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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에서 학습목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목표는 교수·학습

의 결과로 학생들이 지녀야 할 지식이나 능력, 혹은 태도를 진술한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성취

기준은 교재나 교과서의 학습목표로 상세화되어 제시된다. 교사는 

학습목표를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

용과 활동을 구안하고, 학생들을 평가한다. 학생은 학습목표를 보고 

학습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수업에 흥미를 유지하게 된다. 또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2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 동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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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자는 학습목표를 준거로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이와 같이 학

습목표는 교사나 학생, 평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목표가 수업의 지침이나 평가의 준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적

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확하게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대해 이종승(1990)은 학습목표를 상세화하여 진술하면,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수업을 체

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으며,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야 할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활

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있는 검사 문항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학습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향상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목표에서 구현하고 있는 학습

의 도달점이 교사와 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목표 진술의 상세화 이론은 Tyler(1949)로부터 시작되어 

Bloom(1956), Mager(1969)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Bloom은 학습목

표의 진술 내용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교육목표분류학

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바탕으로 여러 

교과에서 교재(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중 언어 교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국어과(김현정, 2010 ; 김명옥

강현석, 2012 ; 서영진, 2013a), 영어과(강소연, 2002), 중국어과(한상

미, 2009) 등이 있었고, 최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김영심(2016)

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목표가 어떠한 지식의 유형과 인지 과정 차

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목표

가 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의 내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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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도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학습목표 진

술의 형식적 측면에 접근하여 교재나 성취기준을 분석한 연구로는 

국어과(유상종, 2006 ; 서영진, 2013b) 등이 있다. 학습목표의 진술 

내용에 관한 연구에 비해 진술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학습목표 진술의 형식적

인 측면을 ‘진술 방식’으로 정의하고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학

습목표의 중요성은 예외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

재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체계적

으로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표준 한국어》교재로 제한하여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적

절성을 점검하고자 한다.1)

《표준 한국어》교재는 교육부에서 2012년에 고시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 2013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교재로, 초중등학교에

서 한국어 과목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국어 과목은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

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름으로

써 장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 이 교재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국책 연구 기관에서 개

발된 교재(교과서)로 현 단계에서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

식의 수준을 알아보기에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 문제는 학습목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다. 학습목표가 성취기준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의 접근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졸

고(2016)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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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습목표

의 진술 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향후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 

학습목표 진술 방식에 관한 이론은 Tyler(1949), Mayer(1962:

1969), Gagné & Briggs(1979), Gronlund(1973) 등에 의해 제시되었

다. 이러한 이론들은 학습목표를 상세화하여 진술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 학습목표 진술 시 명확하고 행동적 용어를 진술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목표 진술의 상세화 이론은 많은 비

판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교과 교육 분야에서 이들의 이론에 근거하

여 학습목표가 진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표준 

한국어》교재도 크게 보면 Tayer(1949)와 Mager(1962)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목표의 상세화하여 진술

하는 방식을 논의한 Tyler(1949), Mager(1962: 1969)의 이론을 간략

히 살펴보고자 한다.2)

2) Tyler(1949), Mager(1969)의 이론은 이종승(1990: 46-51), 권낙원 외(2011: 173-176), 박승

배(2001: 118-122)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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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ler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학습목표의 세분화 및 진술 작업은 Tyler(1949)로부터 시작되었

다. Tyler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표는 내용과 행동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진술되

어야 한다. 내용만으로 학습목표를 진술하면 그러한 내용으로 학생

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행동만으로 학습

목표를 진술하면, 그러한 행동이 어떤 내용이나 생활면에 통용되는 

것인가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목표는 학생에게 길러져야 

할 행동의 종류와 그러한 행동이 작용되는 내용 영역의 두 측면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형식이다.

둘째, 학습목표는 학습자의 차원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즉, 학습목

표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교사의 활동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길러져야 할 행동이 진술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목표 속에는 반드시 학습내용 또는 학습 자료와 함께 

도착점 행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교과에서 다룰 내용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나 일반적인 행동형으로만 진술되는 방식은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내용을 계획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진다.

이상과 같이 Tyler는 바람직하고 실현성 있는 학습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의 진술이 교사의 행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으

로 진술되어야 하며, 학생에게 길러져야 할 행동의 종류와 그러한 

행동이 작용되는 내용 영역의 두 측면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형식이라고 하였다. Tyler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을 예로 들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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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yler의 학습목표 진술 방법3)

내용 행동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내 취미를 소개할 수 있다.

2) Mager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Mager(1962)는 Tyler의 학습목표 진술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

다. Mager에 의하면 학습목표는 그 목표의 도달 여부가 관찰될 수 

있는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 진술되어야 하며, 이때 행위 동사는 ‘잘

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행동 용어’를4)

사용하여 진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Mager가 제시한 ‘행동 용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Mager가 제시한 행동 용어의 예(박승배, 2001:120)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용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 용어

안다, 이해한다, 감상한다, 파악한다, 즐긴다,
믿는다, 믿음을 가진다.

쓴다, 암송한다, 확인한다, 구별한다, 푼다,
열거한다, 비교한다, 대조한다.

Mager에 의하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 용어, 즉 ‘안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이

기 때문에 목표 진술에 적절하지 않으며, 반면에 ‘잘못 해석될 여지

3) 권낙원 외(2011: 173)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4) 학습목표 진술에서 학습의 결과로 획득되기를 의도하는 변화된 행동은 ‘동사’로 제

시된다. 논저에 따라 ‘서술어, 행동 용어, 행위 동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는 Mager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위 동사’, ‘행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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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해야 유용한 목표가 된다. 또한,

유용한 학습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야 한다.

첫째,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착 행

동’을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종착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그 종착 행동이 성공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락 기준 또는 준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시켜 학습목표를 진술하면 가르치

고 배워야 할 내용과 행동이 명확해지고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이

해할 수 있어서 학습지도나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Mager가 제시한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Mager의 학습목표 진술 방법(권낙원 외, 2011: 174)

조건 준거 종착행동

역사적 사건의 원인에 관계된 목
록을 주었을 때

적어도 5개 이상
경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10개의 1차방정식 문제를 주었을 때
40분 이내에 모
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상으로 학습목표를 상세화하여 진술하는 방식에 대한 두 이론

가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학습목표를 상세화하는 진술 

방식에 초점을 두고 앞에서 살펴본 이론을 종합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원리를 도출

하였다.5)



72   국어교육연구 제37집

첫째, 학습목표는 학습으로 변화된 학습자의 행동, 즉 학습의 결

과로 획득할 수 있는 최종 도달점을 진술해야 한다. 이 원리는 학습

목표가 학습의 내용이나 과정 및 활동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학습목표 중에는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지녀야 할 최

종적 도달점이 아니라 학습활동이나 학습의 과정적 측면을 진술하

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적절한 진술이다.

둘째, 학습목표는 학습 내용과 기대되는 학생의 행동 수준이 함께 

진술되어야 한다. Tyler는 이를 내용과 행동의 결합으로 설명했다.

내용은 주로 명사(구)로 진술되고 행동은 동사(구)로 진술된다. 내용

과 행동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학습목표에는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좋다. 둘 이상 등장하는 것은 둘 이상의 학습목표를 병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이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량을 증가시키

거나 어느 하나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무시될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는다.

셋째, 학습목표는 교사의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습목표는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진술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습목표는 학습자를 주어로 전제하고 진

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학습목표는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친 학습자들이 보여 주

어야 할 관찰될 수 있는 행위 동사로 명시되어야 한다. 행위 동사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체적 ‘행

5) Gagné & Briggs(1979)의 이론은 5가지 요소(행동, 대상, 상황, 도구 및 제약, 능력)를 

수업목표의 진술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Gronlund(1973)의 이론은 학습목표를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로 구분하여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한국어 교재

에 적용해 볼 때, 일반적 목표는 단원 목표에 구체적 목표는 차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표준 한국어》교재의 ‘단원 목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

에 이 두 이론은 학습목표 진술 원리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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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학습목표 진술 방식에 대한 원리를 근

거로 하여《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표준 한국어》교재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표준 한국어》교재는 2012년 교육부가 고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교재로 2013년에 초·중·고 학교급별로 각 2권씩 총 6권이 개

발되었다. 교재의 개발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병곤, 2014:

40).

<표 4> 《초·중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재의 현황

대상 교재 명 단원 한국어 수준

초등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18 <초급> 1·2 단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18 <중급> 3·4 단계

중등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16 <초급> 1·2 단계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16 <중급> 3·4 단계

고등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 16 <초급> 1·2 단계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16 <중급> 3·4 단계

교재는 단원별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교재의 각 단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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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본문, 어휘, 문법, 활동, 문화’ 등의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2외국어 학습(KSL)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의사소통 기능을 위

주로 하여 학교급별로 단원 구성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내용을 조

금씩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중·고《표준 한국어》교재의 단

원별 학습목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학습목표

의 수는 모두 156개이다.

<표 5> 단원별 학습목표 분석 대상 단위(N)

교재 명 권 단원 학습목표 합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18 36
73

2 18 37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16 16
33

2 16 17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16 22
50

2 16 28

합계 100 156 156

위의 표에서 단원의 수와 학습목표의 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한 단원에 두 개 이상의 학습목표가 제시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교재는 한 단원에 2개 이상의 학습목표가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학습목표는 초등학생 교재 71개, 중학생 교재 33개, 고등학

생 교재에서 50개를 추출하여 모두 156개의 학습목표를 본고의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 절차

연구자가 분석 대상에서 학습목표를 추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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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해 학습목표에 번호를 붙여서 코딩하였다.6) 추출한 학

습목표는 진술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과 학습목표 진

술에 사용한 동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절차를 제

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학습목표 추출 및 코딩하기

⇩

진술 방식의 유형 분류하기

⇩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하기

[그림 1]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분석 절차

(1)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 분류

먼저,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에 따라 기본형과 변칙형으로 분류하

였다. 기본형은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이 ‘내용+행동’의 두 가지 요소

를 포함한 단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

게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기본형을 벗어나는 것은 변칙형

으로 정하였다. 또한 변칙형은 진술 방식에 따라 다시 ‘병렬형, 과정

형, 내용 모호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 분

류의 기준과 특징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형은 ‘내용+행동’을 포함한 문장이 단문으로 진술되어 

있고, 내용이 대체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목표를 해석하

는 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중-1-08 장소 및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에서 내용은 ‘장소 및 위치’, 행동은 ‘설명할 

6) 예를 들어, ‘중-01-8’은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의 8단원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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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다. 이와 같이 한 단원의 학습목표가 ‘내용+행동’을 포함

한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으면서 진술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를 기본형으로 정하였다. 특히 기본형은 Tyler 이론에 가장 부합하

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병렬형은 진술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은 없으나,

두 개 이상의 이어지는 문장으로 진술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

-1-04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로 진술된 학습목표는 

‘인사를 할 수 있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와 같이 두 개의 ‘내용+

행동’이 관찰된다. 그런데 인사하기와 자기소개 하기는 타인과 관계

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담화 수행 능력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각각을 독립된 언어 수행으로 보고, 학습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와 같이 ‘내용+행동’의 진술이 두 문장 이상 이어진 문장으로 진술

된 경우를 병렬형으로 보았다.7)

셋째, 과정형은 앞에서 설명한 병렬형과 같이 이어진 문장으로 진

술되어 있으나, 앞문장이 뒷문장의 과정이나 수단, 전제를 진술하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1-05 사물의 이름을 알고 사물의 유

무를 표현할 수 있다’의 학습목표에서 ‘사물의 이름을 알고’는 ‘사물

의 유무를 표현할 수 있다’의 하위 과정으로 최종 도달점이 아니다.

학습목표는 최종적 도달점을 진술해야 한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은 잉여적(剩餘的) 표현이다.

끝으로, 내용(명사)이 모호하게 진술된 경우이다. ‘중-2-12 특징을 

7) ‘읽고 쓸 수 있다’,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기본형으로 보았다. 한국어 교재의 1단원

에서 3단원 혹은 5단원까지는 자모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읽다’와 ‘쓰다’

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쓰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

히 자모를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쓰다’를 하나

의 최종 도달점 행위동사로 보았다. 그러나 ‘초-2-15 전래동화를 읽을 수 있다’의 경

우는 ‘읽다’를 행위 동사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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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의 학습목표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특징’은 무엇에 

대한 특징인지 의미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렵다. 내용이 모호하게 진술될 경우 교사나 학습자는 무엇을 가르치

고 배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내용 모호형’으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술 방식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진술 방식의 유형 구분과 특징

유형 특징

기본형
‘내용+행동’을 포함한 문장이 단문으로 되어있고, 내용(명사)의 
의미가 명확하게 진술

변
칙
형

병렬형 ‘내용+행동’이 두 개 이상의 이어진 문장으로 진술

과정형
‘내용+행동’이 두 개 이상의 이어진 문장으로 진술. 앞문장은 뒷
문장의 과정이나 수단, 전제를 진술하고 있어서 최종 도달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

내용 모호형 내용(명사)이 모호하게 진술

(2)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

다음은, 학습목표의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하였다. 학습목표

에 사용된 동사는 그 목표의 도달 여부가 관찰될 수 있는 행위 동사

를 사용하여 진술되어야 한다.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의 적절

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사(행동)를 분석하였다. 단원 학습목표 진술

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만을 추출하여, ‘어간+∼다’형을 표준 형태로 

사용하였다. 이어진 문장으로 진술된 학습목표는 병렬형으로 진술

된 경우에만 제시된 모든 동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8)

8) 앞의 진술 방식 유형 가운데 ‘병렬형’에서는 두 개의 이상의 동사(행동)를 추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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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의 경우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에서 2개의 동사를 추출하여 각

각 ‘이해하다, 사용하다’를 표준 형태로 삼았다. 동사의 종류는 한번 

이상 사용된 모든 동사를 추출하였다. 단원 학습목표에서 추출된 동

사의 개수와 종류의 수는 다음과 같다.9)

<표 7>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의 개수 단위(N)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1권 2권 1권 2권 1권 2권

학습목표 36 37 16 17 22 28 156

동사 36 38 18 21 23 30 166

동사 종류 14 21 13 11 13 13 38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학습목표의 수는 모두 156개, 학습목표 진술

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166개, 동사의 종류는 38개이다. 학습목표가 

‘내용+행동’으로 진술된다는 점에서 ‘행동’은 ‘동사’에 해당되고, 이는 

곧 학습 결과 의도하고 있는 학습자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

사의 개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용된 동사의 수에 비해 동사

의 종류가 적게 추출된 것은 학습목표 진술에 동사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고등학생 교재 2권에서는 전체 동

사 30개 가운데 ‘말하다’가 15번 사용되고 있었다.

고, ‘과정형’에서는 최종도달점을 의도하고 있는 동사만을 추출하였다.
9) ‘읽고 쓸 수 있다’,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읽고 쓰다’, ‘묻고 답하다’를 각각 하나의 

동사로 추출하였다. 각주 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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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논의

1. 분석 결과        

1)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

《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하

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습목표 진술 방식 유형의 분석 결과 빈도(%)

학교 급 기본형
변칙형

합계
병렬형 과정형

내용 
모호형

소계

초등 71(97.2) 1( 1.4) 1( 1.4) 0(0.0) 2( 2.8) 73(100)

중등 21(63.6) 6(18.2) 4(12.1) 2(6.1) 12(36.4) 33(100)

고등 45(90.0) 3( 6.0) 1( 2.0) 1(2.0) 5(10.0) 50(100)

합계 137(87.8) 10( 6.4) 6( 3.8) 3(1.9) 19(12.2) 156(100)

전체적으로 기본형은 88%, 변칙형은 12%이다.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 교재는 기본형이 97%로 학습목표 진술 방식이 대부분 ‘내

용+행동’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학

생 교재는 기본형이 64%로 감소하고 변칙형이 36%로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어서, 학습목표 진술 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고등학

생 교재는 다시 기본형이 90%로 증가하고 변칙형이 10%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변동 경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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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중학생 교재는 학습목표 진술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변칙형의 하위 유형의 분석 결과는 병렬형이 많았다. 초등학생 교

재에서는 대부분이 기본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학습목표가 중학생 

교재에서는 병렬형으로 진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

은 한 기관에서 발행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

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상세화 측면에서 볼 때,

중학생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병렬형도 초등학생 교재처럼 기본형

으로 나누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어 초등학생 교재에는 ‘초-2-01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와 같이 두 개의 기본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중학생 교재에서는 ‘중-1-13 메모하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

지를 보낼 수 있다.’와 같이 병렬형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습목표가 병렬형으로 진술되는 경우, 학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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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술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학습의 가치가 있다면 학습에서 의도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형으

로 분리하여 진술하거나 두(세) 요소를 상위 수준으로 통합하여 하

나의 기본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10)

변칙형의 하위 유형인 과정형도 중학생 교재에 제시되고 있었다.

과정형은 행동(동사)이 최종 목표의 도달점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론

에 비추어 볼 때,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 전제를 

진술한 앞문장을 생략하고 최종 목표만 진술하는 것이 학습목표를 

더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과정형으로 분류

한 학습목표인 ‘중-1-06 위치를 표현하고 길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의 학습목표는 고등학생 교재와 초등학생 교재에는 ‘고-1-06 장소

나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초-1-06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와 같이 최종 도달점만을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형의 

문장으로 최종 도달점을 진술한 학습목표는 중학생 교재에 진술되

어 있는 과정형의 진술보다 학습목표가 명확하여 이해하는데 더 용

이하다.

끝으로, 내용 모호형은 초등학생 교재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

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재에 한 두 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속하는 학습목표로는 내용(명사)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2-12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특징’의 의

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 단원에서 ‘특징’과 관련된 학습은 <문법 1>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 편이다’의 문법 표현에 대한 이해를 의도

하고 있다. ‘∼인 편이다’를 활용하여 ‘한국의 날씨와 음식의 특징을 

10) 예를 들면, ‘전화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와 같이 진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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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기, 친구나 가족을 소개하기’ 등이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학습목표는 문법 표현에 대한 이해를 학습목표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인데, 학습목표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에 대한 지식

을 학습하도록 의도하고 있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진술된 경우 교사와 학습자가 내용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

게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을 명확하게 한

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학습목표가 인지적 

영역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정의적 영역의 학습목표가 진술된 경

우도 있었다. ‘중-2-04 교칙을 알고 지킬 수 있다’는 학습목표가 정

의적 영역을 진술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단원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교재의 학습목표는 ‘내용+행동’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학

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중학생 

교재에서는 변칙형이 36%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문제점

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습목표는 학습자나 교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2)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

다음으로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행동 용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목표 진술에서 행동에 해당하는 동사

는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 획득하기를 의도하고 있는 변화를 나타

낸다. 따라서 동사의 개수와 종류는 학습목표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지 알게 해 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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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 결과11) 빈도(%)

학교 급
동사   

초등 중등 고등 합계

말하다 19(25.7) 7(17.9) 23(43.4) 49(29.5)

이야기하다 8(10.8) 6(15.4) 3 (5.7) 17(10.2)

읽고 쓰다 7 (9.5) 3 (7.7) 3 (5.7) 13 (7.8)

표현하다 1 (1.4) 3 (7.7) 6(11.3) 10 (6.0)

소개하다 5 (6.8) 2 (5.1) 2 (3.8) 9 (5.4)

묻고 답하다 4 (5.4) 3 (7.7) 1 (1.9) 8 (4.8)

설명하다 4 (5.4) 2 (5.1) 1 (1.9) 7 (4.2)

기타 26(35.1) 13(33.3) 14(26.4) 53(31.9)

합계 74(100) 39(100) 53(100) 166(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사용된 동사 166개 가운데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행위 동사는 ‘말하다’가 49회(29.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이야기하다’가 17회(10.2%), ‘읽고 쓰다’가 13회(7.8%),

‘표현하다’가 10회(6.0%), ‘소개하다’가 9회(5,4%), ‘묻고 답하다’가 8

회(4.8%), ‘설명하다’가 7회(4.2%) 사용되었다. 이외에 기타로 분류

한 동사로는 ‘발음하다’가 5회(3.0%), ‘이해하다, 사용하다’가 각각 4

회(2.4%) 등으로 모두 38종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38종의 동사 가운

데 사용빈도 상위 7종의 비율 합계가 68%이고, 13종의 동사는 1회

씩만 사용되었고, 12종의 동사는 2회씩 사용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표준 한국어》의 모든 교재에서 ‘말하다’

11)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행위 동사의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7가지의 동사만 제

시하고, 그 외의 동사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동사들은 대부분이

《표준 한국어》교재에서 4회 이하로 사용된 동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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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 교재에서는 ‘말하

다’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재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자모 학습을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읽고 쓰다’와 ‘발음하다’

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야기하다’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표현하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의 빈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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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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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 결과

위의 결과는 유상종(2006)에서 국어과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상종(2006)에

서는 구체적인 확인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암시성이 강한 암

시적 동사, 즉 ‘파악하다, 이해하다, 감상하다, 안다, 평가하다, 생각

하다’ 등으로 진술된 학습목표가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런 결과는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구체적으

로 측정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동사로 진술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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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동사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읽고 쓰다, 표현하다, 소개하

다’ 등 비교적 구체적인 동사로 제시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진술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한 결과를 이

해하고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습으로 획득한 결과를 구체

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각 교재의 1권은 1단원에서 3단원, 초등학생 교재는 5단원까지 

자모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읽고 쓰다, 발음하다’와 같은 동사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

표 진술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합 및 논의 

지금까지 학습목표 진술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와 학습목

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학습목표 진술 방식을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표준 

한국어》교재는 대부분 Tyler의 이론에 따른 학습목표 진술 방식임

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의 결과로 획득될 수 있는 최종 도달점인 학

습목표를 ‘내용+행동’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교재의 학습목표는 97%, 고등학생 교재는 90%가 기본형으로 진술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학습목표를 진술

하는 방식은 교사나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자들이 학습목표를 해석

하는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반해서, 중학생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은 기본형

이 64%, 변칙형이 36%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된 초등 

교재나 고등학생 교재에 비해 변칙형의 비율이 높게 제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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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목표 진술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중학생 교재에 변칙형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학습목표 진

술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습목표가 변칙형의 진술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교사나 학생이 학습 내용 해석에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에 

따른 분류 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병렬형은 학습목표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목표의 상세화 측면에서 볼 때, 두 개의 

학습목표를 이어진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각각을 기본형으로 

나누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학습목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과정형은 최종 도달점을 중심으로 행동 동사를 진술하는 것

이 좋다. 학습 과정을 학습목표로 제시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에 과정적 요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행동

으로 진술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진술 방식이다.

끝으로, 내용 모호형은 한국어 교육의 성격이나 학습 내용, 학습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

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목표의 해석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는 대체로 구

체적인 행위 동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의 결과로 획득한 

학습자의 행위가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해야 한다는 Mager의 이론에 비추

어 볼 때, 바람직한 진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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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사용된 동사 38종 가운데에는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동

사로 진술된 학습목표가 있었다. 즉 ‘이해하다, 안다’ 등의 인지 동사

로 진술된 학습목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2-17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의 관계를 알 수 

있다’에 사용된 동사 ‘안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로 

목표 진술에 적절하지 않다. 이 학습목표는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의 관계를 열거할 수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

하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학습의 결과로 획득되기

를 의도하고 있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는 관찰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사로 진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학습목표의 올바

른 진술 방식은 결국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이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

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업의 지표가 되는 학습

목표는 교사나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목표는 간단한 문장으로 명확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목표가 학습의 결과로 

획득하는 최종 도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화하여 진술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의 진

술 방식이 개선된다면 한국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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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학습목표는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될 필요가 있다. 학습목표가 의미하

는 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나 교사, 평가 문항 개발자들이 

해석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목표는 학습자나 교

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술되는 것이 중

요하다. 본고에서는 학습목표 진술의 상세화 측면에서《표준 한국

어》교재의 학습목표가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원 학습목표를 분석하였다.

Tyler와 Mager의 이론을 토대로,《표준 한국어》교재 6권에 제

시되어 있는 학습목표 진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학습목표 진

술에 사용된 동사(행위 동사)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표준 한국어》교재는 학습목표 진술에서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표준 한국어》중학생 교재에 다수 등장하는 병렬형, 과정

형, 내용 모호형과 같은 변칙형은 기본형으로 바꾸어 진술해야 한다.

끝으로,《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는 해석의 모호성과 중의

성이 없도록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해야 한다.

《표준 한국어》는 국책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발행한 교재

로 여타의 한국어 교재에 비해 학습목표 진술 방식이 더 양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로는《표준 한국어》교재에서도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다수 관찰되었다. 앞으



《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분석   89

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학습목표의 진술 방식을 일관성 

있고, 이론에 맞게 진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유형과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하는 연구로《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의 형식

적인 측면에 한정하였다. 앞으로 여타의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차시 학습목표

와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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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분석

김영심

교재에서 학습목표는 수업, 학습, 평가 등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표준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가 적절하게 진술되어

있는지 진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목표 진술에 대한 이론을 검토

하고, 학습목표 진술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학습목표를 진술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표준 한국어》교재의 학습목표는 진술 유형에서 대체로 기본형으로 진술

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 교재에서는 병렬형, 과정

형, 내용 모호형과 같은 변칙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진술 방식에 일관성이

낮았다. 학습목표 진술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행

동 동사로 진술되어 있어서 이론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목표 진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진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표준 한국어》교재, 한국어 교육, 학습목표, 진술 방식, 행동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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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ement of Learning Objectives in

Standard KSL Textbooks

Kim, Young-Sim

Learning objectives (hereafter LB) of textbook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struction, learning, and assess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statements of

LB in Standard Korean Textbooks. After reviewing the theory of R. Tyler

and R. F. Mager on statements of LB, we proposed the principles of LB

statements. We classified the patterns of LB statements and analyzed the

verbs in the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tterns of most LB statements

in Standard Korean Textbooks were of the basic type. However, there were

many variations found in the patterns in middle school textbooks. Most verbs

in the LB statements were concrete action verbs. This was in concurrence

with the theory. However, a few verbs were not concrete. These verbs

needed revising to form more concrete action verbs.

[Key words] Standard Korean Textbooks,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learning objectives, patterns of statements, action ve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