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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제정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조직요소가 지역수준에서 개발 ·보급한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의 교과

서 및 교사용 지도서가 학교의 수업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 조직요소의 재구성 과정

을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수준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비하여, 수업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조직요소에 더 충실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조직요소 이외에 추가된 조직요소의 유형에 있어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과 아동

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분석.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들은 1학년은 초등학교 입학 초 3월 한달 동안 학교적응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통합 교과

이다(교육부, 1997a). 제 4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우리들은 1학년은 초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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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집단생활을 접하면서 부딪히는 급격한 변화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전환 프로그램인 동시에 학교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는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점과,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중요한

교과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과 똑같은 성격의 교과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5세에서 8세까지

아동이 겪게 되는 발달적 변화는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처음 겪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의 국가들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로 구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장애아동이나 소수민족 아동 등 특수한 필요를 가진 아동들을 중

심으로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련 연구들에서도 확인되는데, 학

교교육 이전의 교육적 경험과 초등학교 교육의 차이를 찾고 이들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연구

(Mangione & Speth, 1998)와 특수아동과 소수민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전환교육의

편성, 운영과 효과에 관한 연구들(Asendorpf, 1990 ; Fowler & Schwarts, 1991 ; Fowler , Schwarts

& Atwitter , 1992 ; Fleck, 1995 ; Mack, 1995 ; Corsaro & Molinari, 2000)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질적인 분석을 동원하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동안의 전환교육에 있어 통합적

인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밝혀내는 등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Ward, 1993)

와 참여관찰과 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전이해가는 과정 동안

겪게 되는 아동의 개인적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한 연구(Yeom, 1996)가 있다.

한편, 우리들은 1학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연구들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

한 정책연구(교육부, 1986, 1993 ; 한국교육개발원, 1986, 1997b)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교과로서의 우리들은 1학년의 성격을 해설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교과의 내용에 무엇을 포함하는가의 문제에 주요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 밖의 관련 연구로는 교과로서의 우리들은 1학년 분석 연구(이경섭외, 1994)와 시도에서 개

발된 교육과정을 평가한 연구(이은화, 1996), 혹은 시도별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

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비교한 연구들(김대현·이은화, 1997)이 있다. 각 연구들의 특

징을 보면, 이경섭 등(1994)의 연구는 우리들은 1학년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보고 수직적 비교

를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선구적인 의미를 갖지만, 지역수준에서 개발된 제6차 우리들은 1학

년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의 제4, 5차 교육과정과 구성요소별로 비교한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

은화(1996)의 연구는 교육과정 구성요소별 개발 준거를 평가 준거로 삼아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부산시 신나는 1학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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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지역수준에서 개발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최초

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김대현·이은화(1997)의 연구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의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을 설계요인별로 구분하여 수평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시

도별 특수성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국가수준의 개발

지침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에서 찾음으로써, 안내를 위한 예시자료가 하나의 준칙으

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중 사회적 관계 영역에만 한정

하여 문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1학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우리들은 1학년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

정 내용체계를 가지고 지역수준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를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은 교육과정 지역화의 측면에서 주

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수준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학교의 수업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측면

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수준에서 개발한 결과물, 즉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와 교

사들이 수업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과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1학년은 다른 교과들과는 달리 외국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비교의 대상

이 없는 데다가, 우리들은 1학년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실적도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초기 학교적응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동

의를 하고 있으며(Mangione & Speth, 1998),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시안을 연구한 한국교

육개발원(1997)의 보고서에서는 교과의 내용선정과 조직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연구나 내용 조직

이 교과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는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의도한 바대로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정 지역화

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수준에서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

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제정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이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보급

한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

준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가 학교의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검토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수업에서 나타나

는 교육과정 조직요소의 재구성 과정을 양적인 분석방법과 질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탐구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비추어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가 어떻게 재구성되며,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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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구성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국

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가 어떻게 재구성되며,

왜 그러한 재구성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1)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비추어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

직요소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에 나타난 조직요소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3)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수업에서 나타난 교육과정 조직요소의

재구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가?

Ⅱ. 우리들은 1학년의 운영 체제

우리나라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기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후 1- 2주

간 동안 각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입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지도를 해 온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의 활동은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훈화나 놀이지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초

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

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교육부, 1998b, 1999).

우리들은 1학년 이라는 교과서와 지도서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적

용되었던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이다. 이때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처음 1개월 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입문지도를 위해 우리들은 1학년 이라는 교재를 마련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4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로 분과되어 있었고 교과서만을 통합

구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1학년의 성격도 이후에 전개될 교과학습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기능 습득에 치우쳐 있었다. 또한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

이 활용할만한 지침이 마땅치 않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

다. 그 후 제5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통합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1학년은 입문기 학교생활 적응활동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의 목표를 인간관계, 안전,

건강, 놀이 등에 중점을 두어, 기본능력 신장면을 보강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용 구성면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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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교과간의 인위적인 구분이나 교과별 내용의 나열이 많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제6차 교

육과정기에 와서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 동향에 힘입어 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

과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편찬을 모두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각 지

역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도별 교육과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시도별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도 서로 비슷하여 교육과

정 분권화에 위배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교육부, 1995 ; 김대현·이은화, 1997).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국가 수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1998b). 이로 인해 제7차 교육과정

기에 와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검토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의 성격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1 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림 1] 우리들은 1학년에 있어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수업의 관계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수준-지역수준-학교 수

준의 세 수준에서 교육부의 교육과정 제시-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편찬-학교의

수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선,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적인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

용을 한다. 여기에는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기본 지침

등이 포함된다. 다음,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

국가수준

(교육부)

지역수준

(시도교육청)

학교수준

(학교)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교사용 지도서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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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과 교육중점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예시 자료로써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관내 학교들에 보급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학교와 학급의 실정, 학생의 학습 경험과 요구 및

성장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에서 의도한 교육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통하여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업활동

을 전개된 교육과정이라 부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계획은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와 교사용 지도서로 구현되고, 이는 다시 개별 학교의 수업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근거에서 교과

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편찬하거나 수업을 하는 활동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 즉 교육과정 운영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편찬 활동과 수업을 교육과정 운영 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분석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이다. 부산시에서 1999

년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실험본을 개발하였

고, 당해에 예비 운영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가지고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이 시작되었던

2000년 3월에 전면 적용하였다. 그 이후 부산교육연구원에서 현장의 전면 적용의 경험에 근거한

자율적 제보를 기초로 하여 또다시 수정·보완을 거쳐 2001년 다시 개정판을 개발·보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개발되어 부산의 전 초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된 2001년 개정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 대표적인 문헌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법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준거는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의 조직요소

이며, 그 구체적 분석 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배정 시간량,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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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영역별 관련 제재수,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세부 내용 요소의 제시 회수, 국가수준 교

육과정 내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요소의 유형 등으로 조직요소의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비

중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주요 학습내용 및 활동의 영역 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용 지도서의 각 차시별 학습 내용 및 활동란의 주요 활동들을 분석단위로 하

여, 그 활동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1) 4개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각 차시별 학습내용 및 활동들에 배정된 시간량을 집계하기 위하

여, 각 차시의 학습 내용 및 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 단위시간수업 동안 다루는 학습 내용 및 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2개 이상의 내용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차시의 학습내용 및 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의 어느 영역에 가까운가에 따라 핵심관련영역과 보조관련영역을 구분하였

고 관련의 정도에 따라 각각 ◎와 ○로 표시하였다. 그 후, 각 내용영역들과 핵심적인 관련을 보이

거나 보조적인 관련을 보이는 해당 학습내용 및 활동에 배정된 단위수업시간수를 집계하였다.

한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조직요소로 다루고 있지만 국가수

준 교육과정 내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요소들을 찾기 위하여 교과서와 지도서의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과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세부 내용 요소들을 관련지우는 작업을 거쳐 어떤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직요소들을 모두 찾았다. 여기에서 찾아진 조직요소들을 유형별로 구

분하여 유목화하였다.

3) 내용 분석의 신뢰도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함께 교육학을 전공한 공동연구자 2인이 분석의 전 과정에 참

여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내용 요소에 대한 해설을

기초로 하여 3인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견해를 결과로 받아들였으며, 3명 중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합의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3인이 일치하는 의견을 모을 수 없었을 경우

나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2)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을 방문 면담하거나 전

화 통지를 통해 개발자 3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자들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1) 우리들은 1학년 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은 기본생활규범, 학교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기초학습기능

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들은 다시 여러 개의 내용 요소들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각 내용 요소들은 다시 여러 개의 세부 내용 요소로 세분화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 생활 규범 영역의 몸

을 청결히 하기 라는 내용의 세부 내용을 보면 ① 양치질하기, ② 세수하기, ③ 손발 씻기, ④ 목욕하기,

⑤ 손톱, 발톱 단정히 하기 등이 있다.
2) 특히,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과 각 제재들의 관련을 찾는 부분이 그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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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들은 1학년 수업 분석

1) 연구 대상3)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1개 초등학교와 그 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들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연구자가 개인적인 조직망을 통해 확보한 연구 가능한 학교들 중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

교와 인근한 위치에 있어 관찰과 면담을 위한 교통이 용이한가, 즉 연구대상의 접근 용이성이 중

요한 선정 기준으로 H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H초등학교는 설립 27회째를 맞고 있는 총 29학급 규모로, 학급당 학생수는 40명 내외이다. 학

교급지는 다 급지에 속해 있으며, 교직원 수는 총 37명으로 교장 1명, 교감 1명, 일반교사 29명

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교사 2명, 교과전담 교사 3명, 양호교사 1명 외 (영양사 1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 1학년은 5개 학급 209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정보 제공자

(1) Y교사

교육경력 9년으로 이 학교에 부임한지 2년이 되는 남자 교사이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인근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공학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박

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H초등학교에서는 교육정보화 분야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

다. 다양한 교사연수 강연활동, 각종 교육잡지 기고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Y교사는 작년에

이어 1학년을 2년째 맡게 되었으며 우리들은 1학년 기간동안 1학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

선 학교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통제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

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했다.

Y교사는 교육정보화 분야의 많은 업무가 과중하게 자신에게 집중되기도 해서 일의 분량이나

스트레스로 수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만을

연구자와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

었으며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학급문집을 편찬하기도 하고 교육잡지 등에 글을 기

재하기도 하면서 남다른 교육애를 드러냈고 또한 그에 대한 자긍심을 자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L교사

교육경력 9년으로 이 학교에 부임한지 2년째인 여자 교사이다. L교사는 학교에서 걸스카우트,

3) 본 연구에 등장하는 학교, 교사, 아동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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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더·풍물 등의 특별활동부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능숙하였다.

수업 중간에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중에 교실에 거미가 나타나 아동들이 매우 소란하였을 때에 아동들이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아서 벌레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정리정돈하기의 수업내용과 연결시키기도 하였

다. 또한 그녀는 수업을 의도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기술도 뛰어났다.

또한 L교사는 각 아동들을 지도할 때에 그들의 가정환경이나 학부모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

려하였다. 연구자에게 있어 L교사는 학부모들에 대해 교사로서의 당위적인 태도보다는 보다 현실적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L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방식, 교과서 제도 등에 자

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뚜렷한 교육관과 자기주장을 보였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에 대해

서도 통합적인 활동을 보다 늘이고 수업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 연구 방법

(1) 관찰

관찰의 실시에 앞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관찰자 선정과 훈련, 그리고 초등학교 수업에

대한 3회의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기간은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2001년 3월 한달간이었다. 관찰의 대상은 연구 대상학교의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 한정하였다.

관찰방식은 기본적으로 비참여관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찰의 실시자는 연구자와 공동관찰자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였다. 공동관찰자 3인 중 연구자는 수업관찰을 실시하였고, 공동관찰자

중 1인은 관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1인은 자료의 유실을 보완하기 위한 비디오 녹

화를 담당하였다. 하루의 관찰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 관찰자 3인이 서로의 작업을 교체하여 확

인하였으며, 비디오 녹화 후 우리들은 1학년 전 수업을 전사작업을 통해 기록으로 남겼다.

수업 관찰의 과정 동안 작성한 관찰 체크리스트는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였다. 양식은 1분 간격으로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요소들을 기록할 수 있어, 각

조직요소들에 할당된 시간량을 알 수 있으며, 각 조직요소들이 어떠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

소와 관련되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4) 다음 <표 1>은 수업관찰시 작성한 관찰 체크

리스트 작성의 예시이다.

4)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련 내용요소의 표기는 대영역-내용 요소로 기호화하였다. 예를 들어, 세수하기의 경

우, 영역1의 ㈎몸을 청결히하기에 속하므로, 1- ㈎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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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크리스트 양식 작성 사례

장소 : H초등학교 학급 : 1학년 5반 교실

날짜 : 2001/ 03/ 07 시간 : 09:10-09:45(1교시) (35분) 교사 : Y교사

조직요소

시간(1분 간격)

계

국가

수준

교육

과정

내용

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출석 부르기 ∨ ∨ ∨ 3

노래

부르기 (학교종,
당신은

누구십니까)

∨ ∨ 2 3-㈐

바른 자세 ∨ 1 4-㈏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 부르며-
친구

이름 익히기

∨ ∨ ∨ ∨ ∨ ∨ ∨ ∨ ∨ ∨ ∨ ∨ ∨ ∨ ∨ ∨ ∨ ∨ 18
3-㈎,

㈐

사탕

나눠주기
∨ ∨ 2

신발장

정리 지도
∨ ∨ ∨ ∨ ∨ ∨ 6 1-㈐

동화 속

인물 그림

그리기

∨ ∨ 2

체크리스트 작성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와 공동관찰자 2인을 포함한 3인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견해

를 결과로 받아들였으며, 3명 중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합의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3인이 일치하는 의견을 모을 수 없었을 경우나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였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거쳐 문의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관찰시 간단한 현장기록과 더불어 비디오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1학년의

전 수업을 녹화하였다. 녹화 후, 수업의 생생한 기록을 위하여 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그날 안에

전사작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기록한 내용

과, 교사가 칠판에 붙이거나 기록하는 내용,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 등을 사진기로 촬영해

두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수집한 관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개 학급의 우리들은 1학년 전 수업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120분 분량 28개

-수업과정 녹화에 대한 전사본 580쪽

-관찰 체크리스트 80시간 분량, 60쪽

(2) 면담

면담은 영역분석을 통해 얻어진 집중관찰 영역에 대한 1학년 교사들과의 비구조화된 심층면담

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학교 일과를 마친 후, 연구 대상학교의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

중관찰 영역으로 선정된 주제에 대한 대조적 질문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관찰을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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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쉬는 시간이나 수업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내용이나 교사와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교

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였으며, 그 외에도 방과후에 H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5명의 교

사들과 10차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소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모든 면담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기록으로 남겼다.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였

는데, 그 이유는 면담이 이루어지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수록 응답의 진의를 생생하게 파

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녹음 테이프는 전사를 하면서 녹음기를 잘못 조작하여 면담

내용이 지워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면담에 관한 전사본에 대한 분석

은 수업관찰기록지에서 활용하였던 김영철 등(1998)의 주제별 약호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면담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학년 교사와의 면담 과정의 녹음 테이프 120분 분량 7개

- 1학년 교사와의 면담 전사본 48쪽

-교과서 개발자와의 면담 과정의 녹음 테이프 120분 분량 1개

-교과서 개발자와의 면담 전사본 15쪽

(3) 관찰과 분석의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영천(1998), Lincoln과 Guba(1985),

Lather (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 준거를 참고로 다음 세 가지를 지침으로 삼았다.

첫째,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prolonged and persistent observation)을 실시하였다. 관찰은

H초등학교의 1학년 두 학급에서 실시하였으며, 관찰 기간은 우리들은 1학년 운영 기간의 전 기

간 동안 이루어졌다. 하루 관찰 시간량은 첫 수업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관

찰함으로써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조직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수집에 있어 다각적 접근(triangulation)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활용된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1학년 교사에

대한 면담과 수업에 대한 비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중 면담에 있어서는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

테입 작성과 전사기록지 작성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에 있어서는 수업 관찰기록지 작성, 관찰 체크리

스트 작성, 비디오 녹화, 녹화자료의 전사기록지 작성, 각종 기록화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작업(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동관

찰자들과 관찰기간 동안 매주 2-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관찰 후 협의시간을 통하여 관찰 결과에 대

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나타난 조직요소의

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업을 맡았던 교사와 공동관찰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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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해석

1.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분석 결과

1) 국가수준 교육과정 조직요소 재구성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제재별 조직요소들을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관련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제재별 관련 교육과정 내용영역과 시간배정의 분석 결과

제재
교육과정내용영역

시간배정(차시)
1 2 3 4

1 나는 1학년

1학년이 되었어요.
○ ○ 1
◎ ◎ ○ 1

선생님이 좋아요.
1

○ 1

2 이야기 보따리

아기도깨비와

도깨비 방망이

◎ 1

◎ ◎ 1
○ ○ 1

끼룩이와 함께

○ ○ 1

1
○ ○ 1

3 학교 한바퀴

사랑하는 언니, 오빠

◎ 1

○ ◎ 1
○ 1

아하! 그렇구나
◎ 1
○ 1

학교놀이 ○ 1

4 나는 누구일까요?

내 소개
◎ ○ 1
◎ 1

자랑하고 싶어요
○ 1
○ ◎ 1

꿈을 키워요
○ 1

○ ◎ 1

5 내 모습 어때요?

깨끗이 해요
◎ ◎ 1
◎ 1

내 모습 어때요?
◎ 1
◎ 1

씩씩하고 즐겁게
1
1

○ : 보조관련영역, ◎ : 핵심관련영역

교육과정내용영역에서 1 : 기본생활규범, 2 : 학교생활환경, 3 : 사회적 관계, 4 : 기초학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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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관련영역, ◎ : 핵심관련영역

교육과정내용영역에서 1 : 기본생활규범, 2 : 학교생활환경, 3 : 사회적 관계, 4 : 기초학습기능

제재
교육과정내용영역 시간배정

(차시)1 2 3 4

6 나도 할 수 있어요

상쾌한 아침 ◎ 1
소중한 학용품 ○ ○ 1
나란히

나란히

◎ 1
◎ 1

집에서도 잘 해요 ○ 1
보람찬 하루 ○ 1

7 친구가 좋아요

내 짝이 생겼어요
◎ 1

1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 1
◎ 1

너랑 나랑 사이좋게
○ 1
○ 1

친구야, 고마워!
○ 1
○ 1

8 참 잘 지켜요

지킴이의 하루

○ 1
◎ 1
○ ◎ 1

먼저 인사해요

◎ 1
○ 1

◎ 1

9 지구는 내 친구

지구야 아프니?
○ 1

○ 1

와! 깨끗해졌어요
1

1

10 꼬마 자동차 붕붕

여행 해봐요 ◎ 1

재미있는 말놀이 1

앗, 위험해요?
◎ 1

◎ 1

탈 것이 되어
1

1

함께 지켜요 ◎ 1

세어 봅시다 1

자세히 보아요 1

11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

이야기 속으로 ◎ 2

생각송이 송송 ○ 1

청개구리 노래를 부르며 1

흉내내기 1

알고 싶어요. 우리고장 ○ 1

바닷속 세상, 우리가 꾸며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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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요소별로 배정된 시간량과 제재의 수로써 확인된 관련 교육과정

영역별 비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내용영역1 기본생활규범 영역에 관

련된 제재의 수는 강한 관련 14회, 약한 관련 7회로 나타났으며, 배정된 시간수는 강한 관련과 약

한 관련을 합하여 21차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용영역2 학교생활환경 영역에 관련된 제재의

수는 강한 관련 4회, 약한 관련 6회로 나타났으며, 배정된 시간수는 강한 관련과 약한 관련을 합

하여 10차시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영역3 사회적 관계 영역에 관련된 제재의 수는 강한 관련

7회, 약한 관련 8회로 나타났으며, 배정된 시간수는 강한 관련과 약한 관련을 합하여 15차시로 나

타났다. 끝으로 내용영역4 기초학습 기능 영역에 관련된 제재의 수는 강한 관련 12회, 약한 관련

8회로 나타났으며, 배정된 시간수는 강한 관련과 약한 관련을 합하여 21차시로 나타났다. 영역별

비율에 있어서는, 영역1 30%, 영역2 14%, 영역3 20%, 영역4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영역별 비중을 보면, 학교생활환경과 관련된 내용영역2 와 사회적 관계

와 관련된 내용영역3 에 비하여 기본 생활 규범과 관련된 내용영역1과 기초 학습 기능과 관련된

내용영역4 와 관련된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부산시 우리들은 1

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조직요소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들을 모두 포함함으

로써 국가수준의 내용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요소들에 비추어 보아도 결과는 유사하였다.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의 조직요소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소 모두에 대해 1회 이상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 요소가 다루어진 회수를 집계해볼 때, 내용영역1의 세부 내용 요소 55회, 내용영역2의

세부 내용요소 12회, 내용영역3의 세부 내용요소 35회, 그리고 내용영역4의 세부 내용요소 27회로

나타났다. 물론 세부 내용요소가 다루어진 절대적인 회수는 내용영역3이 내용영역4에 비하여 많

다. 그러나 영역3의 세부 내용요소의 개수와 영역4의 세부 내용요소의 개수가 각각 12개와 4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영역4의 세부 내용요소들의 제시 회수가 평균 약 7회로서, 영역 3

의 세부 내용요소들(평균 3회)에 비하여 훨씬 자주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하였던 부산시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조직요소들과 관련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조직요소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 세부 내용요소들을 모두 다룸으

로써 국가수준의 내용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 비중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영역4 기초 학습 기능 영

역의 비중을 크게 함으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지침-기초학습기능은 연계되는 교과와 겹

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최소화하여 제시한다-에 다소 어긋나 있음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해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제6차 교육 과정의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의 구성 내용을 보면, 기초 학습 기능 관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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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우리들은 1 학년 교과를 설정한 본

래의 목적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기초 학습 기능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학습 용구 바르게 사용하기와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듣기에 한정하

였다(교육부, 1998b). 이와 유사한 지침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기초 학습 기능이 너무 과다하게

제시되어 아동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우리들은 1학년 교과의 설정 목적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학습 기능 관련 내용을 없애다시피 하여 최소한

으로 축소하였고, 교과서 편찬의 방향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

시된 최소한의 기초 학습 기능 외에는 제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기초 학습 기능관련 내용의 포함에 관한 국가수준의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부

산시의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초 학습 기

능관련 내용 이외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초 학습 기능 영역의 비중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인

것은 국가수준의 교과서 편성 지침 및 교과서 편찬을 위한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조직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요소들을 찾기 위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와 국가수

준 교육과정을 관련지워 분석한 결과는 아래 예시된 <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련 내용 분석 결과 (예시)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제재
주요 학습내용 및 활동

(조직요소)
내용영역별

세부 내용요소

나는

1학년

1학년이 되었어요.

입학식날 있었던 일 말하기

1학년이 된 느낌 말하기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 학교 이름, 학교 꽃, 학교 나무, 학교 노래, 교훈

우리들은 1학년 책이름과 내용 알아보기

4-㈏-①
2-㈎-①

우리학교, 우리반, 나의 이름 바르게 말하기

색연필의 바른 집필법 알아보기

우리 학교, 우리반, 나의 이름 쓰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알아보기

2-㈎-①, ②

3-㈎-①
4-㈎-①
3-㈐-③

선생님이 좋아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 말하기

선생님이 하시는 일 알아보기

담임선생님 외 우리학교의 가족들 알아보기

학교생활 발표하기

담임 선생님의 자기 소개하기

선생님의 이름을 바르게 쓰고, 모습 그리기

선생님 모습 발표하기

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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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 세부 내용요소란이 공란인 경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추가된 학습내용 및 활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조직요소를 사례별로 정리해 보

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추가된 조직요소의 유형

추가된 조직요소의 유형 사 례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이나 규범

우리 선생님에 대해 말하기

선생님이 하시는 일 알아보기

앞으로 나란히 익히기

체조 대형 익히기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콩주머니 던지기 놀이

고양이와 쥐 놀이

기초적인 학습기능

탈것 과 관련된 글자를 이용하여 글자 찾기

도형을 이용하여 교통기관 꾸미기

교통기관의 종류

탈것을 종류별, 색깔별로 분류하기

학교에 오면서 본 것을 세어보기

여러 가지 탈것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발표하기

손계명, 속도, 셈여림 변화주어 노래하기

범교과적인 내용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알기

분리수거의 방법과 종류 알기

병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기

지역성과 관련된 내용

부산의 자랑 이야기하기

바다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다 나라 꾸미기

위 <표 4>에서 보듯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부산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추가하여 포함한 학습내용 및 활동의 유형은 첫째,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이

나 규범을 추가한 경우, 둘째,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여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나타내고자 한 경우

셋째, 문자, 셈하기, 분류하기, 손계명, 속도, 셈여림, 목소리 변화를 포함하는 노래부르기 등 기초

적인 학습기능을 다룬 경우, 넷째, 환경오염과 같은 범교과적인 내용을 다룬 경우, 그리고 다섯째,

부산의 지역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조직요소의 선정에

있어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구분은 물론 각 영역의 세부 내용요소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관점에서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요소만을 제시한 기초 학습 기능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그 비중을 높이

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추가하여 또다른 기초 학습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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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과 기본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 재구성의 배경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던 조직요소 재구성 발생의 배경은 크게 ⑴ 교과서 개발 과정의 간편화 지향, ⑵ 국가수준 교

육과정에 대한 안내 부족 등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 개발 과정의 간편화 지향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편하게 참여 인사를 선정하고, 일을 분담함으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

과 다르게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편화 조치의 종류는 개발자 선정 기준의 모호, 업무

의 신속화 지향 등으로 나뉜다. 먼저, 교과서 개발자 선정에 있어서,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

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들은 연구진 12명, 집필진 11명, 검토 및 협의 10명, 그리고 삽화 및

사진 10명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개발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원은 이보다 적은 수이다. 이들 교과서 개발의 참여자들을 선정할 때에 활용한 일정한

선정 기준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자 면담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개발자

선정 기준은 6차 교육과정에서 부산시 신나는 1학년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였거나 시도 교육청이

나 교육연구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등이

었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자 선정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개발

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사들을 선정하려는 노력보다는 개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협조가 가능한 인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의 신속화는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개발자들이 숙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업무를 분담하였던 것에서 확

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이 개발자 각자의 전문 영역을 고려하거나 서로간의 합의 과정을 거쳤

다기보다는 작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되었다.

둘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부족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과정에서 필요

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생략한 결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바를 교과서에 구현하

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과정에

착수하기 전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나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교과서 개발자로 선정된 위원들 중의 상당수가 우리들은 1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업무를 시작하였거나, 개별적

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하여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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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침의 내용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

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들은 1학년 수업 분석 결과

1) 국가수준 교육과정 조직요소의 재구성

여기에서는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다루어진 학습내용 및 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 중 어떤 것들을 추가하였으며 어떤 것들을 생략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수업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조직요소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업관찰 체크리스

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영역별로 소비한 수업의 시간량을 집계하였다.

수업관찰시 작성한 체크리스트 결과를 가지고 각 수업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소 중 어

느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다루어진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소별 시간량을 분 단

위로 체크하여 집계한 결과이다.5)

<표 5>에서 보듯이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중 영

역1 : 기본 생활 규범 영역에 338분, 영역2 : 학교 생활 환경 영역에 181분, 영역3 : 사회적 관계 영

역에 518분, 그리고 영역4 : 기초 학습 기능 영역에 225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위수

업시간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영역1에 8시간, 영역2에 약 5시간, 영역3에 13시간, 영역4에 약 6시

간을 배정하고 있어, 각 내용영역의 내용요소들이 빠짐없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내용영역들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 진 것은 영역3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제 7

차 교육과정의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에서 공동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역3 이외에 영역1의 질서 지키기와 영역4의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듣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

석할 수 있다. 한가지는 앞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산시 우리들

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영역1과 영역4에 대한 배정 시간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았던 점과, 현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입학초기에 다루어야 할 주요 학습 내용과 학년초 학급의 운영방

법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면담 사례들은 이러한

5) 시간량을 분 단위로 집계할 때, 관련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소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해당 시간량을

내용요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에 관한 동화를 바른 자세로 듣

게 하는 수업 활동을 10분간 지속하였을 경우, 두 가지 활동의 시간량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3- ㈏와 4- ㈏ 요소에 각각 5분간을 할애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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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 :저는 교육내용은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확실하게 해두고 질서는

정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하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3월에는 웃

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3월에 안 웃으면 1년을 웃게 된다. 3월에 웃으면 나중에 가면 1년 내내 울게 된

다. 처음에 웃어 주면 나중에 야단을 못쳐요. 나중에 화내면 우리 선생님 왜 저러나 이런 식이예요. 좋

았다가 나쁜 것은 안 좋아도, 3월에 일부러 엄하게 했다가 나중에 웃어주면 고마워해요. 지금 맡은 1학

년들은 처음이라 딜레마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화를 내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

각도 있지만, 일단은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4반 L교사)

교사 : 우리들은 1학년 책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4월달 교과에 들어가서도 생

활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다 담겨있는데, 교사들이 1학년 뿐만 아니라, 3월 한달 동안 제

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약속, 규칙, 또는 발표하는 자세, 요령.. 이런 내용

들을 1년의 생활을 두고 봤을 때, 3월 달에 정돈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지요. 1학년들은 특히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요.

(1학년 5반 Y교사)

연구자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동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표 5>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의 내용요소별 시간량

우리들은 1학년 국가 교육과정 내용요소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다룬 시간량

총시간량(분) 합 계

영역1 : 기본 생활

규범 영역

㈎ 몸을 청결히 하기

㈏ 스스로 하기

㈐ 주변 깨끗이 정리하기

㈑ 인사하기

㈒ 질서시키기

㈓ 교통규칙 지키기

34
40
90
65

102
7

338

영역2 : 학교 생활

환경 영역

㈎ 우리반 알기

㈏ 학교의 모습 알기

㈐ 놀이 기구 이용하기

㈑ 시설물 사용하기

46
50
42
43

181

영역3 : 사회적 관계 영역

㈎ 나를 알리기

㈏ 남을 이해하기

㈐ 새로운 친구 사귀기

161
141
216

518

영역4 : 기초 학습

기능 영역

㈎ 학습용구 바르게 사용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듣기

41
18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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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초적인 거지요. 발표할 때 규칙, 바른 자세, 학교시설 사용하기라든지, 교과가 아니라 생활

기초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1반 J교사)

한편, 수업관찰 체크리스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요소가 공란인 수업내용 및 활동은 수업

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가르친 조직요소들로 볼 수 있다. 체

크리스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수업에 추가된 조직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추가된 조직요소들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6)

<표 6>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추가된 조직요소의 유형 (교육과정 비교)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수업에서 추가된 조직요소 활 동 유 형

짝 정하기

준비물 점검하기

건강 유의할 것 당부하기

준비물 꺼내기

수업 시작종 울리면 교실로 들어오기 주의주기

출석 부르기

학교 달력 설명하기

활동 결과물 검사하기

조용히 하기 주의주기

유인물 배부하기

사물함에서 물건 꺼내기

책가방 챙기기

수업 준비물 안내하기

주의집중 신호 교환하기

강당으로 이동하기

인사하기

줄 서기

결석 주의주기

통장 나눠주기

유인물 내용 설명하기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

인터넷 동화 보기

이야기 듣기

노래 듣기/부르기

간식 먹기

동화 장면 그림 그리기

노래부르며 신체활동하기/손동작

하기

동화책 읽기

놀이하기

주말 동안 했던 일 이야기하기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줄긋기-학습지 하기
기초적인

학습기능 활동

부산을 상징하는 꽃 발표하기

부산을 상징하는 새 발표하기

부산의 10대 자랑 설명하기

바다속 생물 그리기

지역성과

관련된 내용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별개로 수업에서 독자적으로 추가된 조직요

소는 첫째, 교실관리에 필요한 지시나 활동, 둘째,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셋째, 기초적인 학

습기능 활동, 넷째, 부산의 지역성과 관련된 내용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6) 수업종이 친 이후에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들을 찾으러 교사가 교실을 나가거나, 교실 컵을 깨는 바

람에 청소하기, 아동들간의 싸움, 물 마시기, 불소양치하기, 수업중 학교방송 듣기, 쉬는 시간 동안에 잘못

한 일 반성하기 등의 활동은 거의 수업이 중단된 사태로 파악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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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조직요소의 재구성

여기에서는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제시된 학습내용 및 활동이 지역수준의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내용 및 활동에 비하여 어떤 조직요소들이 추가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

써 수업에서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조직요소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추가한 조직요소들 가운데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활동을 체크하였다.

<표 7>은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확인된 조직요소들 가운데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

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내용 및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조직요소들을 모아 이들을 다시

유목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결과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 나타난 조직요소 중 교과서와 교

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요소들의 유형은 첫째,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 둘째,

<표 7>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추가된 조직요소의 유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비교)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수업에서 추가된 조직요소
활 동 유 형

건강 유의할 것 당부하기

준비물 꺼내기

수업 시작종 울리면 교실로 들어오기 주의주기

학교 달력 설명하기

활동 결과물 검사하기

조용히 하기 주의주기

유인물 배부하기

사물함에서 물건 꺼내기

책가방 챙기기

수업 준비물 안내하기

강당으로 이동하기

결석 주의주기

통장 나눠주기

유인물 내용 설명하기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

인터넷 동화 보기

이야기 듣기

노래 듣기/부르기

간식 먹기

동화 장면 그림 그리기

노래부르며 신체활동하기/손동작하기

동화책 읽기

놀이하기

주말 동안 했던 일 이야기하기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줄긋기-학습지 하기 기초적인 학습기능 활동



182 아시아교육연구 2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셋째, 기초적인 학습기능 활동이 포함되어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들 유형의 활동 중 특히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과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이 다수

를 차지하였으며, 기초적인 학습기능 활동은 줄긋기 학습지의 한 가지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 나타난 조직요소의 재구성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내용영역의 모든 세부 내용요소들을 생략하는 것 없이 충실하게 다루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조직요소를 추가함에

있어서 교실 관리를 위한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활동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찬가지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가 아닌 내용이나 활동을 추가함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산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에 영역1 : 기본 생활 규범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1학년 교사들이 입학초기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내용을 기본 생활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수업에서 나타난 조직요소 재구성의 배경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 대한 관찰과 1학년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재구성 발생의 조건은 크게 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교사의 불만, ⑵ 학교 전체 일정,

⑶ 교실 관리를 위한 활동, ⑷ 학부모의 영향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교사의 불만은 교사들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

사용 지도서에 대해 불만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조직요소를

따르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짧게 언급만하는 정도로 간단히 다

루는 등 재구성하게 된다. 1학년 교사들이 갖는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불만의 종류는 제시 내용의 개연성 없는 반복, 교과서 삽화의 애매모호함, 그리고 학급 아동들의

수준에 맞지 않음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시 내용의 개연성 없는 반복에 대한 교

사들의 불만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대한 단조로움과 지루함 때문인 것으로 교사 면담 결과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교사가 교과서 삽

화가 애매모호하여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수업에서 해당 페

이지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여 가르침으로써 재구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끝

으로,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이 학급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그 활동을 짧게

하고 넘어가거나, 모두 생략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등의 재구성이 발생하였다.

둘째, 학교 전체 일정은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이나 활동을 학교 전체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재구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학교 전체 일정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의 조직요소 재구성에 관한 연구 1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용이나 활동이 달라진 경우는 교내 그림대회, 수업 중 교내 방송,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의 각종

유인물 배부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정으로 인하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혹은 계획

적으로 달라지면서 재구성된다.

셋째, 교실 관리를 위한 활동은 교사들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이나 활

동 이외에 교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즉, 질서 지키기, 시간 지키기, 제자리 앉기, 발표

규칙 지키기, 사이좋게 지내기 등을 반복하여 다룸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이상으로 비중있게 다

루거나, 수업시간 도중에 학습내용과 관련이 없는 교실 관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에 나타난 조직요소를 재구성하게 된다. 먼저, 기본 생활 규범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보

면 몸을 청결히 하기 , 주변 정리하기 , 인사하기 , 질서 지키기 , 교통규칙 지키기 등이 있다. 교

사들은 이러한 내용이 입학 초기 아동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면

담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는 단지 1학년에 처음 입학한 아동들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

니라 어떤 학년이든 개학 후 3월 한달 동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

실 관리를 위한 지시하기는 교사가 수업에서 수업내용의 하나로 기본 생활 규범을 반복하여 다루

는 것과는 달리 수업의 내용이나 활동과 연결하지 않고 교실 관리 그 자체를 독립하여 지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활동을 대체하게 되는 점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반복하여 다루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지시 활동은 수업 중단의 이유가 되기

도 하는데, 조용히 하기 , 발표규칙 지키기 , 바르게 걷기 , 시간 지키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학부모의 영향은 1학년 교사들이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부

모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수업내용과 활동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바가 아닌 다른 방

향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의 영향으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특정한 내

용이나 활동이 재구성되는 경우는 학부모의 수업 참관과 아동에게서 학부모에게로 전달되는 내

용에 대한 교사의 의식이 있다. 두 경우 모두 교사가 학부모를 의식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사용 지

도서에 제시된 활동 중 일부, 특히 발표하기를 많이 다룸으로써 재구성된다.

Ⅴ. 결 론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기초하여 지역수준의 우리

들은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대한 발전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문서 분석과 수업에 대한 관찰

및 교사 면담의 결과,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비하여, 수업이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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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교육과정의 조직요소에 더 충실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수준 교

육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요소만을 제시한 기초 학습 기능 영역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상대

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던 것과, 수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 진 영역이 사회

적 관계 영역인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제7차 교육과정의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에서

공동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할 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입학초기 아동의

적응에 필요한 내용요소들을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

된 이외에 추가된 조직요소들의 유형을 비교해 볼 때, 교과서에 추가된 조직요소에 비하여 수업

의 경우에 교실관리를 위한 지시나 활동과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업에서 교실관리나 아동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이 빈번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교사들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내용이 개연성 없이 반

복됨으로써 지루한 활동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점과 수업에서 교사들이 아동들의 집중

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 생활 규범에 속하는 내용을 반복하여 다루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계획된 당위적 수업의 여건과 실제 교실의 현실적 수업

여건이 달랐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들은 1학년 지역수준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를 개발할 때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 이외에 교실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정보와

안내 지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산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문서 분석과 교과서 개발자 면

담의 결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과정에서 개발자들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안내

하는 활동을 생략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의 미비는 지나친 업무의 효율화

나 간편화 추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의 미비로 인해

지역수준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하여

개발의 결과가 국가에서 처음 의도하였던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수업에서는 아직도 교과서가 가진 위력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

에 앞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나 워크샾 등을 통하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들

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의 1학년 교사들에 대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의 연수를 활성화하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기술

을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들은 1학년 수업에서의 조직요소 재구성을 발생하게 하였던 배경에 학부모의 영향

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학교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1학년이라는 점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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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나 다른 교과의 수업에 비하여 특징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학

부모로 인하여 교사들이 수업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재구성을 하는 데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하게 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의사

소통의 단절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으므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의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수업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수업과 가정 생활을 연결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들은 1학년이 보다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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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new al of N ational Curriculum in
First Grade Program

Le e , Eun-Hwa
*7)

This study has two primary purposes. One is to analyze how organizing elements shown

in "First Grade Program" text book and teacher's guide developed by Pusan Educational

Administration(PEA), were renewed from the national curriculum. The other is to scrutinize

how organizing elements in national curriculum and in two books of PEA, were modified in

class. In other to achieve these purposes, Content analysis, non-participant observation on the

class, and interview were adop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comprising organizing elements, both "First Grade Program" text book and teacher' s

guide tried to include all the elements in national curriculum and so had high fidelities to it

from content sections to detailed content elements. While two books of PEA didn't reflect well

the idea of the national curriculum which intend to set the section of basic learning skills in

the lowest rank.

2) During the class, all content sections and detailed contents' elements propos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treated without any omissions.

Key Wor ds : Fi r s t gr ade pr ogr am, Cur r i cul um r enewa l .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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