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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목적 

새로운 교육과정이 성안 단계에 이르고 그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 지침 

까지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10학년 국어교과서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오직 반성의 자료를 축적하 

기 위해서이다.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 

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그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악(惡)으로 새로이 

* 본 연구는 교학사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차 국어 · 문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때6년 12월 14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였다. 

** 김종철(서울대 국어교육과)， 김현선(구일고)， 박종호(한성과학고)， 배성완(강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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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교육과정은 선(善)으로 설정해f 선악 이분법의 관점에서 기존 

의 과정을 뒤엎고 새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 고원(高遠)한 명분을 내세워 

졸속으로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 보아왔다. 이번의 새 교육과정도 여 

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편승하여 교육의 현설과 여건은 

무시한 채 무엇인가를 시험하거나 실현하고자 히는 욕망들의 분출과 그 

무리한 관철 또한 다시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교육 주체들을 일거에 계몽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다음， 정부가 앞 

장서서 교사들을 연수라는 이름의 훈련 과정을 통해 재교육하고 재교육 

받은 교A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개혁 방식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계몽의 주체가 되느냐가 치열한 씨움의 

목표였고， 무엇을 가르치며， 왜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주관심 

사가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기차의 기관사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승객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지는 관심의 

대%에 되지 못했다 기관사는 항상 선각자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각자 기관사가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기치를 이끈 경우는 별로 없 

었다. 손님을 내렬 곳에 내렸으며， 태워야 할 곳에서 태웠는지， 제대로 된 

여행 안내서는 준비했는지， 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했는지 제대로 반 

성한 경우플 찾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현행 10학년 국어교과서는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편찬한 것이다. 편찬 주체 

가 반성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에 

입각한 중등 국어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기존의 국정 교 

과서가 어떤 장단점을 가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반성 

하고 그 결과가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 편찬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것은 국가의 일을 위닥 받아 수행한 기관으로서 그 책임의 일단을 끝까지 

지는 것이므로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고 본다. 여기에 희망을 하나 덧보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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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정부 주도의 교과서 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교과서 정책으로의 전환 

이 교과서 편찬의 실제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반성 

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반성이 앞으로 편찬되는 국어 교과서들이 국어 교재론에서 다 

룰 만한 범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또한 희망한다. 그 동안 국어 

교과서와 심화 선택 괴목의 교과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그것이 교재론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새 교과서 편찬에 귀납된 경우가 얼마나 있 

는지 잘 알지 못하나，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존 교과서들을 제재 선정이나 

학습 활동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말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어 

교과서에 대한 반성이 국어 교재론의 차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를희망한다. 

2 연구 내용과방법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 국어교과서를 반성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항틀 

을 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7차 10학년 국어교육과정을 제대로 설현한 교과서인가를 반성하 

고자했다. 

교육 과정 내용은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행 국어교과서는 그 내 

용을 재조합승벼 단원을 구성했다. 이러한 재조직이 적절했는지 우선 검 

토하고 나。까 그러한 재조직된 교육 과정 내용을 실현하는데 적절한 제 

재를 선택했는지를 겁토하고자 했다. 

둘째， 교재로서의 국어교과서의 구성 방식을 반성하고자 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정인 수준별 교육이 기능한 교과서 구성인개 전체 

대단원 구성은 타당한가 대단원 내부의 구성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가 

학습 활동은 교육 과정의 내용과 목표에 조응하는가 상 • 하권의 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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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개 학습량은 적정한개 나아가 편집， 삽화， 삽도 등은 효과적인가 

등을점검하고자했다. 

셋째， 교사용 지도서의 유용성 여부를 이용자인 교사의 시각에서 점겸 

하고자했다 

교λ까 교수 학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도서인가를 교 

육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보충 자료의 풍부성， 실천 방안의 구체성 등 

등의 측면에서 반성하고자 했다 

국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비판적 반성은 교과서와 지도서의 이 

용자인 교사와 학습자의 시각에서 수행하고자 했다. 교과서를 교재로 하 

여 직접 가르친 교사를 연구자로 하여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동료 교사들의 반응과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펼요 

한 경우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논의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전국에서 쓰이고 있는 국정 교과서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는 서울과 

지방，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에 근무허는 교사를 포괄하고자 했다 

II. 교과서에 구현된 교육과정 내용 영역 

1. 교육과정 내용 영역과 교괴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수 학습의 내용， 학습 방법， 평가 기준 및 

원리， 준거를 제공하여 국어과 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국어 

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시행 

된 지 7년째 접어틀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7차 교육과정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體1，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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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한 『국어』교과서로 학습한 지도 4년째나 되고 있다.7년 또는 4년 

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서 반응을 하고 있다. 긍정적 반응도 있고 부정적 반응도 물론 있다. 교육 

과정도 그렇지만， 교과서 또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살행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계획의 과정 

이 실행되면서 나타니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 

서가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실행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망을， 교사와 학 

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인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하 

게 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평가 

의 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문서 속에 담긴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가리킨다.2) 이러한 교육과정은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학습한 결과를 평가받듯이， 교육과정 또한 일 

정 기간 시행된 결과를 평가받을 펼요가 있다. 물론 교육과정의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계량적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반응의 긍정적인 요소는 계 

속 유지 •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교정을 거쳐 이후의 교 

육과정 제작에 타산지석으로 일{Ó}Öl=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해당 교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논지， 그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진술해 놓은 것이 교육내용이다.4) 또한 교육내용은 추상 

수준이 높은 이념과 목표를 구체적인 교육의 설제와 매개하는 중간 고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J5) 이러한 교육내용은 추상적， 일반적， 거 

2) 김대현 외교육과정 및 교육평7b ， 학지샤 없X:ì， 정쪽.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r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 81쪽. 

이인제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 방향J，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 

어교육학회， :m=i, 91쪽. 
4) 김대현 외교육과정 및 교육평가'J ， 학지샤 때X:ì， 131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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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수준의 요강인데， 이는 교과서를 통해 미시적 수준으로 구체화된 

다，6)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매체라는 속성을 갖는다，7) 즉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해당 교과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진술한 것인데， 

교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8)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개념， 원리， 기능을 의미하며 교과서는 이들을 교수 학습하기 위한 교재 

이며 도구이다，9)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쩨하는 비중은 생각보 

다 엄청나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내용’ 영역인데， 이는 교과서에서 구 

현해야 할 가치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학교교육의 내용이라 

고 할 때 곧 떠오르는 것이 교과이고 교과서이다.lQ) 

그리고 교사틀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교과서의 개정을 통해 주로 실 

감한다. 교육과정 과 교육과정의 내용 자체의 개정이나 변화보다는， 교과 

서가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역시 

문서로 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보면 교과서는 교육내 

용을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1l 그래서 교육과정 

의 실행 양상은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의 평가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그 핵심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장에서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행 %ν냥을 『국어』교과서에 

대한 학생의 반응과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5) 김상댁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발전 방향J，국어교육학연구』 제z3집， 국어교육학 

회， :ms, ZJ}쪽. 
6) 함수곤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샤 찌Xl， 쨌-?Kl쪽. 

7) 김중신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설천~， 한국문화샤 axB, 감7쪽. 
8) 이홍우교육과정탐구~， 박영샤 lffi7, :E2-2i영쪽. 
이홍우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샤 2002, 긴3쪽. 

9) 노명완 외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li, gZ쪽 
10) 이영덕 외교육과정과 교육평7h ， 교육과학샤 1쨌， 171쪽. 

11) 김수업배달말 가르치기~， 나라말， 2(XX), 잃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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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서에 구현된 7차 국어과 10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재구성 방 

식을 살필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어떻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는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충섣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과 

연 그러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 7차 교육과정과 『국어』교과서의 제재에 대해 살펼 것이다. 교육과 

정 내용이 학습목표로 반영된 상황을 살폈다면 그 다음은 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제재에 대한 고찰이 펼요하게 된다 교과서의 제재 

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은 어떠한지 연계성이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을 고구할 것이다. 아울러 중3과 고1 w국어』교과서의 수준 차이도 간략 

하게나마 짚어볼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체감하는 제재의 난이도 학 

습 목표， 단원 전개 방식 등에 대한 반응을 알아볼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과정을 참고하여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평가의 한 모습이 될 수 있 

고， 이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과 내용 영역 재구성 방식과 현장 만텅 

교육내용의 의미는 교과서 내용으로 볼 수 있다)2) 즉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단원계획인데，13) 이로 보아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교과 

서의 단원목표 학습목표로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의 비교가 기능하다. 내용 영역 재구 

12) 김대현 외교육과정 및 교육평가J ， 학지λ}， anì, 131-133쪽 
13) 이영덕 외교육과정과 교육평7h ， 교육과학샤 1뼈， 1ff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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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헌 분 

석이다 문서로 서술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 

교허여 그 반응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를 이론적 분석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유형은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조사하여 내용 영역의 재구성 방 

식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내용 영역과 학습목표 비 

교가 사설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반응만 가능할 것이다. 이는 실제적 분 

석이라할수 있다 

이론적 분석은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그것이 구체화된 교과서의 단 

원 학습목표를 대비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반응 정 

도논 교과서에 서술된 학습목표 진술을 통해 그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 

다14)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과 목표의 대비를 1:1, 1:多， 多:1 로 범 

박하게 나눌 수 있다. 즉 교육과정 내용 하나에 학습목표 하나가 대응되 

는 경우， 교육과정 내용 하나에 학습목표 여러 개가 대응되는 경우， 교육 

과정 내용 여러 개에 학습목표 하나가 대응되는 경우 등이다. 이 대응에 

따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에 재구성된 óJ=-상은 다음과 같았다.(자세한 재구성 óJ=-상은 <부 

록 1-1.>을 참조할 것.) 

내용 영역은 모두 %개였고， 학습목표는 상권 z3개， 하권 19개 모두42개 

였다.<부록 1-1.>을 보면 모든 내용이 학습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내용 영역에는 있는데 학습목표로 설정되지 않은 항 

목은 없다. 내용 영역 J1개를 기준으로 내용과 목표가 1:1인 관계는 14가 

지， 1:多인 관계는 197}지， 多:1인 관계는 4가지로 나타났다. 

내용 영역이 교과서 학습 목표로 설정된 óJ=-상을 보면， 일단 내용과 목 

표의 이상적인 관계가 문제로 떠오른다. 즉 1:1과 1:多， 多:1 중 어느 것이 

14) 중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방식을 연구한 논문은 정혜승(:ID2) 
~ ;;.l-.:?-송L 걷" òJ죄L 
2. P • i • 든프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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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목표의 이상적인 대응 관계인가 능}는 것이다. 한 학년의 교육내용 

은 중복되지 않고 단원 목표와 1:1로 되든지 중요한 내용이라면 여러 단 

원에 목표로 제시되는 1:多의 관계를 타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육내용이 한 단원에 모여 있는 多:1의 관계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多:1의 예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내용 영역에서 

는 듣기와 말하기의 진술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단원 학습목표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진술이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타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내용이 계획의 측면이고 포괄적 진술이라면， 단원 목표 

는 그 계획과 포괄의 측면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소량을 배워서 대량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 현상 속에 숨 

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전이 가치가 높아야 한 

다15) 따라서 교육내용은 최소화하고 교과서와 수업내용을 풍부하게 하 

여 교사는 가르치기 쉽고 학생들은 학습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6) 즉， 교 

육내용은 추상적， 일반적， 거시적 수준이고， 단원 학습목표는 구체적， 미 

시적 수준이어야 한다)7) 그렇다면 내용과 목표의 多:1의 관계는 오히려 

교과서 단원 목표를 포괄화， 추상화시키고 있는 형태이므로， 내용과 목표 

의 본원적 관계 설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수엽 과정에서는 영역의 

통행1 있을 수 있는， 또는 반드시 있어야 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때는 교사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수업자의 의지나 능력에 맡기면 될 것이 

다. 

다음 문제는 교육과정 내용 영역 자체의 오류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진술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읽기 영역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수많은 읽기의 교육내용 중 왜 

15) 이영덕 외교육과정과 교육평깨， 교육과학새 1뺑\ 181쪽. 
16) 김대현 외교육과정 및 교육평가J ， 학지λ}， ::mì, 133쪽. 
17) 함수곤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샤 ml，3ffi-:ß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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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만 교육과정 내용으로 설정되었으며 각각의 내용 영역에 따른 학습 

활동은 무슨 이유나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 진술 

과 설명의 불일치도 보인다. 문학 영역을 보면 작가의 의도보다는 수용 

자의 작품 경험을 강조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작가의 창작 동기 

이해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8) 작가의 의도 파악을 잘못된 방볍이라고 

하여 수용자의 경험을 강조하고서는， 또 다시 작가의 창작 동기， 즉 작가 

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과정 내용 영역과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의 유기적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쓰기 영역의 ‘3) 내용 조직 

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와 ‘4) 표현 

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내용 영역은 교육 

과정 내용 영역의 섣명과 진술에서는 각각의 목표와 활동을 언급하고 있 

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한 교파서의 학습 단원에서는 ‘알아두기’ 헝목에서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와 효과적인 표현의 

일반 원리를 다 같이 단계성， 통일성， 일관성으로 보이고 있다19) 

『국어.，ll(上) 5단원 ‘능동적인 의사 소통’의 두 번째 학습목표는 ‘급을 매 

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 

음을 이해한다.’이다. 지도서에 따르면 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 

용 영역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0-얽-(1)] 읽기가 의사 소품 행위 

임을 안다. [10-쓰 (1)]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10-문(4)] 작깨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등이 

다찌 그리고 학습활동을 위한 ‘알아두기’에 ‘집단적 • 문화적 의사 소통 

18)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Jø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샤 때1， 64-ffi쪽. 
19) CD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 고등학교 『국어J(上)， 교육인적자원부， 2roì, 70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J(下)， 교육인적자원부， 2roì, 1ffi쪽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J(上)， 교육인적자원부， 

2roì, z33쪽.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9 

행위로서의 읽기와 쓰기’라는 제목으로 ‘ ... 시대와 시대 사이에 의사 소 

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한 사회와 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시대를 초월한 소통이 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 

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21) 이러한 민족의 전통 계승， 발 

전은 내용 영역 ‘[10 문귀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 

키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라 

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10-문꺼 한국 문학의 전통 

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을 포함하여 네 가지로 

제시해야한다. 

『국어~(下) 5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의 두 번째 학습목표는 ‘상황에 따 

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다. 지 

도서에 따르면 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10-쓰-(2)]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5배 글을 쓴다’ 이다 내용 생성은 쓰 

기의 원리이기도 하고22) 말하기의 원리이기도 하다23) 교과서 잃4쪽의 

‘알아두기’ 항목에 ‘말하기와 글쓰기의 내용 생성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 

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생성과 

관련된 학습목표는 쓰기의 내용 영역만 제시하지 말교 말하기의 내용 영 

역인 ‘[10 말 (2)]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며 말한다.’ 

도제시해 주어야 한다. 

『국어~(下) 7단원 ‘전통과 창조’의 두 번째 학습목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히는 태도를 기른다.’이다. 지도서에 따르면 

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10 쓰 (6)] 창의적으로 글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上)， 교육인적자원부" anJ, 때쪽 
22) 박영목 외국어교육학 원론~， 빡l정， :m3, 2:핑~떼쪽. 
23) 전은주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때1，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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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려는 태도를 지난다.’와 ‘[10 분(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난다.’이다. 이 학습목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의적인 표현， 즉 말하기나 글쓰기를 하자는 뜻이다. 하지 

만 이 진술에 따르면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어떻게， 왜 창의적 표현으로 

기능한지 알 수 없다. 물론 전통의 ‘창조적 정신’과 ‘창의성’이 멸게는 통 

할 수 있지만， ‘전통 계승’을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논리는 

좀 억지스렵다. 전통의 계승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창의적 표현은 얼마든 

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의 세 번째 학습목표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국 

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이다. 지도서에 따르면 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10-쓰-(6)]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 

를 지닌다.’와 ‘[10←국지→(8)]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110-
문-(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 

다.’ 등 세 가지이다. 국어를 발전시키려눈 태도를 기르려면 국어의 개념 

알기， 국어 발전의 필요성 얄기， 국어를 발전시키는 방법 알기， 국어를 발 

전시키기 위한 행동 질천하기 등의 학습활동이 펼요하다.껑) 국어 발전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창의적인 글쓰기와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 o 로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 

네 번째 문제는 교육내용과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의 용어 불일치에 관 

한 것이다. 교육과정 내용영역 [10→듣-(1)]은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재구성 

한 교과서 학습 단원 목표는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上3(2))’이다. ‘반언어적’， ‘비언어적’이 

라는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용어는 교과서 단원 목표에서는 같은 뜻의 

24)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샤 2001, 00쪽.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1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언어 외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물론 ‘알아두기’ 

항목에서 언어 외적 표현은 비(非)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교 언어에 부 

수되는 표현은 반(半)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5) 서 

로 비슷한 내용이라도 표제어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해 

야 한다 따라서 내용 영역과 단원 학습목표에서 통일된 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것이다. 

위에서 교과서에 구현된 7차 국어과 10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재구 

성 방식을， 문서로 서술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교과서에 구현된 7차 국어과 10학년 교육과 

정 내용 영역 재구성 방식을， 교사의 반응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 학교 교사 10명과 A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10명， B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10명 등 모두 3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20대:3명， 30대:8명， 40대: 14 

명， 밍대:5명)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재구성 방식을 ;q유기술형과 선택형 

설문으로26)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설문지와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1-2.>를 참조할 것)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우선 현장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용을 잘 읽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이라도 완독을 한 교사가 이주 드물었다. 대개 

부분적으로 펼요한 부분만 읽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 내용에 무관 

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교육과정 내 

용 영역을 읽지 않아도 교과서와 다른 참고 자료를 이용해 교재 연구나 

수업 준비가 충분하디는 것이었다. 교사의 주임무가 수업인데， 이 수엽 

준비를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로 참고서를 참조 

하지 교육과정이나 심지어 교사용 지도서마저도 별로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내용이 교재 연구나 수엽에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J(上)， 교육인적자원부， :mì, 110-123쪽. 
26) 박도순질문지작성방법론J ， 교육과학사， 때4， 18-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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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탑도 많이 나왔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 자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 

는것으로볼수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를 묻는 설문에는 긍정적인 답이 많았다. 그런데 내용 영역이 학습목표로 

잘 반영되었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교사도 6명이나 되었다. 이 

들은 내용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내용 영역이 

무엇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 영역이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로 구체화된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따 

라서 이런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 단원 목표로 재구성된 

양상을 묻는 켈문 자체가 상당히 어색했다 

교육과정 내용 중 『국어』교과서에 특히 잘 반영된 부분은 입기 영역， 

문학 영역이었고， 국어 지식 영역도 대체로 반영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 

었다. 반영이 잠 되지 않은 영역은 쓰기 영역， 튿기 영역， 말하기 영역이 

었다.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는 교사는 없었다. 이 

는 달리 생각하면 교육현장에서 읽기 문학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은 잘 되는 편이고，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은 잘 되지 않는 

편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자가 구술로 알아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쓰기 영역의 학습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완결된 한편의 글쓰기는 수행평 

가나 특기 적성， 방학 과제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했다. 글 

쓰기는 제대로 된 교재， 수업 방식， 교수 학습 방법， 평가의 기준파 객관 

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교사뜰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수업 과정에서 느낀 국어 교과서의 보완점을 몇 가지 언급해 주 

었다. 첫째， 교과서가 수능 시험에 맞게 편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 

했다 사실 고등학교 국어교육에서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은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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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교과서의 제재와 학습 활동만으로 

수능 시혐의 여러 유형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만， 평가 유형에 맞추어 교과서가 편찬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둘째， 듣기 테이프나 CD가 있으면 활기찬 수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설 수엽 현장에서 표준어 듣기가 많이 부족한데， 특히 경상도 지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 내용의 녹음 자료나 시 낭송이나 

그 외 듣71 자료가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 

는주장도있었다. 

셋째， 학습 목표가 학습 활동이나 학습 제재와 어울리지 않는 단원이 

보인다고 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w국어JJ(上) 6단원의 세 

번째 학습목표는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이 

다. 이 단원의 제재는 모두 시(詩)이고， 듣기 활동의 조절이 ‘알아두기’ 항 

목에 나와 있다.앙) 하지만 듣기 활동의 조절을 시 제재로 하는 것이 어색 

하다. 듣기는 말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말하기의 유형에서 

시논 찾기 어렵다-.28) 튿기 활동의 조절에 시 제재가 적절하지도 않고 더 

구나 이를 위한 학습 활동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예는 『국어JJ(下) 3단원 

‘함께 하는 언어 생활’의 소단원 ‘역사 앞에서’를 들 수 있다. 이 단원의 학 

습목표는 ‘문법 규칙을 이해하며， 그러한 규칙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이다. 즉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피동과 시동 표현’을 

학습해야 한다. 알아두기와 학습 활동도 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 

게 되면 학습자들은， ‘역사 앞에서’라는 글을 중점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4 

가지 문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넷째，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의 수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교육과 

정의 내용 영역에서는 보충과 심화의 차이를 구분해서 기술하지만， 실지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UJ， 교육인적자원부， anì， 때쪽， 

28) 전은주말하71. 듣기 교육론~， 박이정， 때1， 깨쪽 



154 국어교육연구 제19집 

교과서와 학습 활동에서는 제재만 다륜 뿐 비슷한 수준의 활동이 제시된 

다고했다. 

다섯째， 현대 문법이 지나치게 등한시되어 있다고 했다~국어.!(上) 5단 

원 ‘바른 말 좋은 글’에 말다듬기 문장다듬기 글다듬기에 관한 내용이 있 

다. 그리고 『국어.!(下) 1단원 ‘국어가 걸어온 길’에서 고대 국어， 중세 국 

어， 근대 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학습자가 옛 국어의 특성과 

현대 국어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현대 국어의 특 

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중학교에서 현대 국어의 특정 

을 학습하지만 부분적인 경우가 많고 『문볍』이 선택 교과이므로 현대 국 

어의 특정이 많은 학습자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현대 국어의 특정에 관한 내용이 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 

다 아울러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독립 단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섯째， 준비 학습을 더 재미있게， 글쓰기 단원 신설， 알아두가의 내용 

이 제재 적용에 어려운 경우와 용어 설명이 중학교와 다른 경우， 상권과 

하권의 첫 단원은 쉽고 분량을 적게 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엘으키는 

제재로 할 것， 작가에 대한 설명 부족， 희곡이나 시나리오 단원의 부족 등 

의 의견도 있었다. 

위에서 국어과 내용 영역 재구성 방식과 현장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 

다. 내용 영역은 모두 'J1개였고， 학습목표는 상권 23개， 하권 197R 모두42 

개였다.<부록 1-1.>을 보면 모든 내용이 학습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영역 'J1개를 기준으로 내용과 목표가 1: 1인 관계는 14가 

지， 1:多인 관계는 19가지 多:1인 관계는 4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 

영역이 통합된 단원 학습목표는(多:1) 타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디는 것，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진술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교육과 

정 내용 영역과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의 유기적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부 

분이 있다는 것， 교육내용과 교과서 단원 학습목표의 용어 볼일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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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 영역 재구성 방식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육과정’의 확산01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단원 학습 목표는 긴 

밀한 관계망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이를 잘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더라도 교수 학습 현장과 관련시키지 않고 있었 

다 즉， 교육과정 내용이나 학습 목표에 별 관심 없이， 그냥 내용 학습과 

문제 풀이 형태의 교수 학습 활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육과정과 『국어』교과서의 저|재 

위의 고찰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로 재 

구성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내용 영역이 단원 학습 목표로 재구성되면， 

이 단원 학습목표에 어울리는 제재가 선택되어야 한다. 제재는 교육과정 

의 목표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간 • 조건 •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 

하여 체계적 • 계획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말한다.왜) 따라서 제재를 먼저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추출하기보다는， 교육내용이나 학습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에 알맞은 제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순서열 것이다. 

그러면 학습 목표에 띠라 제재가 선택되었는데， 학습자들과 교사들은 

이 제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이볼 필요가 있다. 대개 제재 

는 학습목표 달성이라는 내용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학습자의 흥미 요소를 도외시하여， 학습 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제재는 학습목표를 훌륭히 달성하면 

2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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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는 제재일 것이다 그래서 본 설문은 중요한 

제재와 재미있는 제제를 기준으로 정하여， 교과서의 각 제재들이 얼마나， 

어떻게 중요하고 재미있는지를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삼펴 

보았다. 

흥미성의 판단 기준은 학습 동기로 보았다. 제재에 흥미를 느낀다는 말 

은 제재에 재미를 느낀다는 말과 같다. 학습 내용에 재미를 느끼도록 한 

다는 것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디눈 것과 동열한 의미를 기진다30) 

즉 학습 동기는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할 의욕을 가 

지는 상태이다3]) 이러한 학습 동기는 학습이나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132) 수업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3) 따라서 어떤 제 

재에 대한 학습 동기는 학습 목표 달성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흥미성의 판단 기준을 제재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 

로 삼았다. 학습자가{응답자가 교사일 경우는 학습자일 경우로 가정하고 

답했음J 해당 제재에 대해 학습 동기를 많이 느끼면 흥미성이 높은 제재 

이고， 적게 느끼면 흥미성이 낮은 제재로 보았다. 

중요성의 판단 기준은 제재에 대한 설문자의 학습 펼요성으로 보았다. 

중요성은 가치와 관련이 있다34)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가치 

있게 여긴디는 것은 서로 통한다. 어떤 제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국 

어 교육의 목적， 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를 뜻한다.퍼) 국어 교육의 목적이 

30) 이홍우지식의 구조와 교과J ， 교육과학샤 찌낌， 145쪽. 
31) 이홍우지식의 구조와 교과J ， 교육과학새 찌)2， 142쪽. 
3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교육학 용어사전J ， 하우동설， 2(X)3, π3쪽. 
33) 변영계교수 · 학습 이론의 이해~， 학지샤 3ni， 30쪽. 

34) L.E. 래쓰 .M 하아민 . S.B. 싸이몬 공저， 정선심 · 조성민 공역가치를 어떻게 가 
르칠 것인7b ， 철학과현실새 1934, 24쪽. 

35) 이대규국어교육론J ， 교육과학새 때l，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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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눈， 국어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어 

공부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국어 공부가 필요하니까 한다는 응답이 가능 

하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 교육의 목적과 이유는 국어 공부의 펼요성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공부의 중요성은 국어 공부의 필요성 

과 통한다. 따라서 중요성의 판단 기준을 학습 펼요성으로 삼을 수 있다. 

설문자틀이 중요하다고 답한 제재는 해당 제재가 자신들의 학습에 꼭 펼 

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다.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무엇인가가 해당 

제재에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중요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성 

이 낮다고 보았다.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무엇’은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어 교육의 목적이나 이유일 것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횡땅과 언어 활동 언어 문학에 대한 지식과 활 

용 능력의 선장열 것이다，36) 

우리 학교 6개 학급 학생 약 LUl명을 대상으로 자유기술형 설문으로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설문지와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 1-3. 

1-4.>를 참조할 것.l 

우선 ‘가장 재미있는 ... ’과 ‘가장 재미없는 ... ’의 설문은 반응이 너무 다 

양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느 한 단원이 특별하게 ‘가장 재미있다， 가장 

재미없다’는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11국어』상권의 경우， 재미있는 단원 

은 봄봄{22%) ， 그 여자네 집(18%)， 용소와 며느리바위(13%) ， 구운몽Ü2%)， 

장마Ü2%)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은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 

중에서도 서사 갈래， 서사 갈래 중에서도 소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재미없는 소단원은 비문학 제재가 많았다는 데서도 학생들의 소설 선호 

도는 확인된다. 재미없는 단원은 기미 독립 선언서('l7%)， 말다듬기(6%) 

문장다듬71(10%) 글다듬기(7%)-23%， 동국신속삼강행설도(13%) ， 나의 소 

36)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새 때1， 1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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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2%) 등의 순이었다. 문법 관련 제재는 흥미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학 

생들과 시공적 거램이 있는 제재도 선호도가 적었다. 

학생들은 흥미 있는 제재라고 해서 중요한 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 

다 즉 재미있는 제재와 중요한 제재를 확설히 구분하고 있었다 국어 공부 

에 중요한 단원은 말다듬기(16%) 문장다듬7](17%) 글다듬기(14%)-47%， 

기미 독립 선언서(11%) ， 구운몽(9%) 등의 순이었다 국어 지식 관련 제재 

는 흥미도는 아주 적었지만 중요도는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흥미도가 

가장 높았던(22%) <봄봄〉은 중요도에서는 4%를 기록했다.<봄봄〉은 재 

미있지만 중요한 제재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고， 국어 지식 관련 제재는 

재미는 없지만 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제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단원으로 인식되는 제재는 이후 교 

재 구성에서 흥미도를 높여 흡인력 있는 제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 

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원 구 

성이나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의 흥미 요소를 좀 더 고려한 교재 구성이 

펼요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금’， ‘여기’와 관련된 제재에서는 흥미를 

많이 느끼므로， 학습자의 시공간과 거리를 기깝게 구성한다면 중요한 제 

재를 흥미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흥미도와 중요도 모두 높은 단원은 봄봄(14%) ， 그 여자네 

집(11%) ， 구운몽(11%) ， 동국선속삼강행실도(8%) 등의 순이었다. 흥미도 

와 중요도는 최고 비율이 10% 내외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중요 

도를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단원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소설 단 

원이 그나마 다른 단원에 비해 선호도와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봄봄〉은 흥미도(22%)， 중요도(4%)， 흥미도+중요도 

(14%)로 『국어』 상권에서 가장 잘 구성된 제재로 볼 수 있다. 

『국어』 하권 역시 비슷한 경횡t을 보였다. 즉 서사 갈래에 흥미가 높고， 

국어 지식이나 비문학 제재는 흥미도가 낮았다. 국어 지식 관련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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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흥미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이었다. 재미있는 단원 

은 허생전(31%) ，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23%) ， 눈길(23%)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고전 관련 글을 싫어했지만 〈허생전〉은 매끄러운 번역 

과 특이한 사건 등으로 학생툴의 시공적 거리감을 극복하여， 재미있는 제 

재로 꼽혔다. 서사 갈래의 선호도가 뚜렷했고 방송 극본도 아주 선호하는 

제재였다. 재미없는 단원은 고대 국어(13%) 중세 국어(12%) 근대 국어 

(8%)-33%, 산정 무한(14%) ， 건축과 동양 정신(12%) 등의 순이었다. 국어 

지식 관련 제재， 학습자의 현재와 시공적 거리감이 있는 제재， 비문학 제 

재 등이 재미없는 소단원으로 나타났다. 국어 공부에 중요한 단원은 고대 

국어(19%) 중세 국어(16%) 근대 국어(17%)-52%， 관동별콕(21%) 등이었 

다. 두 단원의 중요도를 합치면 깨%가 넘었다. 국어 지식 단원과 고전 관 

련 단원은 흥미는 없지만 꼭 배워야 한다는 학습자의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수있다. 

학생들에게 흥미도와 중요도 모두 높은 단원은 눈길(22%) ， 허생전 

(18%), 산정 무한(18%) 등이었다.<눈길〉과 〈허생전〉은 흥미도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제재였다. 하권의 경우에서 학생들은 흥미도와 중요 

도 중에서 흥미도를 더 우선시하여 제재를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 

미도와 중요도를 함께 묻는 질문에서 흥미 있는 두 제재，<눈길〉과 〈허 

생전>은 선택되었지만， 중요한 단원은 흥미도와 중요도를 함께 묻는 질 

문에서 선택되지 않았다. 이점은 교과서 제작과 구성 과정에 작은 참JD1-

될 수 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제재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지 못하면， 중요성도 반감된다는 사설이다. 

다음은 교사를 대상으로 흥미 있는 제재와 중요한 제재를 설문해 보았 

다. 우리 학교 교사 10명과 A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10명， B 인문계 고등 

학교 교사 10명 등 모두 l)명의 교사를 대상으로(때대:3명，l)대:8명， 40 

대: 14명， 밍대:5명) 교과서 제재의 흥미도와 중요도를 7-1-유기술형 설문으 



160 국어교육연구 제19집 

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설문지와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 

1-5. 1--6.>을 참조할 것.l 

『국어』상권에서 교사들은 압도적인 비율로(00%) 가장 재미없는 단원을 

〈기미 독립 선언서〉로 선택했다. 이 제재가 재미없는 이유는， 국어의 제 

재라기보다는 국사의 제재로 적당하다는 의견 현 상황에서 독립 선언서 

가 주는 참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틀이 너무나 지루하게 여긴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미있는 단원은 봄봄(30%) ， 그 여자네 집(12%)， 광。1:(12%) ， 유리창 

(12%) 등이었다.<봄봄〉과 〈그 여자네 집〉은 학생들에게도 흥미화 높 

은 단원이었다. 서정 갈래는 학생들에게 별 흥미를 끌지 못했지만 교사들 

에게는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미없는 단원은 말다듬기(6%) 문장 다듬기(12%) 글다듬기(6%)-24%， 

황소개구리와 우리멜12%) ， 기미 독립 선언서(12%)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2%), 삼대(12%) 등의 순이었다. 국어 지식 관련 제재나 지금의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제재를 재미없어 승}는 경향은 학생틀과 비슷했다.<황소 

개구리와 우리말>의 경우 제재 자체는 흥미가 있지만 실려 있는 

위치가 교과서 첫 단원이라서 학생틀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국어 첫 단원의 제재는 좀 쉽고 재미있고 정감적인 글이 

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국어 학습에 중요한 단원은 말다듬기(껑%) 문장다 

듬기(24%) 글다듬기(24%)-72% 등이었다. 학생 반응과 마찬가지로 국어 

지식 관련 제재는， 흥미는 없어도 국어 학습에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수있다. 

교시들에게 흥미도와 중요도 모두 높은 단원은 말다듬기(6%) 글다듬 

기(6%) 문장다듬기 (6%)-18%， 그 여자네 집(12%) ， 봉산탈춤(12%) ， 봄봄 

(12%), 장매12%) 등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달리 제재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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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성 중에서 중요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도와 중 

요도를 함께 묻는 칠문에서 재미있는 제재보다는 중요한 제재를 선택하 

는경향이 강했다 

〈봄봄〉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교사들에게도 좋은 평가 

를 받았다.<봄봄〉의 주인공은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뚱한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곤경에 빠진다.37)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해학과 연민 속에 깃든 인간적 진실을 엿보게 되교 해학 

과 진실은 흥미와 중요성으로 연결되어 작품의 매력이 된다.<봄봄〉은 

향토성과 서정성이 어우러져 흥미도와 중요도 양변에서 모두의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인 셈이다. 

『국어』 하권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단원은 눈길(24%) 허생 

전(12%) ， 관동별콕(12%) ， 춘향전(12%) 등이었다. 학생들과 탈리 〈관동별 

곡>， <춘향전〉과 같은 고전 관련 제재도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에게 재미없는 단원은 고대 국어(15%) 중세 국어(15%)-30%， 

역사 앞에서(18%) ，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동(12%) ，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12%) ， 건축과 동양 정신(12%) 등이었다. 국어 지식 관 

련 제재， 비문학 제재가 흥미도가 떨어지는 단원이었다. 

교사들에게 중요한 단원은 고대 국어(12%) 중세 국어(30%) 근대 국어 

(12%)-(54%), 관동별곡(12%) ， 눈길(12%) 등이었다. 국어 지식 관련 제재 

와 <관동별곡>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중요한 단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교사들에게 흥미도와 중요도 모두 높은 단원은 눈길(18%) ， 관동별곡 

(18%), 허생전(12%) ， 어느 날 심징에 말했다{12%) 등이었다.<눈길〉과 

<관동별곡〉은 흥미성， 중요성， 흥미성+중요성 등 여러 변에서 높은 선호 

도를 보였다. 재미있는 제재가 중요한 제재이기도 한 아주 이상적인 제재 

37) 박헌후 r한국인의 애독 작품 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때1，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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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3과 고1 w국어』교과서의 수준 차이를 열정 수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의 형식으로 알아보았다. 교사와 학생 응답자 대다 

수가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 『국어』에 비해 많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 

2에서 중3으로 진급했을 때 느낀 어려움보다 중3에서 고1로 진급했을 때 

느낀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응답이었는데， 학년 차이보다 학교급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중3의 『국어』가 방법 중심， 

학습 목표 달성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면， 고등학교 『국어』는 내용 중심， 

지식 중심이고 학습 목표와는 별 상관없이 수엽을 진행한다고 했다. 학습 

목표와 별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F「는 학습 목표가 제재의 특정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고， 수능 문제 유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 외 

에 더 많은 지식과 활동이 펼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분명히 중학교 때 배 

운 내용인데 우수한 학생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제재에 대한 접근 방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학교의 어떤 제재는 본 단원의 제재보다 보 

충 · 심화의 제재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충 • 심화 학 

습은 본 단원 학습보다 꼼꼼하지 않고 따라서 학생들은 배웠다고 생각하 

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아 있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다. 

학생틀 역시 중학교 3학년 『국어』보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어휘나 지문이 길고 

어렵고， 한자어가 많고 고어(古語)가 있어서 이해가 어렵다. 둘째， 소단원 

의 제목이 중학교 때에는 친근감을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부담감과 

지루함이 느껴진다. 셋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넷째， 소 

설의 분량이 많다. 다섯째， 부분은 쉬워도 전체적인 의미 파믿L이 힘들고1 

충분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방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글 

의 갈래가 다OJ하고 설명이 덜 구체적이고 내용이 딱딱하다， 일곱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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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적 의미가 많아져서 비슷한 시인데도 고등학교 사가 이해하기 훨 

씬 어렵다 여넓째， 중학교 때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서 멀 지겨웠는데 고 

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간추려 보면， 제재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과 자신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재가 많다는 것 

과 제재가 요구하논 학습 내용과 목표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7차 『국어』교과서의 제재에 대한 반응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흥미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흥미도는 학습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흥미 있는 단원보다눈 학생들이 재 

미있어 하는 단원을 잘 분석 • 정리하여 이후 교과서에도 계속 실어야 할 

것이다. 단 제재의 흥미도는 검증되었으므로 어떤 교육 내용이 선택 • 적 

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흥미성의 요소를 추 

출하여 다른 제재를 교재화할 때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중요도는 교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보 

다는 교사 입장에서 살핀 중요도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교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은 이후 교과서에도 실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 지식 관련 제재의 중요성은 학생과 교사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차후 교과서 제작에서는 이 중요성을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것인지 단원 구성 학습 활동에 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비문학적 산문의 문제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비문학적 산문 

은 흥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제재였다. 학생들의 관심샤 학생들의 현실， 

학생들의 ‘지금’ ‘여기’와 밀접히 관련된 제재를 선택하여， 흥미도와 중요 

도를 높인 학습 제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3과 고1의 수준 차이 문제이다 중3과 고1은 1년이라는 학년 차 

이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학교 급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국어』는 상권과 하권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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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서 이 수준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교과서 제 

작에서는 우선 상권과 하권의 수준 차이를 있게 해야 한다. 상권에서 요 

구하는 제재의 학습 내용과 활동 수준이 하권보다 쉬워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재를 택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에 

게 어려운 내용은 좀 더 친근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과와 문제점 

위에서 교과서에 구현된 7차 국어과 10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재구 

성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는 이후 교과 

서 구성이나 제작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비교적 충실히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 

표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내용과 목표의 관계는 1:1， 1:多， 多:1 등으로 나 

타났는데， 내용 영역이 단원 학습목표에 통합된 多:1의 관계는， 구체화해 

야 할 학습목표를 추상화하고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보았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을 서술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내용 영역과 관련된 사항도 보인다.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향， 교육 내용의 학습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 교육 내용 제 

시 방식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8) 현행 『국어』교과서가 이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현행 『국어』교과 

서는 정선된 교육 내용들이 단원 학습목표로 잘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앞의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 

으로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를 잘 반영한 교과서로 볼 수 있다. 

38)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CV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샤 때1，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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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의 학습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는 교과서에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선책이 펼요하다 본시 학습의 성취도에 따라 보 

충과 심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자 자신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했 

는데， 실지 수엽 과정에서는 보충과 심화의 구분없이 모두 학습하는 실정 

이다 따라서 후속 교과서 구성 제작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 개선은 내용과 행동을 결합히어 목표 형태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여，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 

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제대로 제시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에서도 제대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행 『국어』교과서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잘 반영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6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와 현행 7차 『국어』교과서를 간단 

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7차 『국어』는 6차 『국어』에 비해 학습량이 많 

디쓴 것과， 본문 옆에 중요 어구가 풀이되어 있어 가독성(可讀性)이 떨어 

진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7차에서는 난이Ei가 비슷한 잭을 1학년 

때에 다 배워야 하는데， 그것도 한 학기에 한 권을 배워야 한다.6차에서 

는 1년에 한 권을 배웠는데， 난이도나 분량 면에서 비슷한 책을 전에 보 

다 두 배， 세 배 어렵게 배우는 셈이 된다. 또한 6차에서는 중요 어구가 

본문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7차에서는 본문 옆에 표시되어 편리함보 

다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불편함의 지적이 더 많다. 이 두 사안은 다음 

교과서 제작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7차『국어』는 6차『국어』보다 내용 영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고1 학습자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삽화의 도입， 생생한 

사진， 준비 학습의 충실함， 인물 소개가 있는 소설 단원 등이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어， 학습 동기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내용 영역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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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영과 학습자 중심의 교재 구성은 다음 교과서 구성에서도 계속 적용 

시켜야할요소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흥미도와 중요도 역시 이후 교과서 제작에 참고 사 

항이 될 수 있다. 흥미도는 학습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흥 

미 있는 단원보다는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단원을 잘 분석 · 정리하여 

이후 교과서에도 계속 실어야 한다. 이에 반해 중요도는 교사가 우선 고 

려되어야 한다. 학생의 입장보다는 교사 입장에서 살핀 중요도가 더 선빙 

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은 이후 교과서에도 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문학적 산문은 학생 

들의 관심샤 학생틀의 현실， 학생틀의 ‘지금’ ‘여기’와 밀접히 관련된 제재 

를 선택히여， 흥미도와 중요도를 높인 학습 제재를 제시해야 한다. 

m.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방식 

1. 교과서 편찬자의 구성 의도 

교과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국어(상，하)에 요목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교과서 편찬자가 제시한 국어(상하)의 구성 관련 내용이다-.39) 

(1) 구성상의 특정 - 이 교과서는 10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여섯 영역에 

포함된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총 157ß(상권 8개， 하권 7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대단원은 2-5개의 소단원므로 구성 

하였으며， 단원의 성격과 목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대단원명을 제시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ID2l， 고등학교 『국어(상)J.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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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소단원명은 제재의 원래 제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하였다. 

(2) 대단원의 구성 : 대단원은 학습의 과정을 고려하여 ‘단원의 길잡이

준비 학습 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보충 · 섬화학습’의 순으로 구 

성하였다 

o 단원의 길잡이 : ‘이 단원에서는’이라는 제하에 단원의 학습 내용과 목 

표를 아우르면서 그 펼요성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서술하였고， ‘이 활동 

을 통해’에서는 단원 학습 결과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명시하였다. 목 

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지식， 

수행， 경험， 태도 등의 모든 내용 범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준비 학습: 단원의 학습방향과내용에 대한실마리를이전에 학습한 

내용이나 생활 경험에서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 

히 오늘날의 다양한 매체 언어 자료를 많이 제시하여 학습자의 생활 

문화 속에서 탐구 활동의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소단원 학습 : 활동 중심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습 목표 달성에 펼요한 

제재와 학습 활동 중심으로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알아두기’ 항목을 

제재 중간에 두어 학습 활동의 수행에 요구되는 개념적 · 방법적 지식 

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학습활동’ 역시 제재 중간에 배치하여 제재의 

구체적 국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단원의 마무리 : ‘정리하기’를 통해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을 확인， 정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하기’의 내용은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이 활동을 통해’의 목표 항목 및 소단원 학습 과정에 제시된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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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내용 항목을 체계화한 것으로， 단원의 학습 결과를 실생활에 적 

용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진술하였다. ‘점검하기’는 단원의 학습 내용 

을 세분화히여 점검표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선의 성취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자기 점검의 결과를 바탕?→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o 보충 · 심화학습 : ‘점검하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학습자는 ‘보충학습’을 선택하고 성취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학습자는 ‘심화 학습’을 선택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학습 

목표의 난이도， 학습 활통의 수준， 제재의 난이도， 일상생활과의 관련 

도 등을 고려뼈 제재를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조직하였다. 

2 교고써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부록 2-1.>에 제시된 교사 대상 설문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 

다 조사 방법은 먼저 설문지를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며칠 간 생각하게 

한 다음， 제시된 섣문 항목에 대해 특이 사항을 연구자가 직접 면담 흑은 

전화 면담을 통해서 수합하여 메모히는 형태를 취했다. 

1) 대단원의 구성 문제 

0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단원의 길잡이 준비 학습-소단원 학습단 

원의 마무리)보충 · 심화학습’으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전체적인 구성은 

계기적 학습의 효용성으로 볼 때 적절하다. 

0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제재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국어(상) 1단원의 경우 단원명은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인데 ‘(1)황소 

개구리와 우리말" (2)그 여자네 집’이란 제재로 읽기의 즐거움을 갖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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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 (2)그 여자네 집’의 경우 길이가 너무 길어 오 

히려 학습자의 읽기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것 같다. 

국어(상) 2단원은 ‘짜임새 있는 말과 글’인데， 구술 채록본인 ‘(1)용소 

와 며느리바위’란 글에서 어떻게 ‘짜임새 있는 말’을 찾을 수 있을 수 있겠 

는개 단원명과 관련지어 볼 때， 칼럼이나 사설， 토론 논쟁의 글을 제시함 

이 적절할 것이다. 

- 국어(상) 5단원은 ‘능동적인 의사소통’인데 세계관이나 인생의 가치 

문제를 다룬 고전소설 ‘구운몽’을 제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생각된다. 

- 국어(하) 5단원명은 ‘감동을 주는 언어’로서 ‘관동별곡’이 제시되어 있 

다.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관동별곡’을 통해서는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기 어렵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 

여 고전 원문에 현대어 풀이를 함께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 

- 국어(하) 2단원의 학습목표는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 

직하며 듣고 입는다’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광고’의 경우 내용 수준의 적 

절성(10학년 학습자에게는 내용이 너무 가볍다)과 제시 방법(동영상 CD 

를 제공히든지 최소한 λ에트 정도는 제공해야 할 것이다) 등에서 문제가 

있다. 

2) 구성의 부문별 적절성 문제 

1) 단원의 길잡어 

o ‘이 활동을 통해’는 단원의 학습목표에 해당하는데 ‘이 단원에서는’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국어(상)의 1단원이 그 예이다. 소 

단원 학습활동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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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준비 학습 

o 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 

의 흥미를 유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0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지 못한 활동 내용이 제시 

된 경우가 있다. 국어(상) 2단원의 경우， 단원명은 ‘짜임새 있는 말과 글’인 

데 준비학습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기사를 게재하고 그와 관련한 활동P로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고쳐쓰기， 중심내용 파악하기 등을 제시함므로써 

대단원의 학습목표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다. 

o ‘준비학습’이 7-8학년(중학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10학년 

에서 펼요한지 의문이 든다. 다소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 

습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수업(학습) 활용도가 낮다. 

3) 소단원 학습 

가 제재와 국어지식영역의 통합에 따른 교사의 체감도 

o 제재를 통해서 국어지식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제재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친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나의 소원’의 경우 내용 이 

해가 우선시되어야 할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짜임새 중심으로 학 

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 앞에서’ 또한 높임， 시제， 상， 피동， 시동， 

부정법 등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제재의 특성에 걸맞는 수업 진행에 방해 

가 된다. 특히 ‘역사 앞에서’의 경우 학습활동의 거의 모든 항목이 문법 

규칙과 관련되어 있어 학습자의 학습의욕과 흥미를 감퇴시킨다 

o 국어지식의 경우 쉽고 흥미 있는 제재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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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소원’의 경우 내용이 무거워서 학습자가 제재 

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문장의 짜임새에 대한 국어지식 

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한다. 

나알아두기 

o ‘알아두기’가 제재의 중간에 있어서 수엽(독해) 도중에 이를 확인하게 

되므로 수업의 매끄러운 진행 또는 학습자의 텍스트로의 몰두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알아두기’의 내용적인 체계성 확보나 학습의 효과 증대를 

위해 지식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단원의 앞 또는 뒤로 

배치힘이 적절할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의 경우 대단원의 앞에 일괄적으 

로 정리승배 제시함) 

다. 학습활동 

0 소단원 학습활동의 ‘혼자하기/함께하기’의 구분이 모호하며， 일선 현 

장에서 구분하여 학습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함께하기’의 ‘-이야기해 

보자， 토론해 보자’의 문항의 경우 실제 토론과 이야기 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함께하기’의 과정이 평가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사 또한 ‘함께 

하기’의 학습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o 학습활동 발문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실제적인 학습활동을 견인해 

내기 어렵다해 보자’라는 식으로 문제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 

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장 

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워크북(과제학습장)과 자료집을 겸한 별책(예 

컨대， 수학의 익힘책)을 마련하여 읽을 자료(보충자료)나 예시 답안의 제 

시와 같은 친절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172 국어교육연구 제19집 

O 학습활동의 배치 문제 

6차 교과서와는 달리 7차 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본문의 중간에 배 

치되어 있다. 이는 읽기 후의 활동보다는 읽기 중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편집상의 이유에서인지 지문과 학습활동의 내 

용이 엇갈려 배치된 경우가 많다. 국어(하)의 231쪽 학습활동 1번과 정3쪽 

학습활동이 그러하며， 특히 짧쪽의 학습활동 1번의 경우 “陰음崔애예 이 

온 플을 다 살와 내여잔라”라는 구절은 정3쪽에 제시되어 있다. 더욱 놀라 

운 것은 국어(상) ‘용소와 며느리바위’의 경우는 글의 첫 부분에 “이 이야 

기의 처음， 중간 끝의 3단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라는 학습 

활동1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읽기 중의 활동 강화라는 중간 배치의 목적 

과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학습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괴를 초래한다. 

4) 단원의 마무리 

o ‘정리하기’와 ‘점검하기의 수업 활용도가 낮다. 택 ‘정리하기’는 ‘알 

아두기’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진술된 경우가 많아 수업(학습)에서의 설제적인 활용도가 낮 

다 

O ‘점검하기’는 내용의 도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상 • 중 · 하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적 활용도가 대단히 낮다. 특히 점검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수준을 점검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 

중에서 선택하여 수준별로 학습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표가 제 기 

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별 학 

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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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충·심화학습 

0 보충 · 심화와 본문(소단원)， 보충과 심화 간에 제재의 내용 수준에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의 학습활동 간에 

수준의 구별이 모호하다. 예컨대 국어(하) 1단원의 경우 보충학습(‘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내용이 심화학습(‘노걸대언해’)보다 어렵고， 고어에 대 

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난이도가 높아 自學하기에 벅 

차다 

o 수준별로 나누어 한 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평가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에 맞추어 정기고 

사에서 출제해야 할지에 대한 난맥%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보 

충 또는 심화 중 택일하지 않고 모두를 다룰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학 

습 분량의 과다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0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부합되지 않은 제재가 선정된 경우가 있다. 국 

어(상) 2단원명은 ‘짜임새 있는 말과 글’인데， 심화학습에서 수펼인 ‘두꺼 

비 연적을 산 이야기(김용준)’을 통해서 개요표 작성의 학습활동을 제시 

하고 있다. 무형식의 지유스러운 글인 수필로써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학 

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사진으로 보기 

o 학습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단원의 특성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다. 국어(상) 

의 8단원의 단원명은 ‘언어와 세계’이며 제재로 동국신속삼강행설도와 삼 

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터넷 시아트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홈페 

이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활용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학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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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는 단원의 심화 발전 학습에 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문학제재의 경우 작품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 주논 자료나 발전적 형태의 작품 이해에 직접적P로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접할 수 있는 사이트가 소개됨이 바람직할 것이 

다 

3) 교과서 분량의 과다 문제 

0 교사가 단원을 선별하여 수업했을 때 전국적 수준의 평개전국학력 

평가 등의 모의고λH에서 수업 중에 디루지 않은 단원이 지문으로 제시되 

었을 경우의 난감함 또는 교과서 내용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방 

어 장치의 부재(학생 •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인해 결국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전부 다루게 된대학교에 따라서눈 진도 때문에 보충과 심화학습 

을 전혀 다루지 않기도 한다). 이렬 경우 활동 중심의 수업진행은 현실적 

으로 대단히 어렵다. 

o 단원(소단원)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교과서 제재의 내용 

이해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수업은 제재의 내용 학습 중심(특히， 고전 

작품의 경우)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제재의 내용학습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본말전도 현%에 초래 

된다 ‘제재의 내용학습’이 학습자의 自學으로 담보될 수 없는 한 교과서 

분량은 현재의 2/3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0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상)(하)를 10학년에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6차의 경우는 국어(상)(하)를 고등학교 1，2학년에 걸쳐서 디루었다. 즉 국 

어(상)(하)를 10학년 과정(1년)에 이수함에서 오는 학습량의 과다가 문제 

가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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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어 상 • 하권의 배열문제 

o 학습자가 학습하는 시기 또는 계절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배 

치하는 세심한 배려가 펼요하다. 예컨대， 6' 25라는 시의성을 고려할 때 

국어(하) 3단원(‘역사 앞에서’)은 국어(상) 5단원과 교체하여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시기(계절적 요인)를 고려한다면 

국어(하) 4단원의 ‘(2)눈길’과 6단원의 ‘(1)산정무한’은 교체함이 타당할 것 

이다. 

잉기타 

o 국어영역의 안배 문제 

대다수 학교에서 ‘문학，독서’과목은 11 .12학년에서 심화선택으로 수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수능 준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어(상하)에서는 심화선택에서 소외되는 과목 

(선택되더라도 실제 수엽에서 행해지지 않는 과목)인 ‘문법，화법，작문’ 중 

심 말하기/듣기， 쓰기， 국어지식 중심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활동 

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3. 설문 내용 분석과 제언 

1) 설문 내용의 분석 

국어(상，하)는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을 지협}논 7차 

교육과정의 정선을 구현하려는 의도 하에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단원 단 

위로 제재 속에서 영역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통합적 교수 • 학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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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장의 수업에서 이러한 편찬자의 구성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정선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의 구성은 적절한지 등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 

고자한다. 

1) 수준별 수엽이 가능한 교과서인가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으로 보면 학습자는 ‘소단원학습’ 후에 스스로 자 

신의 성취수준을 점겸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 중에서 

택일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하기’는 학습자의 성취 정도 

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단원 본문과 보충 · 심화학습， 보충학습과 심화학습 

간에 제재 면에서나 학습활동의 내용 변에서 난이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더불어 평가와 관련하여 보충학습과 심화학습 종 택일 

의 문제， 고교 평준화의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수준별 수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엽의 성패는 평7}(학교 정기고사， 수능 관련 전국학력 

평가 등)에서 현섣성을 담보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학입시 

와 관련하여 학교 내신의 민감성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다 

2)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인가 

소단원 학습활동의 경우 ‘←해 보자’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발문과 문 

제 해결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나 자료 제공의 부재， 지문과 엇갈린 학습 

활동의 배치， 그리고 교과서 분량의 과다 문제 등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교과서 분량의 과다 문제는 현장 수엽이 제재의 

내용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것은 고교 평준 

화라는 제도와 맞물려 있다 과 관련히여 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7 

제재의 내용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흑자는 ‘교과서에 선정된 제재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적절하다고 평가된 자료’일 뿐임을 들어 지나치게 교 

과서에 얽매일 펼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과서 

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을 선택하여 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심화 ·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국어 영역의 안배 문제와 교과서 분량의 과감한 축소 등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교수 ·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인가 

‘국어 활동 능력 국어 교육의 내용 영역을 통합한 학습에서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단원 단위로 목표의 통합， 영역의 통합， 내용의 통합 

을 지향하였으나， 설제 구현 ÖJ:상을 보면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다. 단원 

의 학습목표와 걸맞지 않은 제재의 배치가 그러하고 국어지식 영역이 제 

재와 자연스럽게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그러하다. 텍스트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국어지식 영역을 학습하게 한다는 의도는 이론적으로 그럴 

듯하나 제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재와의 불협화음을 불러일 

으키고， 급기야는 매끄러운 수엽 진행을 빙L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국어지식의 경우 학습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용 

이해에 부담이 없는 제재와 연결시킨다든지 흑은 친근성이 확보할 수 있 

는 쓰기 영역과 관련지어 통합을 시도후L이 타당할 것이다. 

낀 현장은 어떤 교과서를 바라는가? 

교사들은 국어(상，하)에 대한 만족도 조λ140)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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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진， 삽화， 지도에 대한 평가 적절한 제시(W/O) , 디자인의 조회~53%) 

o 외형 및 체제에 대한 평가 판형 만족도(65%) ， 지절 만족도(74%) ， 활 

자·글꼴의 적합성(ffi%) 

같은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문은 ‘수준별 학습과 관련된 평가 

(보충 • 심화학습)’로서， 취지에의 부합 정도(59%) ， 수업 시수와의 적합성 

(82%), 교질수엽 여건과의 적합성(π%) 등에서 불만족으로 반응하고 있 

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학습활동이 수엽시간에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유로 수업시간의 부속(39.8%)과 입시와의 관련성 부족(33.1%)을 틀고 있 

다. 또한 응답자의 46%가 바람직한 교과서의 제공 형태로 국어(상，하)， 워 

크북， CD롬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지도서의 경우는 응답자의 76% 

가 서책과 CD롬(서책의 보완)이 함께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견인하려면， 교과서 분 

량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학습활동의 제시 방법도 보다 구체적 

이며 실제 해결 가능한 발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워크북과 자료집을 겸 

한 별책이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합적인 교수 •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용 영역 간의 친화성， 제재와 내용 영역간의 

친근성， 국어교과 내에서의 내용 영역의 안배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준별 수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교실수업 여건， 보충과 심 

화학습의 난이도 조정 문제， 평가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국어교과에서 현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현실적합성을 갖는 방안 

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임상 실힘을 거쳐야 할 것이다. 

40) 이 조사는 모 출판사에서 현직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때4년)한 결과로서 

〈부록 2-2.>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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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국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설제 반응 사례 분석 

1 연구목적및방법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수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 탄생하였으며 교과서 개발 단계에까지 이른 새 

교육과정 또한 사회 여러 구성원틀의 지대한 관섬과 치열한 논의 속에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교육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4 얼 

종의 진통 끝에 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통하여 구 

체적으로 그 양상을 보이게 된다다，41) 

가 설현되는 장쟁(場)에이라 할 수 있으며 국어 교과서는 국어과 교수학습 자 

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전범이 되는 자료42)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 

서 교과서를 집펼하고 편찬하는 일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 집펼 

진들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작업임과 동시에 막대한 부담얼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에서부터 교과서 집필 편찬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과정 

은 사실상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내는 

일련의 사고활동을 통하여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 ‘성공적인 교육과정’ 

혹은 ‘성공적인 교과서’는 그것이 섣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는개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 

린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구성된 교육과정엘 

지라도 흑은 교육과정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교과서일지라도 

그것이 설제 학교 현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41)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함수곤(때1) 참조 
42) 박영목 외(axJ1)， ~국어과 교수 학습론.~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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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대상 

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사례별로 제시，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 및 학생 집단은 교과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과 

서의 최종적이고도 실제적인 수요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업시간에 사 

용되는 교과서의 ‘실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은 현 교육과정 및 교 

과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 

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구안해내눈 데 있 

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10학년 국어 교과서로 실제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 다섯 명과 7차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학습한 경험이 있 

는 학생 두 명43)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여 구체적인 섣제 수엽 사례를 수 

집，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U장에서 제시된 바 있 

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2 ‘준비흐탑’， ‘단원의 마무리’의 적절성에 대한 반띔· 시례 분석 

먼저 ‘준비학습’ 및 ‘단원의 마무리’의 활용과 관련한 A교사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사례1> A교사는 가능한 한 교과서에 설려 있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모 

두 다루고자 노력<5~는 편이다. 그리뼈 각 대단원 학습을 시작하기 전 

‘이 단원에서는’， ‘이 활동을 통해’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각 단원에 

서 학습하게 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보충 · 섬화 학습의 내용도 빠트 

리지 않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러나 ‘준비학습’의 

43) 서울 G고등학교 교사3명， 서울 Y고등학교 교사 2명， 서울 G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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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간흑 건너뛰는 때가 있는데， 수업시간에 국어(상) 3단원의 ‘준비 

학습’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내용이 너무 시시하다. 이런 내용을 공 

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다’고 항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단 

원의 마무리’는 국어(하) 1단원을 수업할 때에 단 한 번 활용해본 기억이 

있을 뿐인데， 이 이외에는 교사 스스로 ‘단원의 마무리’를 활용할 펼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실제로， 면담하였던 디섯 명의 교사들은 모두 A교사처럼 수업시간에 

‘준비학습’ 및 ‘단원의 마무리’를 활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교사들은 ‘준비 

학습’을 수엽시간에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준비학습을 제대로 다루 

기에는 수업 시간에 여유가 없기 때문，(2)준비학습의 내용이 고등학교 10 

학년 학생틀의 수준에 비해 너무 낮거나 흑은 너무 높기 때문，@준비학 

습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 등으로 꼽았다. ‘단 

원의 마무리’를 활용하는 정도는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준비 

학습’의 활용도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단원의 마무리’의 성격에서 비롯 

되는 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은 ‘단원의 마무리’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리하기’는 교과서 본문의 ‘알아두기’의 항목을 그대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 @‘점검하기’는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학습한 정도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인데 그 내용이나 평 

가 정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1) ‘준비학습’으| 적절성에 대한 반응 사례 분석 

@ 수엽의 또 다른 부담어 되는 ‘준비학습’ 

디음은 수업시간에 ‘준비학습’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업 부담’ 

을 꼽은 B교사의 이야기를 일부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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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저는 ‘준비학습’을 수업시간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준비학습’ 내용은 비교적 학생들의 생 

활과 밀접한 설자료(實資料)틀을 많이 다루고 있어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해만，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해보선 국어 선생 

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수엽하기에 교과서 두 권은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글쩨요 수업하기 니륨이긴 하겠지만 제 경우엔 아이틀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결리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교 수학여행이다， 체육대회마 시험기싼l 

다 해서 빠지는 날들을 생각하면 소위 진도 나가는 데만 마음이 급급한 

때도많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교사의 경우에는 평소 수업 진도를 나가 

는 데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준비학습’을 수업시간에 살펴볼 시 

간적， 심적 여유가 없었다. 이는 비단 ‘준비학습’이 지닌 문제라기보다 어 

느 정도는 국어 교과서 자체가 지닌 문제 또는 학사일정이라는 학교의 실 

제 운영 과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따르면 10학년 국어의 이 

수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하며 국어(상)， (하) 교과서를 각각 1, 2 

학기에 나누어 교수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국어 교사틀 

이 공감하는바 이 기준에 따라 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에는 현 7차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어떤 경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현재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 지도에 어려움 

이 많다. 또한 B교사가지적한것처럼 여러 학교 행사를고려하다보면 교 

육과정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 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 

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 

습 등의 사전학습이 절실히 펼요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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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일반화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현 10학년 중 일부 학생들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사례로 C교사의 다음 사례를 언급할 수 있겠다. 

〈사례3> C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어휘 학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쪼개 본문에 등장하 

는 어휘에 대해f 자주 언급하고 설명을 곁들이고 있지만， 교과서 본문 

의 어휘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일에는 한계가 많다. 사설 새로운 어휘를 

일일이 지적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다.C교 

사는 국어(상) 1단원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을 다루면서 흑시나 하 

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소설에 등장하는 ‘연적(戀敵)’의 뜻을 물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붓글씨를 쓰는 데 펼요한 ‘연적(現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 내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사고력 

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담에 비추어볼 때， ‘관동별곡’이나 ‘구운몽’ 등의 고전작품올 다루는 

경우 교사와 학생틀의 곤란힘L이 어느 정도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펼요한 

시간을 줄여 ‘준비학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많은 교사들에게는 그것 자체 

가 대단히 여유 있는 활동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준비학습’ 

‘준비학습’은 ‘학습 방향과 내용에 대한 설마리를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나 생활 경험에서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생활 문화 

속에서 탐구 활동의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44)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44) 고등학교 국어(상)(axJ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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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결과， 어떤 단원의 경우에는 ‘준비학습’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혹은 높아 그 취지에 걸맞지 않은 때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준비학 

습’에 대한 A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4> ...... ‘준비학습’의 가장 큰 역할은 그 단원에 대한 아이들의 흥 

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0에들이 학습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학습’이 일단 쉽고 편안한 마음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 

겠죠 그런데 지금 교과서의 ‘준비학습’을 보시면，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아닌 ‘심화’학습 같다고나 할까요? 준 

비학습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펼요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o}이들이 

준비학습을 통해 오히려 단원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 

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준비학습’이 본문의 내용과 직접 연관되 

는 것은 아니니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해 

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지나치게 평이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A교사는 지나치게 평이한 ‘준비학습’ 내용으로는 국어(상) 3단원의 ‘준 

비학습’을， 지나치게 어려운 것으로는 국어(상) 5단원， 국어(하) 5단원의 

‘준비학습’을 꼽았다. 다음은 A교사가 지적한 단원의 준비학습 내용을 정 

리한것이다. 

국어(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학습목표 o 장면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 

o 언어 외적 표현파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o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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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함을 안다. 

준비학습 o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난 그림을 보고 그 의미 생각해보기 

국어(하)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학습목표 o문법 규칙을 이해하며， 그러한 규칙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 

도록한다. 

o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바른 

태도로 말하고 들을 수 있다 

준비학습 o문법 요소 중 품사와 성분에 대한 사전지식 점검하기/ 자신 

의 말하기 태도점검하기 

국어(하) 5. 감동을 주는 언어 

학습목표 0문학 작품의 이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o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준비학습 0그림과 시를 보고 각각의 아름다움의 요소 생각하기， 각 작 

품의 정서 설명하기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어(상) 3단원의 ‘준비학습’은 여러 가 

지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난 그림을 보고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지를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언어 이외 

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은 유의미하다고 하겠으나， 언 

제 머리를 긁적이는지， 인상을 쓰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그 수준이 낮아서 학생틀의 흥미 

를 끌기 어려운 듯하다 한편， 국어(하) 3단원의 ‘준비학습’은 ‘품새와 ‘성 

분’ 등 국어지식 영역의 개념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비록 ‘품새에 대해3 

는 9학년에서， ‘문장성분’에 대하여는 5학년에서 각각 학습하게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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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통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때 학습한 내용을 되살려 수행하기 

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다. 국어(하) 5단원의 ‘준비학습’ 또한 학생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그 수준이 높은 감이 있다. 김기창의 그럼 ‘강호정 

담’과 정지상의 ‘송인’을 비교하여 각각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언어로 설명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을 학생틀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흥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느낄 우려기-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목표와 연결되지 않는 ‘준비학습’ 

일부 단원의 ‘준비학습’ 중에는 그 활동의 종류나 수준을 떠나 대단원 

의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학습목표와 괴리된 ‘준비학습’에 대하여 지적한 D교사의 사례이다 

〈사례5> ...... ‘준비학습’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단원 학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원의 큰 목표에 부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각 단원의 

‘준비학습’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 

어 국어(상) 2단원의 ‘준비학습’을 보면， 텔레비전 방송 기사가 나오고 열 

단 거기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고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군더더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활동일지 몰라도 단원의 목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런 

활동이 때로는 수엽의 응집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o 
•u-. 

D교사의 지적은 ‘준비학습’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의미 있 

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설상 ‘이 단원에서는’에서부터 ‘준비학습’， 

‘본문학습’， ‘알아두기’，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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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활동은 궁극적으로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준비학습’의 경우에도， 그것이 대단원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고 또 본격적인 학습 이전의 도입 단계라 할지라도 대단원의 목표 

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나의 완결된 

활동으로서 의미 있는 경우와 어떤 상위 목표를 위히여 펼요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대단원의 목표나 소단원의 제재와 긴밀히 연결되 

지 못하는 ‘준비학습’은 교사 흑은 학생으로 하여금 수행할 필요를 느끼 

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엽 전체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D교사가 지적한 국어(상) 2단원의 학습목 

표 및 준비학습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학습목표 o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를 안다. 

o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을 하거나글을 쓴다 

o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준비학습 o 텔레비전 방송 기사를 읽고 외래어나 외국어 우리말로 고치 

기/ 내용 정리하기 

의 ‘단원의 마무리’으| 적절성에 대한 반응 사례 분석 

‘단원의 마무리’는 ‘정리하기’와 ‘점검하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 ‘정리하기’는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을 확인，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점검하기’는 단원의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여 점검표로 제 

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다 학습자들은 ‘점검하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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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된다'，45) 

그러나 이에 대한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단원의 마무리’가 실제 학습 

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단원의 마무 

리’에 대한 학생A와 교사A의 반응을 옮긴 것이다. 

〈사례6> ...... ‘단원의 마무리’요? 그건 수업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 

는 것 같아요 사실 ‘단원의 마무리’가 뭐였는지는 지금 생각이 났고요 

뭐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원래 잘 안 보지 않나요? 

보충 • 심화학습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긴 했는데， ‘점검하기’로 점검한 

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보충， 잘한 사람은 심화， 이렇게 선택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선생님께서 각자 자기가 할 만한 걸 골라서 해보 

라고 하신 적은 있는데， 그때 반 애들이 각각 다른 결 하게 되나까 나중 

에 정리도 안 되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뭐 별로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사례7> A교사는 ‘단원의 마무리’에 대하여 무척 회의적이다， ‘정리하기’ 

는 수업시간에 가끔 활용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내용이 너무 

이론적인데다 그것도 소단원 학습의 ‘알아두기’ 항목을 거의 그대로 옮 

겨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교사는 국어(하) 1단원처 럼 국어지식 

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였을 때 그것을 정리하면서 활용할 수는 있겠 

지만 다른 단원들의 경우는 ‘정리하기’가 단원 학습을 정리하는 데 별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점검하기’는 그 설정 자체가 지나치깨 이상 

적(f면想的)이라고 지적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정도륜 점검， 

차후의 학습활동을 결정한다는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교사는 ‘점검하기’의 항목 자체가 학습자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여 자신의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 

도문제라고지적하였다 

45) 고등학교 국어(상)(ID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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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7찌 사례를 살펴볼 때 ‘단원의 마무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 

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 같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일러두기’에 

서는 ‘정리하기’가 ‘단원의 학습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되도 

록 진술’한 것이라 밝혔으나， 실제 ‘정리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 

게 이론적인 것이 많아 이것이 과연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히는 의문이 든다. 또한 ‘점검하기’의 경우는 A교사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져있 

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 국어(상) 1단원의 ‘학습목표’ 및 ‘정리하기’， ‘점 

검하기’를살펴보자 

국어(상) l.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학습목표 o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o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 

정리하기 o자기 점검을 하는 읽기의 필요성/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점검하기 o 글을 읽는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여 능숙하게 글을 읽을 

수 있다. (각 상/중/하 점검) 

o 현설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파 

악하는 태도를지닌다. 

o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에 표현된 세계를 다양한 측면 

에서 상상할수 있다 

o문학 작품을 읽고1 나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의 보람 

을얻을수있다 

o문학 작품의 내용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인간과 삶 

에 대한 가치를 알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이고 이 목표 실현을 위한 소단원 제재로 학습자들은 박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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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을 학습하게 된다. 이 단원의 핵섬은 학습자 

들이 ‘그 여자네 집’을 읽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소설읽기의 즐거움과 보 

람을 느끼는 체험을 하는 데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그 여자네 집’이라 

는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 

데 이 단원의 ‘정리하기’에서는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항목에서 ‘문학 작 

품을 읽음으로써 ...... 상상의 즘거움을 느끼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 여자 

네 집’이라는 소설에 빠져 들어 그것을 감상하는 경험을 한， 그리하여 의 

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소설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을 맛보게 된 학생 

틀에게 이러한 추상적이고도 명시적인 내용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 

게 된다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검하기’의 항목도 위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단히 추상적이며 성?중/하의 기준 또한 전무하여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의 학습 정도를 판딴배 그 결과를 토대로 보춤/심 

화학습을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즉， 현 교과서의 ‘정리하기’와 

‘점검하기’는 ‘단원의 마무리’로서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판 

단을 내렬 수 있을 것이다. 

3 ‘을버}두기’， ‘흑윌활동’으| 적절성에 대한 E뭉 사례 

소단원 학습에서의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에 대한 E교사의 반응은 다 

음과 같았다 E교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의 적절 

성 여부에 대승배 지적하고자 한다. 

〈사례8> ...... 현재 국어교과서의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은 얼핏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알아두기’는 말 그대로 각 단원을 학습하는 

데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일 테고 ‘학습활동’은 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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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해보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기’와 ‘학습활동’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단원의 경우에는 

소단원의 본문에 적합하지 않은 ‘알아두기’， ‘학습활동’이 제시된 것을 발 

견할 수 있고 흑은 반대로 ‘알아두기’， ‘학습활동’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 

은 소단원 본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소단원 학습에 

실린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시된 본문에 너무 억 

지로 맞춰 넣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심지어는 이미 결 

정된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에 맞는 제재를 고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원의 학습목표와 지문 선정과 알아두기/학습활동의 내용이 정연하게 

짜여 있지 않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엽 

시간에 교사나 학생이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설이지요 

E교사는 경력이 때년에 가까운 중견 교λ에다.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교사는 현 국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 대단원의 긴 

멸치 못한 구성을 꼽았는데 현 7차 국어 교과서를 이전의 6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E교사에 따르면， 6차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에는 대단원의 목표에서부터 소단원의 본문으로 선정된 읽 

기 제재， 학습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내용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7차 교과서로는 이렇듯 ‘맥을 이어가는’ 수업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애로점이다. 다른 네 명의 교사들이 지적한 부분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알아두기’와 ‘학습활동’ 모두 소단원의 학습 중에 ‘적당한 자리’ 

에서 확인하도록 제시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많으며， ‘알아두 

기’와 ‘학습활동’의 내용 자체가 제시된 소단원 본문에서 딸아두거나 수행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 대단원의 목표와 관련한 소단원의 제재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10학년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배워야 할 글이 미리 선정된 상황 

에서， 역시 미리 선정된 10학년 학생들이 국어 교과를 통해 성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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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를 다소 억지스럽게 연결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의 적절성 

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알아두기’의 적절성에 대한 반응 사례 분석 

@ 알아두기만 하기에는 어려운 ‘알아두기’ 

면담자 중 B학생은 ‘알아두기’의 내용이 대체로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 

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알아두기’에 대한 학생B의 반응을 정리한 것 

이다. 

〈사례9> ...... ‘알아두기’는 대체로 교과서 지문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때는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거기 쓰여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선생 

님이랑 볼 때도 그냥 거기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고 말 때도 있고요 선 

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아 이런 거구나.’하고 확 와 닿지 않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고 알아둬야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그래야 할 텐데， 때로는 그 알아두기를 잘 봐두지 않아도 공부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 

시는 것만 봐두는 편이고요， 뭔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 

어요 

B학생이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단원의 대단원 학습목표 및 

소단원 학습 제재， 그 제재 학습과 관련한 ‘앨}두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상)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학습목표 o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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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o 작가， 독자， 문학 작품 λ씨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학습제재 0(2) 구운몽(九雲夢) 

알아두기 o 작가 · 작품 · 독자의 관계/ 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의 특성/ 

다양성 지향의 작품 수용 

위에 제시한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습목표’와 ‘알아두기’의 

내용 사이에는 그 자체에 일관성이 있어 이를 ‘구운몽(九雲夢)’이라는 제 

재 속에 잘 녹여내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구운몽’은 고전소설로서 10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휘나 

문체， 심지어는 주제 변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작품이다. 따라서 학습자 

들은 일단 ‘구운몽’이라는 소단원 학습제재를 소화하는 데에만도 많은 어 

려움을 겪게 된다 ‘구운몽’은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니는 작품 

으로서， 대단원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작품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 

품을 학습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알아두기’)은， 10학년 수준의 학생 

들에게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얼일 수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 제시한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알아두기’는 작가 · 작품 · 독자의 관계， 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의 특성， 

다양성 지향의 작품 수용 등 모두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 번쯤 읽어보고 이해하고 내면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문학 

작품을 다루면서 문학 이론과 관련한 추상적， 명시적인 개념을 학습하여 

정확히 해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10학년 수준에서는 그것을 직접 느끼 

고 생각하는 경험을 히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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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단원 학습의 맥을 끊는 ‘알아두기’ 

C교사는 ‘알아두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소단원 제재의 이곳저곳에 흩 

어져 제시되어다는 사섣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음은 C교사의 사례를 

정리한것이다 

〈사례10> C교사는 소단원 학습에서 다루게 되는 ‘알아두기’ 항목이 학 

생들 스스로 학습하기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능한 한 ‘알아 

두기’에 설려 있는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런데 이라한 C교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두기’의 내용을 소 

단원 학습을 하는 중 어떤 장면에서 끌어들여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이 좋을지，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여러 해 수업을 하였음에도 감 

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아두기’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학습 

하면서 언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지만， 심제로 수 

업 중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보면 문득 막막해지는 경우가 해다하다. 

어느 정도 학습 제재로 이야기를 꾸려가다가 ‘알아두기’ 항목을 설명하 

게 되는 젓이， 교사 스스로 학습의 흐름을 끊어놓고 있다는 생zl이 들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단원의 킬잡이’에서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확인하면서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암아두기’ 항목을 미 

리 훌어보거나， 제재 학습을 마친 후에 다시 교과서 이곳저곳의 ‘알아두 

기’로 돌아가 설명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무언가 명쾌하다는 느 

낌을 받을 수가 없어 마음이 무겁다. 

수업을 진행해나가는 방법은 여러 요건에 따라 다채로울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 •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볼 때，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나가는 데 있 

어 학습목표를 향해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그런데 현 국어 교과서의 ‘알아두기’는 그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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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원 제재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제시됨으로써 학습의 맥을 끊어놓기가 

쉽다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알아두기’ 내용을 수업 

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겠지만，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펼요할 것 같다. 국어(상) 7단원 중 두 번째 

소단원 ‘기미독립선언서’에 제시된 ‘알아두기’를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국어(상) 7. 생각하는 힘 (2)기미독립선언서 

학습목표 o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웰11 적절한 내용아 중요함을 안다 

o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o상뺑l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딸}거나 글을 쓸 수 있다 

교과서 g쪽 

본문내용 : 이민족의 겸제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 

알아두기 ’ 내용 생성을 위한 준비 

(실험， 조샤 관찰 방법/ 다른 사람과의 면담 방법/ 도서관， 인 

터넷 등의 활용 방법) 

교과서 잃4쪽 

본문내용 : 독립을 향한 결의 

알아두기 : 내용 생성 방법(배경 지식의 활용/ 자유 연상을 통한 내용의 

구체화/ 유형화를 통한 주제의 구체화/ 취사선택을 통한 독 

창성의 확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 

를 학습하면서 알이두어야 할 내용이 ‘내용 생성을 위한 준비 방법’ 및 ‘내 

용 생성 방법’이라논 점이다. 물론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고려하면 소단원 

학습에서 이와 같은 ‘알아두기’ 항목이 제시된 것에 문제가 없다 하겠으 

나， 어떻든 이것이 과연 ‘기미독립선언서’를 제재로 할 때 적절한 ‘알아두 

기’ 내용인지에 대히여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학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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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을 위한 제재 선정과 관련된 문제임으로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 

도， ‘알아두기’의 내용을 그것이 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앞서 〈사례10>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아두기’의 내용을 해 

당 본문 학습과 어떻게 관련히여 풀어나7}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 

이다 ‘알아두기’의 내용이 같은 부분에 제시된 본문의 내용과 항상 필연 

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얼 어떤 내용의 ‘알아두기’가 반 

드시 그 부분에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알아 

두기’가 설정된 정당성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습 진행 

을 어렵게， 또 더디게 하여 오히려 학습의 맥을 끊어놓을 수 있다. 

낀 ‘학습활동’으| 적절성에 대한 반응 사례 분석 

@ 혼자하기와 함께하기의 구분이 무의미한 ‘학습활동’ 

7차 10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은 ‘제재 중간에 배치되어 제재 

의 구체적 국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함뾰써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흰6) ’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란， 내용 

상의 다양함과 동시에 활동 형태의 다양함도 이우르는 개념일 것인데， 그 

리하여 각 소단원의 ‘학습활동’은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로 구분되어 있 

다 이에 대한 A학생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1> A학생은 국어 시간에 각 단원의 ‘학습활동’을 거의 빼놓지 않 

고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각 단원의 ‘학습활동’이 혼자하기/ 

함께하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구분에 

의미를 두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혼자하기와 함께 

하기를 특별히 구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 개인적으 

46) 고등학교 국어(상) (:ID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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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게 되면 혼자하기 활동이고 다른 친구들과 의논하거나 혹은 자신 

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여 그것을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함께하기 활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학습활동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활동할 필요 

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학생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A학생이 ‘혼자하기’ 활동과 ‘함께하기’ 활동의 차이를 제대로 느끼지 옷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국어(하) 4단원과 같은 ‘학습활동’의 경우였다. 아래 

는 국어(하) 4단원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국어(하) 4. 효과적인 표현 

학습목표 o 효과적인 표현의 원리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다. 

o 문학적 표현의 효과와 방법을 얀다. 

o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수 있다 

(1)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학습활동 [함께하기] 다읍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생각해 보고， 

예시의 방법으로 뒷부분을 이어서 써 보자， 

(2)눈길 

학습활동 [혼자하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의 마음이 어떠할 

지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 보자. 

위에 제시한 두 개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둘 다 글쓰기 활동인 

데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기’ 학습 또 어떤 경우에는 ‘혼자하기’ 학습으 

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혼자하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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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끌쓰 

기 활동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기’의 형태개 또 다른 경우에는 

‘혼자하기’의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정도의 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활동을 개인 학습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 

면 함께 하는 모둠 학습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수엽을 담당하든 과}가 결 

정할 문제이다 ‘혼자하기’와 ‘함께하기’가 ‘제언’ 수준의 구분에 불과한 것 

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구분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혼자 하는 활동 

과 함께하는 활동을 구분한 이유와 7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공감이 전 

제되지 않는 한，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구분이 될 것 

이다 

@ 소단원 제재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학습활동’ 

‘학습활동’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의 중， ‘혼자하기’ 활동과 ‘함께하기’ 활 

동으로 나누어져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도 심각한 문제는， 어떤 단원의 경우에는 ‘학습활동’의 내용이 소단원 제 

재의 성격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지적한 H교 

사의 견해이다. 

〈사례12> ...... 7차 교과서로 처음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당황스 

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문법 영역과 관련한 단원이었습니다. 아예 대단 

원 자체가 문법 영역인 경우-국어(상) 4단원과 국어(하) 1단완는 오히려 

접근하기가 수월했는데， 학습목표는 국어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면서 다 

루고 있는 제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업하기가 참 곤란하더군요 예 

를 들어 국어(상) 2단원의 ‘나의 소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나 

의 소원’이라는 글은 누가 봐도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검구 선생의 정 

신을 느끼는 제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단원의 학습목표 

가 ‘문장의 짜임새’를 이는 것이랍니다 흘문장과 겹문장이 무엇인지，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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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는 어떠어떠한 문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나의 소 

원’의 학습활동으로도 ‘나의 소원’의 문장틀을 각각 흩문정f안은 문장/이 

어진 문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소원’의 문장 자체가 워 

닥 길고 복잡해서， 이게 교사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열이 아니더군요 복 

잡한 문장을 분석해내는 것만도 부담스러운데， 하펼 ‘나의 소원’에서 그 

런 활동을 수행하다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B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네 명의 교사 모두 문법 영역 단원의 학습활동 

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제재 선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습 

목표 흑은 학습활동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학습활동’의 적절성 

문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아무튼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데에는 모든 교사가 동의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된 국어(상) 2(2)단원， 

그리고 마찬가지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국어(하) 3(1)단원의 학습활동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학습목표 o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를 안다. 

o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을하거나글을쓴다. 

o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2)나의 소원 

학습활동 [혼자하기]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 가장 확실한 진 

리다"의 짜임새를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흘문장/안은 문장/이어진 문장) 

학습활동 [함께하기] 이 글에 쓰인 문장의 짜임새를 중심으로 그 특정을 

이야기해 보자. 

학습활동 [혼자하개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 나는 확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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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한 문단을 대상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모든 문장을 흘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2)원래 문장의 짜임새와 비교한 뒤，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의미 

를 전달하는 데 어떤 문장의 짜임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고， 그 이유 

를 말해 보자. 

국어(하)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학습목표 o문법 규칙을 이해하며， 그러한 규칙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 

도록한다. 

o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교 바른 

태도로 말하고 틀을 수 있다. 

(1)역사 앞에서 

학습활동 [함께하기1 6월 25일， 26일자 일기에서 시간 표현을 찾아， 다음 

표로 정리해 보자. (시제. 과거/현:AR!미래， 상· 완료J 

진행) 

학습활동 [함께하기]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 산을 피하는 것이라 한다.’ 

부분에서 부정 표현을 찾아 다음 표로 정리해 보 

자 (‘못’ 부정문/ ‘안’ 부정문) 

학습활동 [함께하개 ‘나는 다시 한 번 박연암의 말을 ~ 자꾸만 우리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난처하였다.’ 부분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피동/사동 표현 찾기) 

위에서 제시한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나의 소원’ 혹은 ‘역사 앞에서’라 

는 제재의 성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대단원 학습목표를 위한 학습활동’은 될 수 있어도 각 소단원 제재 

의 성격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인 것이다. 이는 제재의 가치를 잘 살리 

지 못하는 것이기에， 성공적인 대단원 학습을 이끄는 데에도 성공하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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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및의의 

이상으로 국어 교과서의 ‘준비학습’， ‘단원의 마무리’， ‘알아두기’， ‘학습 

활동’의 적절성에 대승배 교과서를 직접 경험한 교사와 학생의 실제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7차 국어 교과서는 이미 수년간 학교 현장 

에서 국어과 학습의 전범(典範)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교사와 학 

생은 그러한 교과서를 가장 가께에서 밀착된 눈으로 뻐쁨， 교과서의 

실수요자이며， 따라서 이들의 반응을 통히여 현 교과서를 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준비학습’과 ‘단원의 마무리’ ‘알아두기’와 ‘학습활동’은 교과서를 구성 

하는 펼수 요소툴로서， 학습자들이 각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디덤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을 

구성할 때에는 실제적인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세심한 내용 선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7차 교육과정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각 구 

성요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단원 학습목표와의 

밀접한 관련성， 실제 수업을 고려한 난이도 및 수업시간 중 활용 가능 여 

부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과서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실제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 자체로 

아무리 훌륭한 가치와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수업시간 

에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부딪혀 경험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본 

질적인 가치와 이상마저 평가절하되기 십상이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인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만큼， 교과서에 

대한 반응의 보편성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또 

다른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한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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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얼션의 교육 현장에서 본 7차 고등학교 국어 교샤용 지도서 

1. 7차 고등학교 국어 교N용 지돼 개관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 과정(敎育課程)에 대해 해섣하고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안내해 주며 교과서의 집필과 단원 구 

성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교수 방법과 평가 등 교수(敎授) 활동 

전반에 걸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안내서이자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 과정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고 교과서의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위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현행처 럼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고， 국어 교과서가 국정(國定)이라는 점을 깅샌f하면 

국가 차원에서 전국 공동의 국어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단일의 국어 교과서를 교재로 삼아 수엽을 전개하는 국어 

과 교사로서는 교수 · 학습 활동의 지침이 되는 교사용 지도서를 전적으 

로 신뢰하고 그것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세이하 ‘지도서’)를 제작하여 보급했다. 이는 6차 교육과정 시기에 

부교재가 펼요 없는 ‘자율학습형 교과서’를 제작하여 교사용 지도서마저 

보급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얼단은 일선 고등학교 국어 교시들 

의 요구와 여망을 수렴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7차 지도서’는 내용과 체제 지질과 면수 등에서 ‘5차 지도서’에 비해 

한결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일선 교사로서눈 환영할 만 

한 일이다. ‘7차 지도서’의 특징을 살펴기 위해서 먼저 그 내용과 체제를 

살펴보고 ‘5차 지도서’와도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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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17차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와 내용 

목차 내용 

1. 국어 교육의 성격 
교과로서의 국어의 성격올 규정하고 고둥 학교 국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소개 

제7차 국어파 교육 과정의 개정 배경과 기본 방향 

총 
II . 져n차 국어파 교육 과정 및 성격 · 목표를 해설하고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의 내용과 특정을 소개 
론 

III. 고퉁 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면찬 방향파 영역별 단원 구성의 원 
면찬방침 칙 및 국어파 교수 · 학습 명가의 방향을 안내 

N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국어 교과서의 활용 t씬 및 유의정파 교사용 지도 
지도서의 활용뱅안 서의 활용빙안올안내 

단원의 개관 단원 설정의 취지와 학습 주안점， 학습 내용의 소개 

개관 
단원의내용구성 학습내용의 소개 

전학땐4의관한S 전 학년과 관련된 교육 과정의 항목을 적시 

단원의핵융목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적시 
대단 교수· 단원 교수·학습 

총 소요 시수와 차시 계획의 안내 
원 학습 계획 

계획 지도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시에 유의할 사항의 소개 

교수· 교수· 학습 방안 준비 학습에 나오는 문제의 교수 • 학습 방안을 안내 
학습의 

예시답안 준비 학습에 나오는 문제의 예시 당얀을 제시 
실제 

소단원 
구성취지 단원설정의 취지를해설 

제재의내용구성 제재의 내용구성을분석 

각 
개관 

제재의활용방안 제재의 학습 주안점을 안내 

론 소단 알아 교수· 학습 방안 알아두기의 교수 • 학습 방안올 안내 
원 두기 참고자료 알아두기와 관련된 내용올 심도 있게 소개 

학습 교수· 학습 방안 학습 활동에 나오는 문제의 교수 · 학습 방안을 안내 
활동 혜시답안 학습 활동에 나오는 문제의 예시 답안올 제시 

더 읽을거리 제재률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만한 문헌올 소개 

단원의 정리하기 알아두기어써 ~벌한 내용을 정리할 때의 유의 사항 안내 

마무리 점검하기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펑71'하는 데 유의할 사향을 안내 

제재 개관 제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 

때충· 
보충 교수 · 학습 방안 보충 학습에 나오는 문제의 교수 • 학습 tlJ<>J-을 안내 
학습 에시 답안 보충 학습에 나오는 문제의 예시 답안올 제시 

심화 
더 읽올 거리 제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만한 문헌올 소개 

학습 
심화 

보충학습과통일 
학습 



204 국어교육연구 제19집 

〈표 2> 저15차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와 내용 

옥차 내용 

1. 국어과 교육의 성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목표로 삼는 일반적인 의미의 
격 국어 교육과 이를 세분화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규정 

II . 제5차국어과교육 재차 국어과 교육 파정의 개정 방침과 방향을 소개하고 

총 과정 제4차 국어과 교육 과정파 비교 

론 m 고둥학교국어과 국어파에서 국어 과목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어 과목의 

목의 성격 목표해설 

IV. 고둥학교국어교 국어 교과서의 면찬 방향과 영역별 단원 구성의 원칙 및 

과셔 펀찬방침 명7}에 대해 해설 

단원의 개관 단원 설정의 취지와 학습 주안점， 학습 내용의 소개 

대 단원의목표 학습목표의 제시 

단 지도상의유의점 교수학습 활동시에 유의할 사항의 소개 
원 관련단원 중학교 및 고퉁 학교 국어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제시 

단원지도계획 총 소요 시수와 차시 계획의 안내 
지 제재의 특성 제재의 성격과 학습 주안점의 안내 
도 

학습목표 학습목표의 제시 의 

실 
~‘‘-

내용 단어와 어구의 풀이， 단락 구분과 소주제의 제시 둥 제재 

제 학습 연구 를 혹L습하는 데 도융이 되는 사항틀을 설명 
단 

전개 "*습 학습 활동에 나오는 문제의 모범 답안올 제시(lIE생략과 원 
활동 대체가다수 있옴J 

참고자료 제재와 관련된 륙갱 내용을 심도 있게 소개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소개 

단원의 마무리 단원의 마무리에 나오는 문제의 모범 답안올 제시 

부록 신 · 구표준어 규정 및신 · 구맞춤법 규정 대조 

‘7차 지도서’는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총론’과 ‘각론’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표 2>에 제시된 ‘5차 지도서’의 틀과 크게 다를 

바 없다'.(이는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집펼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임.) ‘7차 지도서’가 ‘총론’ 부분에 

서 ‘5차 지도서’와 차이 나는 점은 ‘N.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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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빙연f’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5차 지도서’의 ‘총론’에 수록된 ‘III. 

고등 학교 국어 과목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 ‘7차 지도서’에서는 ‘ 1. 국 

어 교육의 성격’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 

느냐에 따라 교과서의 흥미도와 유용도가 결정된다는 사섣에 비추어 볼 

때47)， ‘7차 지도서’가 ‘5차 지도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각론’ 부분에서는 ‘7차 지도서’가 ‘5차 지도서’에 비해 요목들을 더욱 상 

세화하여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7차 지도서’는 이런 외형적인 체제의 

변화 이외에도 ‘5차 지도서’와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정을 보여 준다. 

첫째， ‘단원의 학습 목표’란 항목에서 해당 ‘대단원’이 교육 과정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되는지를 적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물론 ‘대단원’과 교육 

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이는 그 동안 ‘교사용 지도서’에 

서강}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관행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보인다. 

둘째， ‘교수 • 학습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7차 이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안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7차 지도서’에는 이를 어떻게 교수해야 ß'}는지에 대한 방법이 안 

내되어 있다. 이는 ‘7차 지도서’가 교수용 지침서라는 지도서의 기능에 더 

욱 충설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5차 지도서’에 있던 ‘내용 연구’ 항목이 ‘7차 지도서’에서는 없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5차 지도서’의 ‘내용 연구’ 항목에서 이루어졌던 ‘교 

과서 본문 제재에 나오는 단어와 관용어， 어구 등에 대한 풀이’가 7차 고 

등학교 국어 교파서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47) 정혜승，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와 내용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14(~. 6) 



206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5차 지도서’의 ‘내용 연구’ 항목에 나오 

는 단락 구분과 소주제의 제시가 부정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 

아서 일선 국어 교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는 사실을 김안하면 ‘7차 지도 

서’에서 이 부분이 없어진 것은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7차 지도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대한 ‘답안’이 충설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5차 지도서’에서는 ‘탑안’이 생략되거나 ‘내용 연 

구’를 참고하리는 식으로 무성의한 경우가 디수 있었는데， ‘7차 지도서’에 

서는 빠짐없이 ‘예시 답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일선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2. 활용 실태를 통해 본 ‘7차 지도서’으| 문제 

교사는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敎授)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교수 활동에 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논 사항에 대 

해서는 관섬이 많으나， 교육과정(敎育課묶)처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 

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의 교사들은 교과서가 

교육 과정을 잘 구현해 놓았을 것이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교과서에 충설한 교수 활동이 이상적인 수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어 교과서처럼 국정인 경우에는 교사 스스로가 자율성을 제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국어 과목이 대학 입시에서 쩨하논 

비중으로 볼 때 교사가 수엽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과도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 내용과 방볍이라는 

양면에 걸쳐 일선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시들에게 친절한 안내서 역할과 

충실한 지침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틀은 학습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수 활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7차 지도서’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7 

를 하나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설문의 문항 1 참조) 이런 현설에 비추 

어 볼 때， ‘7차 지도서’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7차 지도서’가 이 같은 교사들의 현설적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선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들이 설문 전반 

에 걸쳐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교시용 지도서’의 활용 섣태를 조사한 여러 설문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얘) 이 같은 

현상은 ‘7차 지도서’에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7차 지도서’ 

에 수록된 내용이 국어과 교사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만큼 

빈약하고 소개된 교수 방법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이며(설문의 

문항 2-1 참조)， 교수 활동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설문의 
문항 4 참조) 다만，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 교수 학습 계획， 참고 자료’ 

등이 그야말로 참고가 될 정도로 활용될 뿐이며(섣문의 문항 2-2 참조)， ‘7 

차 지도서’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위얀이라면 위안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섣문의 문항 3 참조) 

물론 상세하고 친절한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과정(敎育課 

程)’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더욱이 ‘국어 교과서’가 ‘국정’이라는 현 

실을 감안하면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제언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어과 교사틀은 ‘7차 지도서’를 통해 교수 내용과 

48) 김광민， 교과용 도서 검정을 통한 교사의 수준 제고， 교육과정연구 찌(a:xJ'2) 정혜승， 
앞의글. 



208 국어교육연구 제19집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 (설문의 문항 5와 6 참 

조) 이런 일선 교사들의 여망은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국 

어 교과서가 국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행 

정 업무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현실 여건 속에서 자기 연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화리눈 새로운 추세 속 

에서 이전과는 판이한 김수성을 지닌 학생들과 직접 만나야 하는 교사로 

서는 전통적인 교수 방볍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에게 그 동안 학계에서 이 

루어진 중요한 성과를 섭취할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교수 방법에서도 

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할 때 ‘7차 교과서’에 보강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과 같은 점을 꼽을수 있다. 

첫째， 교수 방얀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7차 지도서’ 

에 간략하게 제시된 ‘교수 · 학습 지도안’은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세화한 모범적인 ‘교수 •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여 수엽에 실질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 자토료가 충설하고 풍부하게 수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의 색도를 높이고 면수를 늘일 필요가 있다. 기능하다면 교 

사용 지도서의 별책을 발행하는 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O싸 한다. 

셋째，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자료의 발굴과 개발이 시급하다 교사는 

수엽의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전개 부분 

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학생 

들의 기호에 맞는 학습 자토i가 필수적인데 교사용 지도서가 이뜰 일정 

부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도록 

학습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참고 문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 

터넷 사이트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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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장에서 가르치는 데 실질적 도웅을 줄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행의 ‘7차 지도서’가 이를 어느 정도 실현하 

고 있으나， 아직도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측면이 많교 이를 수엽에 응용 

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이런 점에서 현행 중학교 국어 교 

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끌어주기’와 같은 항목은 참고가 될 만하다. 

디섯째， 평가에 대한 지침과 모범적인 실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평 

가가 교육 활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김안할 때， 

교시용 지도서에서 평가 부분을 소홀히 다룬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큰 결 

점으로 여겨진다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구현되기 위 

해서라도 적절한 평가 방법과 문헝어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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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내용 영역의 교고|서 만명 분석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튿기 내용 영역의 교과서 븐명 분석표 

내용 
표육파정 내용 해당혁습목표 

범주 

1)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 

본질 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함을 얀다 (上3(2))

한역할을함을안다， 

2)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듣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下l@)
는다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Cf2CD) 

3)정보를 재조직하며 듣는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원리 다‘ (下2(2))

4)전달 효과를 평가하며 튿 
표현과 전달의 효과를 평가하며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다 

(下5CI))
는다 

비평적 준거에 따라 언어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 下6(2))

5)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上6

태도 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난 
(3)) 

다‘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바 
른 태도로 말하고 들을 수 있다 (下3(2))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말하기 내용 영역의 교과서 브명 분석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해당학습목표 

범주 

1)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 

본칠 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함을 얀다 (J--J(3)) 

요한역할을함을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을 
안다. (上7CD)

2)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上7(2))
을 적절하게 생성하며 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쓸 
한다 수 있다 (上7(3))

원리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기른다 Cf잃) 

3)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를 안다 U::2CD)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 
조직하여 말한다 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上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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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현과 전달의 일반 원리 
효과적인 표현의 원리 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할 수 있 
다(下찌) 

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 

하며 말한다 
로 표현할 수 있다 (下4Q))

5)자신의 말하기 활동을.î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바 
태도 절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른 태도로 말하고 들을 수 있다 (下3(2))

지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읽기 내용 영역의 교과서 븐F영 분석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해당학습목표 

범주 

1)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 (1-:5(D) 

본질 
을안다，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뜰 초월하 

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上5:2))

2)펼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얽는다 : rl@1 
을읽는다.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n잉)) 

3)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원려 
읽는다 (下2(2))

4)표현의 효파에 대하여 평 표현과전달의 효과를평기동}며 언어 활동을 할수 있다 (下1m)

가하며 글을 읽는다 비평적 준거에 따라 언어 활동을 평가할 수 있디 (F6G~)) 

5)읽은 내용의 선뢰성과 타 

비평적 랜에 빠 언。1 횡월 평가한 수 있)얘다ι)을 다 시펀」닌 당성을평가한다. 

태도 
6)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볍을 활용하면서 얽는 

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다(上lCD)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쓰기 내용 영역의 교과서 브명 분석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해당혹L습목표 

범주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 (上~1))

본질 
1)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윌하 
을얀다 

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1::5C2))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응 

2)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 
안다 (上7φ)

원리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얀다 (上7(2))
하게 생성하여 를음 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거나 말하거나 글음 쓸 

수 있다 ( t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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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下뼈) 

3)내용 조직의 일반 원랴에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를 안다. (上2CD)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 
조직하여 글을쓴다 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上2(2))

4)표현의 일반 원리를 사용 
효과적인 표현의 원리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할 수 있 

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쓴 
다. (下4(D)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 
다. 

로 표현할 수 있다 (下4@)

5)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쳐쓰기의 원리를 이용효애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 
사용하여 글을 고쳐 쓴다， 다 (上4(2))

태도 
6)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태도를 지난다 기른다. (下7(2))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국어 지식 내용 영역의 교과서 브명 분석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해당혁습목표 

범주 

1)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 
언어와 사고 문화， 사회의 관계를 안다 (上8(D)

를얀다 

국어의 역사를 안다. (下1CD)
본질 

2)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下1(2))
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下1@)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下l@)

3)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 문법 규칙을 이해하며， 그러한 규칙을 바르게 활용할 수 

다 있도록 한다 ( f 3CD) 
4)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문장의 짜임새을 안다 (上2@)

원리 5)장변에 따른 표현 방식을 
장변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 (上3(D)

안다. 

6)문법에 맞게 국어를사용 
문법에 맞게 국어 활동을 할 수 있다 (上4(D)

한다. 

7)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 
바르고 좋은 표현을 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上4@)

하려는 태도를지닌다， 
태도 

8)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도를지닌다 태도를 기른다. (下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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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문학 내용 영역의 교과서 ~영 분석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해당 학습 목표 
범주 

본질 1)문학의 기능을 안다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 ( 1::1@) 

2)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기능을 이해한다 ( 1::6@)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 

3)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 할 수 있다 (上6(2))
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뜰 기른다 

(下%)

4)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륜 초윌하 
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上앓) 

작개 독자 문학 작품 시아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원리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의미날 p τ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암:])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 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 
5)작품에 드러난 사회 · 문 다 (上8l2J)
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사회적 · 문화적 상황을 능동적으 
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 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上뼈) 
로 활용한다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힘 이 l 

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r2@) 

」 문학적 표현의 효과와 방법을 안다 C!'4@) 
6)자신의 생각이나 ←→낌을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로 표현할 수 있다 Cf4@) 

7)한국 문학의 전통을 장s::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훨 초윌하 
人 L 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J--，없) 

태도 적으로 계승， 발전 1커려L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태도를 기른다 (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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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국어.!l(우리학교 

에서는 1흑밴 과정)에 관한 설문 

1. 문서로 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부분적으로 읽었음(24명) @1-2번(3명) 

@3-5번(2명(5) 6번 이상(1명) 

2. 문서로 된 교육과정 내용을 지주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여러 가지 잡무로 읽을 시간이 없다.(6명) 

@ 문서로 된 ‘교육과정’이란 책을 구하기 어렵다. 

@ 교육과정 내용이 교재 연구나 수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18명) 

@ 교과서와 다른 참고 자료로 교재 연구나 수엽 준비가 충분하다'.(l)명) 

@ 입어도 무슨 말인지， 수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와 닿지 않는다6명) 

3.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국어』교과서 단원 학습목표로 충분히 반영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깨 (이 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0씨면 답 해 주세요) 

@ 아주 그렇다~ ø 대체로 그렇다.(12명@ 보통이다'.(12명) 
@ 그렇지 않다. (5) 이주 그렇지 않다 

4.3번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름 

@ 내용 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만 내용 영역을 잘 읽지 않아 

서 내용 영역에 대해 잘 모름(6명) 

@ 내용 영역을 알고 내용 영역을 읽어 보아도 내용 영역을 이해할 수 

없었음 



216 국어교육연구 제19집 

@ 내용 영역을 알고 내용 영역을 읽어 보았교 내용 영역을 이해했지 

만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와 연결시켜 보지는 않았음 

@ 내용 영역을 알고 내용 영역을 읽어 보았고 내용 영역을 이해하여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와 연결시켜 보았지만 ‘반영’ 정도뜰 알 수 

없었음 

5. 교육과정 내용 중 『국어』교과서에 특히 잘 반영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내용을 1번 이상 읽어 본 분만 답해 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듣기 @ 말하기 @ 읽기(24명) 

@쓰기 @ 국어 지식(12명) @ 문학(24명) 

6. 교육과정 내용 중 『국어』교과서에 특히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 

입니까? (교육과정 내용을 1번 이상 읽어 본 분만 답해 주세요 복수 응 

답가능.) 

@ 튿기(18명) 

@ 쓰기(24명) 

@ 말하기(18명) 

@국어 지식 

@읽기 

@문학 

7. 교육과정이나 『국어』교과서에 추가되거나 보충되었으면 하는 국어과 

의 요소가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7 

<부록 1-3. 학생 설문 통계> Ií국어dJ(上) 

1. 가장 재미있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2. 가장 재미없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3. 재미있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봄폼(22%) ， 그 여자네 집(18%) 

용소와 며느리바위(13%) ， 구운몽(12%)， 장마{12%) 

동국신속삼강행실도(5%) 

황소개구리와 우리탠3%) ， 나의 소원(3%) ， 삼대(3%) 

진달래꽃(2%)， 유리쟁2%) 

봉산 탈춤(1%)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1%)， 어부사시사<1%)， 광야(1%)， 

기미독립선언서(1%) 

4. 재미없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기미 독립 선언서(27%)， 

말다듬기(6%) ， 문장다듬기(10%) ， 글다듬기(7%)-23% 

동국신속삼강행실도(13%)， 나의 소원(12%) 

구운몽(7%) ， 어부사시사{6%) ， 삼대(4%) 

봉산 탈춤(3%) ， 유배지 에서 보낸 편지(2%) 

용소와 며느리바위(1%)， 황소개구리와 우리탠1%) ， 청산별곡(1%) 

5.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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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말다듬기(16%) 문장다듬기(17%) 글다듬기(14%)-47% 

기미 독립 선언서(11%)， 구운몽(9%) 

동국신속삼강행실도(5%) ， 청산별곡(5%) 

황소개구리와 우리멜4%) ， 나의 소원(4%)， 봄봄(4%)， 삼대(4%) 

그 여자네 집(2%)， 봉산 탈춤(2%)， 광얘2%) 

어부사시새1%) 

7.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8.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봄봄(14%)， 그 여자네 집(11%)， 구운몽(11%) 

동국신속삼강행설도(8%)， 말다듬기(5%)， 문장다듬기(3%)-8% 

나의 소원(7%) ， 장마~7%)， 삼대(7%) 

황소개구리와 우리탠5%)， 광얘5%)，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4%)， 용소와 며느리바위(3%) ， 진달래꽃(3%) 

청산별곡(2%)， 유리쟁ZO/O)， 기미 독립 선언서(2%) 

봉산 탈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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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학생 설문 통겨1> Ir국어.n(下) 

1. 가장 재미있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2. 가장 재미없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3. 재미있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허생전(31%) 

어느 날 섬징에 말했다<23%) ， 눈길(잃%) 

관동별곡(7%)， 춘향전(5%)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동(3%) ， 역사 앞에서(3%) 

간디의 물레(2%)，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ZO/O) 

산정 무한Ü%) 

4. 재미없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고대 국어(13%)， 중세 국어(1ZO/O) , 근대 국어(8%)-33% 

산정 무한Ü4%)， 건축과 동양 정신(1ZO/O)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10%)， 관동별곡(9%)， 간디의 물레(8%)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5%)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됨4%)， 역사 앞에서(2%) 

허생전(1%)， 눈길(1%)， 춘향전(1%) 

5.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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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고대 국어(19%) 중세 국어(16%) 근대 국어(17%)-52% 

관동별곡(21%) 

허생전(4%)， 역사 앞에서(4%)， 눈길(4%)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3%)， 산정 무한(3%)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동(2%)， 간디의 물레(ZO/O) , 춘향전(2%) 

어느 날 심징에 말했다ü%)，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현r국(1%)， 

건축과 동양 정선(1%) 

7. 재미도 있고1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8.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눈길(껑%)， 허생전(18%)， 산정 무한(18%) 

고대 국어(5%) ， 중세 국어(7%)-12% 

춘향전(9%)， 역사 앞에서(7%)，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6%)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용3%)， 어느 날 심징에 말했다-(3%) 

간디의 물레(1%)， 외국인이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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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교사 설문 통계> 1"국어.!(上) 

1. 가장 재미있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2. 가장 재미없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기미 독립 선언서(00%)， 기태때%) 

3. 재미있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봄봄(l)%) , 그 여자네 집(12%)， 광얘12%) ， 유리창(1ZO/O) , 기태34%) 

4. 재미없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웹듬기(6%)， 문장디듬기(12%J， 글다듬기(EP/o)-24<Yq 황소게리와우리말(12%J， 

기미 독립 선언서(1ZO/O)， 동국신속삼강행실도(1ZO/O) , 삼대(1ZO/O)， 기태%이 

5.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6.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말디듬기(낌%)， 문장다듬기(갱%)， 글다듬기(낌%)-72%， 기태28%) 

7.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8.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말다듬71(6%)， 글다듬기(6%) ， 문장다듬71(6%)-18% 

그 여자네 집(1ZO/O) , 봉산탈춤(12%)， 봄봄(12%) ， 장매1ZO/O) , 기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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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교사 설문 통계>'"국어JJ(下) 

1. 가장 재미있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2. 가장 재미없는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3. 재미있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눈길(잉%) 허생전(12%)， 관동별곡(12%) ， 춘향전(12%)， 기태40%) 

4. 재미없는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고대 국어(15%) ， 중세 국어(15%)-30%， 역사 앞에서(18%)， 다매체 시대 

의 언어 활됨12%)，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12%)， 건축과 

동양 정선(12%) ， 기태16%) 

5.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6. (재미가 있든 없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고대 국어(12%)， 중세 국어(30%) ， 근대 국어(12%)←(54%) 

관동별곡(l:ZO/O)， 눈길(12%) ， 기태22%) 

7.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펼요한 소단원을 하나만 적어 주세요 

8. 재미도 있고，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소단원을 3개만 적어 주세요 

눈길(18%)， 관동별곡(18%) ， 허생전(12%) ， 어느 날 심징에 말했다{12%)， 

기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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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국어(상)，(매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문지 

* 현재 사용 중인 7차 국어(상l.(하)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선생님 
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몇 단원(소 

단원)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보이는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 

씀해 주시변 고맙겠습니다. 

1. 국어 교과서 편찬자의 구성 의도 검토 

o 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2. 대단원의 구성 문제 

o ‘단원의 길갑L이 준비 학습 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一보충 · 섬화학 

습’의 계기적 학습의 효용성 (6차와의 비교) 

o 대단원명 제시의 타당성 또는 위계의 일관성 확보 

3. 부문별 적절성 문제 

o 단원의 길집어: 이 단원에서는 이 활동을 통해 

o 준비 학습 

0 소단원 학습: 제재 +알아두기+학습활동 

• 제재 중심 구성의 문제(국어 6개 영역의 통합적 구현에 대한 학 

생 ·교사의 체감도) 

• 학습활동의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의 구분의 적절성 

• 학습활동의 말하기/쓰기 활똥의 실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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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원의 마무리 : 정랴하기+점검하기 

• 정리하기와 점검하기의 활용도 내용 구성의 문제점 

· 점검하기의 설제적인 기능 수행의 정도(학습자의 보충심화 선택과 관 

련) 

0 보충·심화학습 : 

• 보충 · 심화의 섣제적 수준의 유무{제재 내용과 학습활동의 수준의 차 

이) 

· 보충 · 심화와 대단원의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 평가와 관련하여 수준별 학습의 현실적 가능성 검토 

O 사진으로보기 : 

· 학습 관련 인터넷 시아트의 효용성 

o 국어교과서의 상 · 하권의 배열 문제 

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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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평가형 질문지 분석 (1 호| 택시)> 

평가 
전혀 

그렇 보통 그렇 매우 총웅 
유형 

평가항목 그렇지 
다. 이다 다 그렇다 답률 

않다 

1 적절한 제시 6 34 54 5 100 

2. 디자인 조화 0 4 43 48 5 100 
사진， 

삽화， 3 흥미 자극 0 20 39 'J7 3 æ 
지도에 4. 참신， 최선 자료 0 z3 47 g æ 
대한 5. 함축성 8 49 40 2 100 I 
평가 

6 사고력 발달 0 27 52 18 3 100 

H 14 취지에 부합 정도 14 45 25 13 1 98 
각1二;즈 L 벼 2. 15. 다óJ-성의 필요성 3 19 25 48 5 100 
학습과 

16. 수업 시수에 적합 z3 59 12 6 0 100 
관련된 
평7}{보 17 학생 수준에 적합 3 41 47 9 0 100 

충심화) 18. 교실 수업 여건에 적합 g 49 10 12 0 æ 

m 28. 판형 만족도 0 11 26 55 8 100 I 

외형 벚 29. 지질 만족도 0 5 21 53 16 100 

처l제에 30. 편집 체제의 적합성 11 61 25 2 100 
대한 3l. 세련된 구성 2 27 48 18 2 97 
평가 

32 활자 글꼴 적합성 3 28 a:l 6 100 



226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선택형 질문지 분석(1회 선택시)> 

자료의유형 항목 선택자수 총웅답률 

수업 시간부족 47 
1 학습활동 입시와의 관련성 부족 ‘39 
과제에대한형 

학습자의 초얘 부족 16 
식적 적용 이 118 
유{중복 선택 기타 수행평가나 탐구문제로서의 질적 수준 9 
7}능) 이 낮음 / 휴L급당 학생수， 시간 등 

교사의 준비 부족 7 

국어(상)， 국어(하)， 워크북， CD롬 46 

국어(상)， 국어(하)， 워크북 22 
2 바람직한교 

국어， 워크북， CD롬 16 
과서 구성 

국어(상)， 국어(하)(현행 유지) 11 

국어， CD롬 5 

-커 서책 + CD롬(서책 보완) 76 
3 바람직한지 지도서 전체를 CD롬으로 제공 13 
도서 제콩 형 

지또서 전체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 7 태 
현행과같은서잭 형태 4 

현행 교과서의 판형(4J어배판) 72 

현행 교과서보다 약간 작은 판형(크라운판; 84) 20 

4. 적합한판형 
현행 교과서의 판형에서 가로만 약간 확대(변 

3 
형4x6배판) 

전과 판형(국배판， A4) 2 

전파 판평의 1/2 크기(국판， A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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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국어과 교사 9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 7차 국어 교사용 지도세이하 ‘지도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존의 참고서를 보다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본다. 

@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참고하는 편이다 

@ 시범， 연구학교나 연구 수업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습 내용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참고하지 않 

는다. 

@ 가급적 활용하려 하나 기존의 자료와 차별성이 없어 거의 쓰지 않 
。

p. 

@ 내용 파악 문제의 의도 학습활동의 의도， 교수학습 목표의 의도가 

정확히 담겨 있어서 절대적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수엽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고 평가 기준 확립하기 위해 

지도서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노력하나 실제 수엽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지습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8 꼭 참고하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책 정도로 생각한다. 학 
기 초에는 가급적 활용하려고 하나 다른 참고서류를 먼저 찾게 된 

다. 교수자 스스로 교과서 해석에 대해 자신할 수 없을 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보편적 지침을 살피기 위해 들춰본다. 

@ 국가 1댄에서 마련된 공통 지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다른 참고 

자료들보다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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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도서가 교수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용을 빈약하지만 교과서 지문과 학습활동의 의도를 비교적 잘 반 

영했다고본다 

@ 내용은 많이 빈익L한 편이고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 

@ 현행 교사용 지도서는， 학습 내용면에서는 참고서나 전공 서적보다 

풍부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법면에서도 교사모임이나 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수학습지도안에 미치지 못한다. 별로 활용하지 않음.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교수방법이 단편적이고 관념적으로 제시되 

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내용에 대한 섣명은 부정확하 

거나동어반복임 

@ 지도서의 내용이 수엽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승}는데 큰 도움이 됩니 

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도서의 방향대로 가르치고， 내용 부분의 

보완이나 수엽의 내용을 심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기타 7:}효를 

참고하여 수업 내용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 교수학습 계획을 설계하논 데는 도움이 되나 수업 섣계 파정에서 

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에듀넷이나 전국국어교사모임의 

자토초가 교수활동에 훨씬 도움이 된다. 

@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도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소 딱 

딱한 편이다. 지도서 자체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지도서만으로는 수업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렵 

다고생각한다. 

@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내용이 빈약해서 지도서만으로 

교수 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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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지도서 내용{체제)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2 가지만 써 주세요) 

@ 학습활동에서 교수학습방얀과 예시답안 

@ 단원 교수학습 계획 중에서 차시만 참고한다. 

@ 작품관련 참고자료 및 더 읽을거리 

@1. 학습 활동 2. 관련자료 

@ 교수학습계획 / 학습활동 예시 답안 

@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즉 단원 개관과 교수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섣정되어 있다는 점이 유익하다. 

@ 학습 활동/ 알아두기 해설 

@무응답 

3. 지도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D 잘 모르겠음 맞지 않는 경우 그냥 지나쳤으므로 
@ 교과서 오류가 보완됨을 확인할 뿐 지도서 내용을 무심히 지나쳤음 

@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지도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교과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지도서의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발견 

할수 없었습니다 

@ 지도서의 내용 자체는 매우 정확하다. 

@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잘모르겠읍 

@ 수록된 내용들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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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서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D 최신 자료와 학생들 정서에 맞는 좀더 신선한 참고자료가 필요함 
@ 지도서는 교과서 지문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서 지문 선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점 

@ 교과서에 선택된 지문과 학습목표와의 연계 부족， 적절성 문제 일 

례로 ‘관동별곡’과 ‘산정무한’은 시대만 다를 뿐 소재 및 표현이 거의 

비슷한데도 같은 학기 다른 대단원에 연달아 설정되어 있음. 

@ 지도서 내용은 대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참고 자료나 

확장 문제 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교사 수준 

에서 몇 번씩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서술 

방식과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습활동의 예시답안들이 너무 바른 답안만이 제시되고 있다 섣제 

로 학생틀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도서는 그냥 

교과서의 해답 제시 정도로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수업 설계 

에 더욱 더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학습 방안에 

서 특히 ‘ ....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식의 서술은 교수섣계 

에서 너무 막연한 경우가 많다. 

@ 지도히는 데 적절하지 않다. 

@잘모르겠음 

@ 전반적으로 교육적인 내용들이나 요즘 학생들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다 

@무응답 

5. 지도서에 보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용 분석이 더 자세하게 되었으면 함. 

@ 문학작품 분석에 최근 학설이나 논문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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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관련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고 수행평개학습지) 예시 및 형성 

평가 문헝어 충실해야 할 펼요가 있음 

@ 참고 자료나 수업 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본 

문 텍스트의 섣명이 부족한데(간단히 제재 개관으로 끝남) 학습 활 

동에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물어보아 교사조차도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수준에서의 내 

용 설명과 의도가 명확히 제세되었으면 합니다. 

@ 요즘은 다매체 시대이다. 따라서 교수 설계 시에 다양한 수엽 자료 

들이 필요하며 일선 교사틀은 이런 자료를 찾교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기 힘든 자료틀도 많다. 이제 

는 지도서가 구시대의 책의 형태를 벗어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할 것 같다. 따라서 책의 형태로 구성된 

지도서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담은 CD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자료보급이 가장 시급하다. 

@ 다 아는 내용을 중언부언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인용한 글이 있으면 그 전문을 실 

어 줘야 하교 인용한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그 전체를 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책자로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 

을 담은 CD, DVD로 보급해 주든가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줘야 한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기 바란다. 돈이 

틀면돈을써야한다. 

@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도입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면 좋겠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체 

제가 좀더 유연하면 좋겠다 ( 분명한 방향을 딱 짚어 말하긴 어렵 

지만.J 

@ 제재에 대한 자료가 더욱 풍부하게 수록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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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내용의 확충(제재 분석， 최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전문 자료 다 

양한 자료 전문 수록)과 평가 문항의 제시， CD 자료화， 학습 도입 자 

료 

6. 기타 지도서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 

십시오 

@ 단원별로 분철하어 내용을 보강했으면 함. 

@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방법적 

인 측면에서의 필요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사용 지도서 수 

준의 간략한 지도안은 실제 교사틀의 교수학습 준비에 도웅이 되 

지 못한다. 좀더 상세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수록해주었으 

면 한다.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된 지도얀을 제시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면 교사가 취사선택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 예시를 

들어놓는것이 좋겠다. 

@ 수업에 활용할 교육 자료의 제시가 대단히 부족하다. ‘더 읽을거리’ 

에서 단원 관련 참고 서적을 소개해 주고 있기는 하나， 요즘 학생들 

이 멀티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임을 감안할 때， 참고 인터넷 주소 

나 멀티미디어 자료(비디오" CD자료 녹음 자료) 등의 자료 소개도 

펼요하다. 

@ 협동학습 등의 최신 교수학습 방볍에 대한 활용 예도 교수학습 준 

비에 필요하겠다 

@ 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상황을 전제로 한 지도서를 

개발할필요가있다. 

@ 경험상 3학년 수업을 제외하고는 지도서를 전범으로 수업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펴낸 것이 아니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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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교과서의 의도나 수업 방향 평가 방향 등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제 

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충할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 지도서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 평가의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서에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교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교사의 수엽 방향성을 이끌어 줄 수 있게 제작되어 

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지도서는 교과서 두께보다 몇 배로 두꺼워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들이 지도서 한권으로 가능하면 수업설계가 이루어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지도서는 단순히 학습활동의 답 

얀을 제시하거나 지도상의 유의점을 일반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 

으로 그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기술과 함께 다매체시대를 반영한 멀 

티미디어화한 지도서가 펄요하다고 본다. 

@ 지도서는 초보교사들에게 펼요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력교사들에 

게는 오히려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된다. 즉 지도서대로만 가르치는 

복지부동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보교사들에게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경력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실질적인 수엽 

사례를 많이 담-o} 줘야 한다. 수엽사례도 글 중심이 아니라 그렴， 영 

상 중심으로 알려줘야 한다. 

@ 펴 보고 싶은 책이 되도록 디자인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도 

서라는 딱딱한 명칭도 바뀌면 좋겠다.7차 교과서 자체가 유행 

을 많이 고려한 측면이 있어서 지도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참고자료가 풍부하더라도 텍스트 자체가 유행에 바탕 

을 두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그것이 적절한 자료로서 활용되 

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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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철·김현선·박종호·배성완·신원기·이욱희 

이 연구는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목표로 한다. 이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 

함으로써，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 

한 논의와 반성이 없이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진보가 어렵기 때분이다 

국어 교과서는 실제 국어 수엽이 이루어지는 데에 영향을 마치는 가장 직접 

적인 자료이자，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까지의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체제에 속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절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우선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교재로서의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전체적인 단원의 구성과 세부적인 짜임， 학습 활동， 보충심화 학습 

의 내용， 단원의 마무리 등에 대한 검토가 펼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또한 교사가 가르치기에 적당한가가 검토의 기준이 된다. 또한 교 

사용 지도서의 유용성 여부를 교사의 관점에서 점검하였다 효과적인 지도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보충 자료의 풍부성， 실천 방안의 구체 

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 교과서의 직접적 이용자인 교사와 학습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국어 교사가 연구자로 참여하였고， 학습자와 교사의 인터뷰와 

섣문 조사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설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인 진보를 이루는 교과서의 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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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ritical analysis On Korean textbook of 7th Curriculum 

Kim, Jong-che이 • Kim, Hyun-sun • Park, Jong-ho 

Bae, Seong-wan . Shin, Won-gie . Lee, Uk-hee 

까ùs 탱íff takes 머m at the α"itical analysis on Korl댔1 않았book of 7th 

curriculurn It is necessarγ for the design of new curriculurn and textbook 

0.용띠tion about the res띠t and 파nitation of the present curriculurn and te.xtbook is 

available f，α desi맹 of new Kor，얹n textbook Without discussion and ræonsi따따on 

abo따 Iπesent condition, it is ÎrnjxJssible to in聊ovement.

Textbook is the rmst clirect rl않O따ce for the actu머 Kon얹n institution and the 

Iredia as actu때zation of curriculurn Until now. the Kon않n textbook is under the 

rule of governrænt des핑na때 textbook syste따 so the influence is rmre greater. 

Accordingly, the critical analysis on Korl얹n textbook of 7th curriculurn must be 

accomplished from the 1Xlint of actualization of curriculurn in the first place. 

More COI1iσetely， we must examine the collllXJsition of Kon얹n 없xtbook 

Exanùnation is 11뼈ed about the cOllllXJsition of units and detai1s, class acti띠ties， 

supplerrent-dee]뼈19 activities, the unit surnmary and so on. The σi뼈on IS 

property for 없C비ng and leaming. And we inspect어 the av，떠lability of guidelxX)k 

for Ko뼈n 뼈cher from the 1Xlint of teacher. For effectual guidebook, it must have 

accuracy and nowness of infonnation, abUTII없nce of suppleræn1:aly ma따'ials， 

concreteness of proc떠ure and others. 

This paper is a뼈uached from the 1Xlint of teacher and 1얹mer， the prior user 

of (:e)α:book Korean teachers were participate in study as res얹rcher. In addition, 

questiom뻐re res얹rch and interview about teacher and 1없mer are the n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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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æthocls of the paper. From this paper, we 않없t more practically devd어xrl 

design of textÌXlok 

[Key Words] Korean 1anguage 어ucation， Korl없1 textÌXlok for highsch∞，1， Kor，않n 

curriculurn, the cOtnp)Sition of textÌXlok, guideÌXlok for Korean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