선생님을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하여 봅시다. 

56p<}>와 <1> 소리를 정확하게 발읍하여 봅시다. 

대단원 12 학습목표: 다른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 봅시다. 

발음을 정확하거l 해 봅새. 

74p <..1-> <T>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여 봅시다. 

6차 1-2 말하기 · 듣기 교과서를 보면， ‘자소 인식， 읽고 쓰기를 위해 음 

운 차원에서 정확히 발음하기’와 같은 것은 말하71. 듣기 교과서에서 이 

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화법 교육 내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전체 대단원 중 대단원3과 7에 ‘발 

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단원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틀은 확실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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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위한 발음’으로 전문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대단원3에 속한 

18p <-> 소리를 정확히 발음하도록 하는 활동은， 독립적인 소리 자체를 
익히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7단원에서 <-1><-> 소리를 정확히 

발음해 보라는 활동의 등장은， 확실히 내용 요소 차원에서도 영역의 전문 

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제 화법에서는 음소를 교육 내용 요소 

로 선정할 경우 발음 차원에서 음소를 구분하는 활동만 교육 내용으로 한 

정하겠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13대단원에서는 ‘발음을 정확 

히 히논 것’이 대단원 목표가 아닌데도 마지막 부분에 〈드， 마， E> 소리 

를 비교하는 활동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6차 교과서에서는 ‘화법 교육의 

전문성’을 정확한 발음’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7차 교과서에서 

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확실히 정확한 발음만을 

위한것이다 

@ [7차 1-1 말하기 · 듣기] 

35p <上><T> 발음 비교 
그림: 입 모양 사진과 단어 속에서 발음 구분하기 

55p <님 ><llll><표〉 

그림: 입 모양 사진과 단어 속에서 발음 구분하기 

ffi-61p 쉽터 입모양만 보고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히기 

정확한 발음은 역대 1학년 교과서에서 내내 강조되어 왔지만 초기 교 

육과정에서는 읽기 ·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목표 표상성이 모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5차부터， 좀 더 명확히는 

6차 교과서에서부터 정확히 발음하기는 화볍 능력으로 전문성을 확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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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상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2.4 재미있는 말놀이 

여기에 속하는 내용은 ‘재미있는 말이라는 표제 아래 말 자체에 주목 

하는 메타적 활동으로) 1차 교과서에서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내용이며 문 

법 교육 내용 요소의 대표격으로 간주되었다. ‘재미있는 말’을 무엇으로 

보는지， ‘재미있는 말놀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 

라 국어 교과의 성격 인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재미있논 말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말의 대표격은 의성어 • 의태어로 전 치수를 통틀어 지속적으 

로1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미있는 말1은 2.2 자소 식 

별이나; 2.6 어휘 교육의 연장선상에 두고 비교해 볼 수 있다. ‘말놀이’는 

‘한 음절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없다. ‘말놀이’는 ‘음절 이상 언어 단 

위의 언어 자료’로1 의미와의 관련성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2.2의 경우는 한 읍절 치원에서 이루어지논 내용 요소로， 음절 구성 원리 

를 익히거나， 발음과 철자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는 활동이 주 

된 것이다. 즉 ‘읍절’과 ‘글자 차원의 이들 활동은 궁극적으로 표준적 쓰 

기，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말놀이’라는 題下에서 제시되는 내용 요소는， 출발은 ‘한 음 

절’， ‘한 글자’라도 그 목표는 맞춤법을 익히는 표준적 문식성 달성을 넘 

어서， 유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닿아 있다. 이 점에서 2.6과의 연계성 

이 보이는데， ‘말놀이’는 어휘 자원의 확장을 목폴 표상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연계성은 좀 더 타당해진다 

그러나 모든 말놀이 활동이 반드시 ‘어휘’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완성된 한 문장을 가정한 이후 어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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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뒤섞은 후 이를 바르게 놓아보자는 것도 말놀이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말놀이’를 교육 내용 요소 차원이나 목표 표상 측면 

에서 2.2와 2.6과 통하는 면이 있음에도 독립적인 항으로 묶어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차 1학기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재가 운 

율성이 강하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적으로 등 

장하여 제재를 읽는 가운데 말의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 학습활동이 따 

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목표 표상성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없지만， 의성 

어 · 의태어 자체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차 1학기 

교과서 ‘재미있는 말’ 단원에서 ‘의성어 · 의태어’， ‘첫 소리 • 가운멧소리 . 

끝소리가 같은 단어’를 나열해 줌으로써 재미있게 말을 익히도록 유도한 

다. 그림만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알맞은 의성어를 답해 보는 활동도 

등장한다. ‘재미있는 말’ 단원은 3차 1학기 교과서에도 등장한다.2차와 거 

의 차이가 없는데， ‘아 소리가 처음에 나는 말， ‘기’ 소리가 끝에 나는 말， 

‘나’ 소리가 가운데 나는 말 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성어와 의태어， 

글을 통해 반대말 익히기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1-3차 교과서들은 ‘재미있는 말이란 ‘의성어 ‘ 의태어의 기능 

알기’， ‘말 자체에 주목하는 메타적 활동’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읍을 볼 수 있었다. 의성어 · 의태어를 ‘재미있는 말’로 보는 것은 7차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으나 단지 ‘재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말 

의 재미를 느끼는 영역’에 대한 판단은 달라졌다는 것이 흥미롭다.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말의 재미’를 문법 영역에서 제공하였는데， 이 때 ‘재미’ 

란 말 자체에 주목하는 메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재미이다. 이런 재 

미는 치수를 거듭하면서， 모든 활동이 ‘그 자체의 메타적 즐거움’보다는 

활동의 목표 표상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양상이 변모하논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영역별 분책이 되기 시작한 5차에 이르러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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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말놀이’는 ‘말하기 • 듣기’ 교과서에 나타니는데， 내용 요소만으로 보 

면 그 이전 치수에서 보였던 것과 큰 짜l가 없다. 단지 목표 표상성만 변 

했다고 할수 있다. 

@ [5차 1-2 말하기 · 듣기] 

7. 말놀이 대단원 목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여 봅시다./말을 듣고， 그대 

로따라서 하여 봅시다. 

38p <보기〉와 같이 끝소리를 이어받아 말하여 봅시다. 

〈보기〉공부 • 부자 • 자연 • 

(1) 우산→ 

(2) 과학→ 

〈보기〉와 같이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해 봅시다. 

〈보기〉 사자 사과 - 사슴 

(1) 개미 

(2) 제비 

〈보기>와 같이 같은 소리로 끝나는 낱말을 말하여 봅시다 

〈보기〉 다리 머리 - 허리 

(1) 감자 

(2) 아기 

@ [6차 1-1 말하기 · 듣기] 

6. 말놀이와 글자놀이 대단원 학습목표· 재미있는 말놀이를 해 봅시다. 

여러 가지 낱말 찾기 놀이를 하여 봅시다'. (그림 제시) 

같은 글자로 시작되는 낱말 찾기 놀이를 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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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자로 끝나는 낱말 찾기 놀이를 하여 봅시다. 

끝말 이어 가기 놀이를 해} 봅시다. 

이 현상에 대해 다협}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말 자체에 주목하는 

메타적 활동은 사실 詩作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목표 표상성에 대 

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우선은 이를 넓게 보아 문법 의식을 

확장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재미있는 말놀이’는 말 자체의 운율 

적 재미를 느끼는 활동으로 보아 5차에 이르러 튿기 · 말하기 영역으로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두 경우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차수가 거듭되면서 문학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재미’는 문학 

영역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디음 5차 1• 2 읽기 대단원6， 6차 1-1 말 · 듣 

대단원7의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미있는 말은 ‘동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미’가 ‘아름다움’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동시의 성격을 이해 

히는 도구로서 활동의 성격이 변화한다.7차 교과서에서 말 자체에 주목 

하는 메타적 활동은 소략하게만(쉽터에서) 발견되며， ‘재미’는 ‘문학의 아 

름다움’과 관련지어 동시 등에서 재미있는 말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고정 

된다 

@ [5차 1-2 읽개 

대단원6 

대단원 목표: 동시를 읽고 재미있는 말을 찾이봅시다. 

@[6차 1• 1 말하기 · 듣기] 대단원 7. 바람 타고 동동동 

대단원 목표: 동시를 듣고， 재미있는 말을 찾아봅시다. 

@ [7차 1-1 말하기 · 듣기] 

대단원2 둘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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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목표 시를 듣고， 흉내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를 꾸며서 말할 수 있디용) 

소단원1. 26-27p 

시에서 흉내내는 말의 쓰임 알아보기 노래에서 의성어나 의태어 찾기 

어떤 점이 좋은지 알기 

28•29p 시를 ‘듣고’ 흉내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말해보기 

거듭 강조했듯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역대 교과서에서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 

가 있다. 물론 7차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목표 

표상성이 상당히 바뀌어， 이전 차수와 ‘소재’는 같지만 ‘내용 요소’는 다르 

다고까지 간주될 수도 있겠다. 위 인용한 7차 듣기 · 말하기 1• 1 2대단원 

에서는 동시의 이미지 · 장면을 떠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에， 의성어 · 의태어를 도구로 하여 문학적 경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표 

상하고 있다 이전 차수에서는 의성어 · 의태어의 특질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초점이었으나 이 활동은 시의 이미지 효과를 아는 것이 목적인 것 

이다 

2.5. 문장 부호 익히기 

문장 부호 관련 활동 역시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법 교육 내용 요소이다. 그런데 자세히 틀여다보면， 문장 부 

호 관련 활동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목표를 표상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낭독이나 끊어읽기를 목표로 한 내용 요소로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8) 그 이전 치수에 비해 흉내내는 말 자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활동과 수 

행 안에서 더 의미 있게 다룬 것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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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전체적으로 낭독과 끊어읽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기운데 동시 

에 문장 부호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끊어 읽기’나 ‘낭독’을 위한 

내용 요소로서 문장 부호에 학습자가 왜 주목해야 하며， 주목하면서 어떤 

기능을 인식해협}는지 부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쉽다 그에 따라 학 

습자는 문장 부호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부호를 식별하고 말았을 것이라 

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삼펴보자. 

흉 [5차 1-1 읽기] 대단원 7. 아버지를 따라서 

글을 알맞게 띄어 얽어 봅시다. 

읽은 글의 줄거리를 말해봅시다， 

은주는 공원에 갔습니다.V 아버지하고 갔습니다.V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 

었습니다" v 은주는 종이 조각을 주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언급랬듯이， 5차 교과서는 본격적으로 영역별 전문성이 확 

보되기 시작한다. 이 ‘읽기’ 교과서의 발문의 성격도 내용을 물어보는 방 

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제시된 두 개의 대단원 목표인 

‘읽은 글의 줄거리를 말하는 능력’과 ‘띄어 읽기’는 0봐도 서로 연관된다 

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서의 ‘띄어 읽기’란 결국 구두점 

이 있는 곳에서 띄어 읽는 것이라는 원리를 간접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1학기 8대단원， 2학기 9， 14대단원에서도 계 

속해서 ‘낭독’， ‘띄어 읽기’를 강조하며， 이를 잘 하려면 ‘문장 부호’에 주목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5차 1-1 대단원8， 이야기 잔치’의 대단원 목표 

는 ‘글을 말히듯이 읽어봅시다.’이다 실제 활동에서는 글의 모든 부분을 

9)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낭독’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독서 행위로서의 

‘낭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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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승1듯01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뼈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따옴표 

“”의 쓰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며， 따옴표 얀의 글을 말하듯이 

읽어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0[5차 1• 1 읽기]6Op 

따옴표(“ ")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개미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림 말풍선에 다음과 같이 써 있다J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가소리쳤습니다， 

따옴표 안의 글을， 말하듯이 읽어봅시다 

“살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가소리쳤습니다. 

비둘기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앗 개미가 큰일났구나，" 

비둘기가 니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개미야 어서 이것을 붙잡아라” 

‘5차 1• 2 읽기 대단원9， 집 이야기’의 목표는 ‘글을 바르게 띄어 읽어 봅 

시다.’이다'， 56p 활동에서 V표와 口를 구분하여， 조금 길게 띄어 읽기와 

간단히 띄어 읽는 부분을 구분하여 읽게 하는 활동이 등장한다 

@ [5차 1• 2 얽기] 

口표가 있는 곳은 V표가 있는 곳보다 조금 길게 띄어 읽어 봅시다 

우리 집은 기와집입니다. 口집 앞에는 논이 있고， V 집 뒤에는 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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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口논에서는 벼가 무르익고， V 산에서는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역시 또 문장부호에 따른 것으로， 쉽표는 조금 띄어 

읽고 마침표는 많이 띄어 읽으라는 표시임을 알게 한다. 이어지는 ‘대단 

원14. 눈이 와요’의 목표는 ‘글을 알맞게 끊어 읽어 봅시다.’이다. 여기에서 

도 역시 ‘냥독’이 등장하지만 ‘동시’를 알맞게 끊어 읽는 것이라 좀 다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제시된 시 ‘첫눈’은 그 구조상 끊어 읽을 부분이 

‘문장부호(마침표만 등장)’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 의미상 끊어 읽을 부분 

을 학생이 정하도록 하는 활동이 수반되지 않아 문장 부호 자체에만 주목 

하고 말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띠름이다. 

@[5차 1• 2 읽기] 

디음 동시를 알맞게 끊어 읽어 봅시다. 그리고 재미있게 나타낸 말을 찾 

아몹시다 

첫눈 

눈이 와요. 口

사박사박내리다 V 

펄펄 내려요. 口

자꾸재F 내려서 V 

소복소복쌓여요口 

눈이 내리면 V 

“검둥아” 불러도 V 

도망을가요. 口

흰둥이가되어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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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봐요. 

지금까지 살펴본 5차 읽기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장 부호 관련 내용은， 

단원 목표는 ‘낭독’이나 ‘띄어 읽기’였다. ‘낭독’이나 ‘띄어 읽기’를 잘 하려 

면， 문장 부호에 대한 기능을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왜 해당 부분에 ‘문 

장 부호를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이야 한다. 즉 의미상으로 문장 

부호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낭독이나 띄어 읽기를 하는 

데 실상은 더 펼요한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문장 부호에 

주목하게만 하는 활동만이 등장할 뿐이다. 

이어지는 ‘6차 1-2 읽기’의 ‘대단원1. 보고 싶었어요’에서도 대단원 목표 

가 ‘말하듯이 글을 읽어봅시다’로， 7p 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보 

는 활동이 등장.， 5차와 다를 바 없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교과 

서 9대단원에서는 ‘글의 의미’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양상이 달라진다 이 

단원의 목표는 ‘글을 알맞게 띄어 읽어 봅시다.’로， ‘글에도 마디가 있다는 

암시를 주는 그림이 등장한다. 그 그림의 내용은 벽에 결린 대나무 그림 

을 보고， 아이틀이 대화를 니누는 장면이다 여자아이가 ‘대나무에는 마디 

가 있어.’라고 하자 옆에 있는 남자 아이가 ‘글에도 마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드디어 띄어 읽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 그 이전과 다른 성격 

으로 간주되고 있는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즉 그 이전 차수에서는 ‘띄어 읽기 = 문장 부호 기능 익히기’에 그쳤었 

는데， 여기에서는 적어도 목표상에서는 의매 단위를 인식하고 띄어 읽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역시 ‘띄어 읽기 = 

문장 부호’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쉽표가 나오지 않아도 띄어 읽을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 모를까 쉽표 

가 있는 곳에서만 띄어 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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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휘 교육 

역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어휘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을 쏟고 있다 단 어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달라졌는데， 초기 교육과정에 

서는 ‘어휘’ 교육이라기보다는 ‘개별 단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교육’이 중점이었던 반면 5차에서부터는 서서히 단어간의 관계에 주목하 

면서 단어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10) 

1차 1학기에서는 학습 활동이 없는 관계로 어휘 교육에 대한 관점을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말 부록에 새로 나온 말을 정리해 두었는데， 

본문 학습과는 별개로 어휘를 따로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차 

교과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을 통해 어휘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교과서에서부터 ‘이름대기’리슨 제하에서 ‘단어 그 

림’을 대응시켜 보는 활동이 등장하는데， 이는 6차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는 활동이다. 그림과 낱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어의 개념적 의미 익히는 활동 수준이다. ‘단어’ 교육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읽기， 만들기， 따기， 하기， 잡기’ 등의 단어를 주고 

그 단어와 의미상 연결될 수 있는 명사를 나타내는 그림과 이어보는 활동 

이 등장하는데， 용언의 명사형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통합 관계를 연상하 

는 것으로 앞선 활동과 차별화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 4차 

교과서에서부터는 이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어휘’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소략하며， 그 

것도 ‘추석과 관련된 단어’를 익히는 데 목적이 있어 엄밀히 웹 본문 내 

용의 이해 및 추석과 관련된 문화적 이해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차 2학기 ‘추석， 달1 다음 공부할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에서는 추 

10) ‘단어’ 교육과 ‘어휘’ 교육의 차별점과 비판에 대해서는 신명선(때Xi) 참고. 
11) 이영숙(l9.J7)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도 어휘력의 요소라 보고 있다. 



238 국어교육연구 제17집 

석과 관련된 단어틀을 특성에 따라 묶어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이는 본 

문에 대한 사실적 확인 이외에도 어휘력 증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이 5차 1-2 쓰기 대단원 5. 추석에도 등장한다. 단 6 

차 1-2 읽기 교과서에서는 낱말끼리의 ‘관계 짓기’를 유도함으로써 단순 

히 조사한 말을 나열하고 그치지 않게끔 한다는 점이 이전 차수에 비해 

의미 있다고판단된다. 

@ [6차 1-2 읽기] 

대단원5. 내가 빚은 송편 

대단원 목표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1. 추석과 관련된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추석] 
햄쌀 송편 햇과엘 농악놀이 달맞이 

2. 파란 색으로 쓴(여기에서는 밑줄)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 

시다. 

조섣이 다가옵니다. 
추석에는 가까운 걷절틀이 모두 모입니다. 지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반갑습 

니다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렵찰로 만든 솥펄도 있고1 헐곽일도 있습니다. 
추석에는 재미있는 놀이도 합니다 낮에는 마을 어른들이 흥겨운 호일효의를 합니 

다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료앞으l를 합니다. 동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온 마을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추석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농악놀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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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모어 화지어다.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은 사살 개별 단어의 중심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보다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력을 확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초기 교과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활동은 ‘짧은 글짓기’이다. 

그런데 5차 교과서에서는 영역에 따라 짧은 글짓기의 성격이 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차 1• 1 읽기 대단원10. 전화’의 목표는 ‘글을 읽으 

며，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이다. 목표 기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교 

과서에서는 도구적 관점에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하면서 해당 낱말의 문맥적 의미를 잘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과정에서 이미 읽은 글도 더 잘 이해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목표 

를 표상하는 어휘 교육 내용인 것이다. 이는 5차 1-1 쓰기 교과서에 등장 

하는 연상적 성격이 강한 짧은 글짓기와 그 성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62p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최초로 브레인스토빙 활동을 발 

견할 수 있다. ‘소식’이라는 말 중심으로 생각나는 말을 적어보게 하고 그 

에 따라 짧은 글을 지어보라는 활동이 있다 이는 단지 단어의 중심적 의 

미나， 특정 맥락에서의 맥락적 의미를 상기하는 읽기 교과서의 짧은 글짓 

기와 차별화된다.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것으로 내용 생성하도록 하는 것 

에서부터 쓰기 교육 내용이 시작된디는 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12)으 

12) 11대단원에서는 ‘단어’가 아니라 ‘그림’이 단서로 주어지고 이를 보고 짧은 글짓기를 
하라는 활동이 설려 있다 역시 전문적인 쓰기 교육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단서이다， 이는 분명 그 이전의 ‘그림’ 역할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서 많은 것을 읽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문볍 그 자체를 목표로 표상하는 

활동에서는 ‘그램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그 무엇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 전 
개된다. 그런데 쓰기나 문학에서는 그림의 역할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그림의 역할 

이 이렇게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비뀌면서 문볍 교육 내용의 표상성 
이 달라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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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짧은 글j 짓기의 성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교육 내용의 변천 

ÓJ:상을， 그 목표 표상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제도 교육으로서 

의 국어과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워야 할 문볍 지식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제시 방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지식적 성격이 강한 문법 교육 내용조자 

당시 교육 과정의 이념과 성격， 목표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짐을 살펴볼 

수있었다 

어떤 교육 내용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몇 개 되지 않는 문법 교육 내용의 

변천 양상J은， 내용 선택 그 자체보다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이 우선함 

을 보여주고 있다'， 5차를 분기점으로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의 표상성은 다 

른 %탱을 보인다'， 2장에서 살펴본 ‘합의된 주제’ 중 ‘2.1 수세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5차에 이르러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복잡한 %ν상을 보인 것은 ‘2,2 음소 및 자소의 인식’으로1 무엇보다 

도 초기에는 ‘말하기 · 듣기’와 ‘읽기 • 쓰기’ 중 어떤 능력을 목표로 하는 

지가 불분명했다13) 특히 음성언어 교육이 완성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문 

자 언어 교육이 가능하디는 성숙주의 • 행동주의적 관점은 더더욱 ‘목표 

표상성의 불명료성’을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5차에 이르러 

13) 이는 초기 교육과정에서의 목표 기술 방식이 Tyler식대로 ‘학습자게 얻게 될 최종 
능력’을 기술하는 것。l 아니었던 데다개 그 과정에서 ‘행위’와 ‘내용 요소’를 혼동하 

게 되었던 데에서 포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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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및 자소 인식 활동을 ‘읽기’ 및 ‘쓰기’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한 단계 

표상성을 높이고， 6자 7차를 거쳐 단지 자소를 식별하는 데에서 문식성이 

완성된다고 보지 않고 음절 형성 원리와 글자 • 소리의 불일치를 익히는 

활동도 확대， ‘읽기 • 쓰기’ 능력을 향한 목표 표상성을 높이게 된다. 그에 

따라 말 • 듣 교과서의 목표 표상성도 높아지는데， 이 영역에서는 개별 자 

모의 음가를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중심이 된다. 

‘재미있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과 전문성 

확보의 다양성을 읽어내는 데에도 유용했다. 초기에는 말 자체에 주목하 

는 메타적 말놀이가 주로 문법 교육 내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보였다개 5차 이후 이들 활동은 말 · 듣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한편으로 

‘말의 재미’는 점차 ‘문학 영역’에서 느껴야 하는 것으로 비뀌게 된다. 

어휘 교육 역시 지극히 도구적 관점에서만 진행되거나 ‘개별 단어의 중 

심적 의미 익히기’에만 머물다가 5차 이후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 

생성 단계를 중시하게 되면서부터 어휘 관계를 제시하거나 짧은 글짓기 

의 성격도 중심적 의미 • 특정 맥락에서의 의미를 딸기 위한 활동을 넘어 

서게 된다. 

‘문장 부호 익히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인데， ‘문장 부호의 기능 알기’가 

‘낭독이나 끊어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인식’은 하였으나 실제 구현 

된 활동은 목표 표상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요컨대，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5치는 목표 표상성이 점점 

뚜렷해지는 ‘분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6차와 7차와 비교해 볼 때 

5차는 아직 단원별 목표가 확실히 분화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5 

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단원별로 ‘반복’된다. 그만큼 최초로 분책하여 내 

용은 많은데， 단원 학습 내용의 전문성과 변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특 

히 단원별 ‘목표’의 전문성과 변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다가 6차부터 

는 이러한 점이 극복되기 시작해 단원별로 목표가 차별화되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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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 활동별로 목표 표상성을 증가시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14).6차 

1-2 읽기 교과서는 문법 지식 관련 활동이 4단원， 7단원， 8단원에 ‘체계적 

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그러하다. 이는 초기 국어교과서와 확 

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교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영역 전문 

성딴원 전문성 확보로 바뀌었음을 명확히 입어낼 수 있다 

각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지향}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도출해낸 후， 이를 그 시대의 교과서 편찬자가 ‘국어 교과적 전문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 

한다면， 각 교과서의 모습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른바 ‘국어과 전문성’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차수의 것 

이 ‘폐기’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치수에서는 대 

종을 이루었던 것이 디음 치수에서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바로 전 차수의 것의 비중이 적어진 대신 훨씬 이전 시대의 것을 다시 도 

입허는식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변천사를 기술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내 

용의 외형적 동형성에만 기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교육 내용이 선 

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동형성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서， 당시의 

교육 목표와 이념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었는지 복합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재사 기술이 필수적으로 의도적 · 잠재적 교육과정사 

를 복원하는 작엽과 연계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제어] 문법 교육 내용， 표상성， 국어 교과서， 교육과정기 

14) 단， 단원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목표 표상성이 현저한 상태가 과연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또 다른 치원에서 논의되어 

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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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resentativeness of Grammar Contents 

in Korean Textbooks 

Joo, Se Hyung 

llis thesis focuses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grammar con않nts in Kor，않n 

Textbook throughout the curricullll1l period. Usually grammar contents are 

r멍arded as ‘stab1e'’. llis trend is more common in the 1st grade. 

Actually, the grammar contents items have b없1 repeated in the 1st textbooks. 

If these i따ns are one categoη in the 죄eld of Linguistics, but not in the education. 

The Grammar items have represented the educational 0비ectives throughout the 

who1e curricullll1l period. In this thesis 1 think the contents identity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presentativeness. 

돼s ‘representativeness’ of grammar contents has been c뼈nged from the 5th 

curric띠.lll1l period. The most complica뼈 are the contents about the identifying the 

phm얹1e-graphem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se cont없ts are ambiguous in the 

be밍Ilning of the curricul뼈 뼈od. SOll1etin1es represented ‘the s뼈king’， 

sOll1etimes did ‘the rea빼19’ and ‘writing’. Later in the 5th curric띠lll1l pen따 this 

i따ns were contained in the ‘reading and writing’ textbooks. In doing so, the 

representativeness has become more obvious 

Even if the grammar items are the Sall1e, the actua1 educa디onal aims could be 

different. So,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c1∞，10밍C때 aims of those days if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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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 are to describe the historγ of textbooks. 

[Key Wordl grammar 어ucational contents, repres앉ltativeness， Korean textbooks, 

the curriculum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