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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院(碩 · 博士課程) 國語敎育科의

바람직한 敎育課程 開發鼎究*

李應百 · 묘仁煥 • 李庸周
(國語敎育科)

I. 序 論

1963년 서울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설랩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육대학원이 설치

되어 국어교육 전공의 교육석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 1)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된 국어교육

전공의 대학원 교육을 질적으로 비약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의 설

치가 절살히 요구되었었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어 1986년 서울대학교에 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이어 1988년 한국교원대학교에 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믿는다. 예측되는 양적 발전에 대비하고， 국

어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통해 명질상부한 국어교육학의 정볍을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국어교육 전공의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이 학부와의 연관성 위에서 체계척으로 수렵되

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는 전무한 형떤이다. 석

사과정에 대한 연구로 다음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李應百 外 : 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연구， 사대논총 23, 서울대 학교， 1981. 12.

尹希행:중등학교 국어과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계) 대학 국어교육과의 커리률럼 구상，

국어교육 51. 52, 1985. 2.

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그 학문 분야에 속한 전문가

들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즉， 교육과정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

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국 사뱀대학의 교육과정을 문서로 드러난 것만으로

일별해 보면， 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어교육과블 국어국문학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흐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국어교육의 방향 정랩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전공 영역이

다료고 학위 역시 교육석사， 문학석사로 구분되면서，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사

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어교육과의

* 본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은 1975년 서윷대학교 종합 계획의 일환A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통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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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개 발 운영하며 , 모

든 대학외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워하여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들어 활발해진 국어 교육에 관한 국내의 여려 논의와 국내 각 대학의

교육과정 및 외국의 교육과정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11. 本 論

1. 현행 교육과정의 검토

석 • 박사과정은 학부와 분리되어서 존재하진 않는다. 학부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체계적인 연결을 위하여 학부 교육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학 부

사법대학 국어교육과는 중등국어교사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법대-학 국어교육과에

서 어떤 과정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모습

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일선 국어교육의 모숨은 사법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 역￡로 그대로 드러

나 있다. 현행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어교육을 〔국어학+국문학十교육

학〕의 복합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설계된 국어교육과 교육과

정은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다‘ (2)

임의로 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뱀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을 비 교해 보면 다음 〈표-I)과 같다.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육론’의 두 과목을 제외하면 안문대학과 사법대학 사

이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모법적으로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의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총 30개 의 교과목 중에서 국어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국어화볍， 문학과 문학교육，

문볍 교육폰， 국어교육폰 등 10개 과목이 다. 서 울대학교 사법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다른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에 비하여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국어

교육=국어학+국문학+교육학〕이란 인식 차원에서 크게 벗어냐지는 못하고 있다. 국어학，

국문학 분야의 기초 내용을 두루 섭렵해야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국어교육에서 요청하는 언

어사용기능을 지도할 수 있는 중등국어교사를 양성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사뱀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이 국어교육과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

(2) 최창렬，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의 실태와 전망， 국에교육 53·54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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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어 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 비교

國語國文學科 專攻 國語敎育科 專攻

3

區효변쏟|學位옳號|

!까F 2없l

{學꽤앓~켠첼學位옳號| 學 科 텀 名

In 專攻敎養 lRF 3${
專攻必須 를g디g 構 文 論 3 專攻必須 S E 301 國語敎材陽究 및 指專法 3

/I 302 國 득P디표 發‘達 史 3 /I 302 國 을P디E 敎 育 論 3
/I 303 古 典 文 學 史 3 ν 303 韓 國 를P口a 史 3
/I 304 現 代 文 學 史 3 /I 304 韓國古典文學史 3
/I 305 古 說 論 3 /I 305 韓國現代文學史 3
/I 306 韓國 漢 文學講讀 3 /I 307韓國現代文法 3

專攻選擇 MA 351 國 語 學 史 3 專攻選擇 S E 351 韓 國 語 音 龍 論 3
/I 352 國 語 形 態 論 3 /I 352 古 典 國 語 文 法 3
/I 353 國 語 學 講 讀 3 /I 353 漢 字 指 導 論 3
/I 354 近 世 詩 歌 論 3 /I 354 韓 國 語 特 講 3
/I 355 現 代 說 論 3 /I 355 古 典 小 說 講 讀 3
/I 356 現 代 詩 論 3 /I 356 漢 文 講 讀 3
/I 357 韓 國 없@ 曲 論 3 /I 357 時調 및 歌購選讀 3
/I 358 口 E뽑 文 學 論 3 /I 358 古 典 文 學 特 講 3
/I 359 敎 材 E좌 究 및 指훨法 2 /I 359 現 代 詩 選 讀 3
/I 362 國 語 科 敎 育 論 2 /I 361 文 章 修 짧￥ 法 3

專攻選擇 MA 381 國 語 音 홉§ 論 3
/I 362現代小說選讀 3

/I 382 國 語 史 講 讀 3
/I 364'現代敵曲選讀 3

/I 383 國 語 意‘ 味 論 3
/I 366 現 代 文 學 特 講 3

/I 384 國 릅홉 方 듭 論 3
/I 401 現 代 批 評 選 讀 3

/I 385 韓國現代批評論 3
/I 402 鄭歌 및 麗諸選讀 3

/I 386 古 說 講 讀 3
/I 404 韓 國 語 意 味 論 3

/I 387 古 代 詩 歌 論 3
/I 388古典散文講讀 3
/I 389 開化期文學論 3
/I 391 文 章 論 3
/I 392 現 代 f양 家 論 3
/I 393漢文古典講讀 3
/I 394 古典批評選讀 3
/I 395 韓國漢文學通論 3
/I 396 創 作 論 및 演 習 3
/I 397 韓國文學思想演習 3

영되고 있지 못함은 교수진의 구성과도 밀접한관계가 있다. 대개의 사법대학 국어교육과에

서는 본령이 되어야 할 국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

어국문학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의 수를 생각하면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이 아직은

극히 미미한 것이 국어교육학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의 극복을 위해서도 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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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셔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師大論鍵 (36)

705. 201 國語話法 (Korean Speech) 3-3-0

705. 202 國文學史 I (History of theKorean Literature I) 3-3-0

705. 203 國文學史 n(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n) 3-3-0

705. 204 國語學講讀 I (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I) 3-3-0
705. 205 敎育漢文 (Classical Chinese for Teachers of Korean) 3-3-0
706. 206 國語橋正音題論 (Korean Corrective Phonology) 3-3-0

705. 207 韓國現代小說論 (Modern Korean Novel) 3-3-0
705. 208 文學과 文學敎育 (Literary Theories & Teaching Literature) 3-3-0

705. 209 國語學擺論(I 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

705. 210 國文學擺論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3-0

705. 301 文法敎育論 (Teach ing Korean Grammar) 3-3-0

705. 302 國語史 (History of Korean Language) 3-3-0

705. 303 國語敎育論 (Teach ing of Korean Language) 3-3-0

705. 304 國語學講讀 n(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n) 3-3-0

705. 305 國語文體論 (Korean StyIistics) 3-3-0

705. 306 言語學과 言語數育(Li nguist ics &Language Teaching) 3-3-0

705. 307 言語敎育講讀 (Readings in Language Teaching) 3-3-0

705. 308 韓國古典詩歌論 I (Classical Korean Poetry I) 3-3-0

705. 309 韓國古典小說論 (Classical Korean Noγel) 3-3-0

705. 310 韓國民洛文學 (Korean Folk Literature) 3-3-0

705. 311 韓國現代詩論 (Modern Korean Poetry) 3-3-0
705. 312 文學敎育講讀 (Readings in Teaching Literure) 3-3-0

705. 401 國語意味論 (Korean Semantics) 3-3,.0

705. 402 國語敎材맑究 및 指훨法 (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Korean Language) 3-3-0
705. 403 韓國古典詩歌論 n (Classical Korean Poetry n) 3-3-0

705. 404 韓國古典散文 (Classica l Korean Prose) 3-3-0
705. 405 韓國演劇史 (History of Korean Theatre) 3-3-0
705. 406 한국현대 회 곡폰 (Modern Korean Drama) 3-3-0
705. 407 한국문학비 평 (Korean Literary Criticism) 3-3-0
705. 408 비 교문학 (Comparative Literature) 3-3-0

육전공의 석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보다심층적으로 폭넓게 논의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2) 대학원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과정은 국어교육과 관련되는 제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양성 및

중등교원의 자질 향상이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박사과정의 선행 단계로서 국어교육

학의 연구에 입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과는 결코

대동소이하게 운영될 수도， 되어서도 안된다. 그려나， 현실은 학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업의로 선정한 두 대학의 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의 교육 과장을 살펴보자.

〈표 3>에 제시한 (예 1)의 경우는 국어교육과의 특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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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어 교육과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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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國語敎育專攻

國語學의 一般理論

國文學의 一般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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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國語敎育科

文法敎育論짧究 (Studies in Teaching Korean Grammar) 3-3-0

國語音題論맑究(Studies in Korean Phonology) 3-3-0

國語意味論JifF究(Studies in Korean Semantics) 3-3-0

言語發達쩌究(Studies in Language Deγelopment) 3‘3‘0

言語政策없究CStudiesin Language Planning) 3녕-0

國語敎授法%究(Studies in Teaching Korean) 3‘3-0

國語敎材論몽주究(Stud ies in Preparation &Analysis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3-3-0
國語敎育評價없究(Studies in Evaluation of Teaching Korean) 3-3-0

國語敎育史없究(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3-3-0

韓國古典詩歌없究(Studies in Classical Korean Poetry) 3-3-0

韓國古典散文짧究(Studies inClassical Korean Prose) 3-3-0
韓國民倚文學없究(Stud ies in Korean Folk Literature) 3-3-0

韓國敵曲없究(Studies in Korean Drama) 3-3-0

韓國現代詩JifF究(Studies in Modern Korean Poetry) 3-3-0

韓國現代散文%究(Studies in Modern Korean Prose) 3-3-0

韓國文學思想없究(Studies in Korean Literary Thoughts) 3-3-0
韓國文學批評핍究(Studies in Korean Literary Criticism) 3-3-0

比較文學짧究(Studies in Comperative Literature) 3-3-0

修離學g다究(Studies in Korean Rhetorics) 3-3-0

文學敎育맑究(Studies in Teaching Literature) 3-3-0

碩士論文昭究(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2학점 (2개 학기 만복 이수)

705. 501

705. 502

705. 503

705. 504

705. 505

705. 506

705. 507
705. 508

705. 509

705. 510
705. 511

705. 512

705. 513

705. 514

705. 515

705. 516
705. 517

705. 518

705. 519

705. 520

705. 801

연구 및 교수볍’ 이란 강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예 2)의 경우는 (예

1)에 비하면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어교육과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국어

교육과 석사과정의 본령을 살리기엔 크게 미흡하다. 국어교육과 관련되는 제 분야-국어

정책 수랩， 국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말 등-에 종사할 전문 연구 요원의 양성 및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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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연구의 업 문에 란 기 능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없으며 , 중등국어교사의 자질 향상과도

거리가 있다. 국어학， 국문학에 대한 지식만 풍부하연 국어교사로서의 자질이 다 갖추어진

것인가?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국문학도나 국어학도를 킬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

라면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유무가 홀륭한 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바람직한 교육과정 설계

지금까지 현재 각 사범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어교육과의 대학 및 대학원(석사)의 교

육과정이 국어교육과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 교육에서의 국어교육관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c국어 교육=국어 학+국문학+

교육학〕이란 오류에서 크게 벗어냐지 못하고 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교육과정이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어교육과의 석 • 박사과정

의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에 관계하는 전문가들이 완전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연

구는 국어교육의 학문으로서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이것이 또 한번의 계기가 되

어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래서 국어교육에 관련된 여러 이견들이 해

소되어 국어교육의 학문적 방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앞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타로서 우선 국어교육학이 과연 가능한지 ,

그 성격과 풀어나가야 할 과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3)

1) 국어교육학의 성격

국어교육학은 이런 학문이다라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명백히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나， 우선 가장 일반적 인 수준에서 국어교육학은 國語使用에 대한 敎育을 탐구하

는 학문이 라고 풀이 할 수 있다(국어 (사용)-교육-학). 이 러 한 개 념 규정은 우선 ‘교육’ 이

란 요소로 인해 국어교육을 국어 학이 나 국문학과 구별해 준다. 국어 학이 나 국문학에서 는

각각 국어 또는 국문학 그 자체가 탐구의 대상이 되나 국어나 국문학의 사용 주체인 A間

은 주요 탐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에서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친

다는 교육현상 속에서 교육의 내용이 되는 ‘무엇’ (국어) 못지 않게 교수와 학습의 주체가

되는 ‘인간(교사와 학생)’이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국어학자가 ‘국어의

구조’ 에 관심을 갖는다면， 국어교육학자는 ‘국어 의 구조가 학생들의 국어 사용에 어 떻게

관계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국어교육학자의 주된 관심은 ‘언어’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의 언어 사용’이다. 문학과 관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문학자가 동화， 애정 소설， 탐

(3)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에 잘 개진되어 있다. 본고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노영완，

국어교육학의 성격과 과제， 교사 교육 논집 제 2 집 ， 강원대학교 사벙대학 교사교육샌터，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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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설， 심리 소설 등 여러 종류의 소설이 갖는 주제， 구성， 형식， 문체， 시점 등 문학착

풀 자체를 주요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어교육학자는 이들 소설에 대해 ‘왜 어린이

들은 동화를 즐겨 읽고 소녀들은 애정 소설을 소년들은 탐정 소설을 그리고 청소년들은 심

리 소설을 즐겨 읽는가?’ ‘이런 취향은 인간의 지적， 정의적 발달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가?’라는 질문을 던져 작품 자체보다는 넓은 의미의 ι인 간의 문학 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다. 한 마디로“인간’이 주요 탐구 대상이 된다는 점

에서 국어교육학은 국어학이냐 국문학과는 구별된다.

국어교육학이 인간에의 관심과 교육이 라는 교육적 보편성으로 인해 국어학이나 국문학과

는 구벨되고 교육학과는 관련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펀으로는 “언어"(언어로 표현된 문학

작품을 포함)라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교과적 특성 때문에 국어학이나 국문학

과 관련되면서 교육학하고는 구별된다.

국어교육학이 교육 내용으로는 언어를 중시하고 교육 대상으로는 인간을 중시한다는 특

성을 고려하여 국어교육학의 궁극적인 탐구 영역을 인간의 언어 사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구체적￡로 말하고 듣고 원고 쓰는 행위로 실현된다. 이 네 가지 언

어 사용 행위는 매체로 부아 음성언어활동(말하기 • 듣기)과 문자언어활동(쓰기 • 읽기)으로

나누어지고 정신활동으로 보아 표현(말하기 • 쓰기)， 이해 (듣기 • 읽기)로 나누어진다. 국어

교육학은 결국 언어(말과 글)를 통한 표현， 이해 활동을 탐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연구하는 것이 국어교육학의 본령이다.

2) 국어교육학의 과제

노명완(1986)은 국어교육 연구의 부진을 인적 연구자원의 부족， 이흔화 노력의 부족， 교

육제도적 장애의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어교육학을 학문적￡로 정립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단히 많으며， 이는 주변의 여

러 학문 분야와 관련된다. 국어교육학의 정립을 위한 시작으로 우선 국어교육학이 무엇을

탐구해 야 하는지를 앞서 살펴보았다. 국어교육학의 탐구 과제는 달리 더 정교하게 규정지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언어를 통한 표현 • 이해

활동이 란 국어교육학의 탐구 과제를 준거로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탐구 과제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선정하는 일이다.

첫째 언어를 통한 표현과 이해에 따르는 사고 과정을 밝히는 일이다. 표현은 필자나 화

자의 머리 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들어있는 개념적 수준의 생각이나 정보를 풀어 엮어내

는 과정이며 이해는 정보를 해석하고 요약하는 과정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펄자나 화자의

생각(의미)으로부터 표현된 글이나 말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표현된 글이나 말로부터 독

자나 청자의 의미 파악에 이르는 과정을 세분화하고 이론화하며 이 과정에 관련되는 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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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사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명료하게 해 주고， 동시에 국

어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둘째 교과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에 대한 내용 영역의 구조화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구체

적인 국어교육 목표의 정션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많은 학자， 연구기관에서 국어교육 또는

언어교육의 내용 영역 구분에 대하여 제안하었다 (4) 우리 나라는 1"-'3차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 튿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국어교육의 영역을 구분하였고 4차에 선 표

현 • 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5차에 와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6711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어교육의 영역 구분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내

용 영역의 구분을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특성 및 영역간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나 문학에 관한 지식은 일상의 의사교환이나 운학 착품의 감상과 어

떻게 관계되는가， 그리고 이들 사이에 主냐 副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

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국어교육의 영역이 구성되면， 각 영역에 대한 교수 및 학습 이론과 원리가 일반적

인 측면과 발달척인 측면의 두 관점에서 병행 연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읽기나 쓰기 영역

에서의 일반적 측면의 연구로는 ‘읽기란 무엇인가’， ‘쓰끼란 무엇인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文識性(literacy)은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읽기， 쓰기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방법이 필요한가’ 등의 운제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발달적

인 측면에선 ‘읽기 준비도’의 문제， ‘글깨치기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내용 요약

능력의 1괄달’ 등의 문제가 탐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은 間學問的(interdisciplinary) 인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

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교육학도는 인간 심리에 대한 타학문

의 연구 성과를 알아야 하고， 국어교육학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는 점에서 언어학 및 문학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적 의사교환 과

정을 직접 다루는 언어심리학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론，

교수 이론， 학습 이폰， 평가 이콘 등의 교육학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외에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펄요한 연구 방법을 선택 활용하고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 면

에서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 실험설계， 관찰법， 조사법， 컴퓨터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국어교육과의 석 •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일시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국어교육학이

(4) 외국의 경향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손영애，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제 동-향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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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학문은 국어교육학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손에 쥐어 주는 것은 아니다. 본질

적인 문제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플 거치면서 국어교육학

은 그 체계블 조금씩 갖추어 가야 할 것이다.

3) 대학원(석 • 박사) 교육과정 안

앞서 논한 국어교육학의 성격 및 과제에 터해 석 • 박사과정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

성하였다. 구성의 틀은 국어교육학의 총론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강좌(14개)와 각론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강좌(32개)로 크게 대별하고， 각론은 언어학적 배경이 강한 강좌와 문

학적 배경이 강한 강좌로 구성하였다.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과 같은 성격의

국어학， 국문학 강좌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석 •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주로

석사과정에서 국어학 및 국문학 관계의 기초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

교육학이 국어학이나 국문학 그 자체와는 결코 같을 수 없으나， 국어학이나 국문학의 연구

성과를 알고 빌려 와야 하기 때문이다.

1. 科學 哲學( I ) (5) (Philosophy of Science)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탑을 문헌의 사적 검토승를 통해서 찾아본다. 자연

과학(특히 불리학)에서 학문 발전의 전형을 찾아보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언어학， 심리

학， 언어심리학의 학문 발전을 패러다엄 (parad igm)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핀다. 구체적

인 탐구는 과학적 지식의 본성， 이흔의 타당성， 이론의 발전과 변화， 이론의 입증 방법 및

절차， 가정의 역할， 이론의 소멸 과정과 새로운 이본의 등장 과정 등이다. 학문하는 기본

태도， 기존 연구물을 보는 태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의 학문 활동의 위치 파악에 대

한 안목을 형성해 준다.

2. 國語敎育學 原論( I) (The Nature and Princip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國語敎育의 學問的 正體性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최근 학계에서 많이 일고 있다. 이 강

좌는 국어교육을 학문의 수준으로 정 립 하기 위하여 國語敎育學의 궁극적인 目標， 국어교육

학에 포함되어 야 할 內容， 국어교육학의 f다究 方法， 국어교육학에 직 접 또는 간정적으로

관련되는 憐接 學問， 국어교육학의 理論化 方向， 학교에서의 國語科 敎育의 改善方法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왜 초·중·고등 학교에서는 국어과를 설정하고 있

는가?”， “국어과에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국어과의 특

성은 무엇인가?"의 질문들이 좋은 안내가 된다. 국어교육과 석 • 박사 전체 과정의 개론

이다.

(5) 석사 과정은 (l)로 표시하고， 박사 과정은 (]I)로 표시한다. (I)과 ( 1I )가 벙기펀 강좌는 석

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모두 섣치되는 강좌이다. 물폰 두 과정에서의 강좌 차이는 수준과 내용

에서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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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請 敎授 • 學習 理論( I ) ( II ) (Theories of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학교의 학급 사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얼어나는 인지， 기능， 태도의 학습에 대한

본질과 조건을 탐구한다. 특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내용의 말/글을 이해하고 학숨하고 기

억하는 일련의 과정， 이 과정에 개재되는 여러 변인의 영향， 효율적인 학습 과정의 조건，

그리고 이에 상응되는 교수 방법을 인지 학습의 이본 측면에서 개괄한다. 박사 과정에서는

학교 교실 수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리학적 연구， 문학류와

바문학류의 교수 • 학습 비교 등 세부적안 문제에 대한 연구 지도가 곁들여진다.

4. 國語敎育 班究 方法論( I ) ( II) (Research Metho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절차를 일별한다. 좀

더 구체적오로는 관찰법， 면접법， 실험법， 조사법， 문헌 연구 방법 등 지금까지 알려진 여

러 연구 방법을 검로하고 각 연구 방법의 가정， 특정， 장단점， 적용 방법 등을 살펀다. 특

히 이들 연구 방법을을 사용한 기존 연구물을 사례로 찾아 적용상의 잘잘못을 분석한다.

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리내며 생각하기 (think aloud)’ 와

‘표로토콜 분석 (protocol analysis) ’ 의 연구 방법 에 대 한 연습이 포함된다. 연구 문제와 목

적에 따라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려 준다.

5. 國語敎育 評價 班究 ( I ) ( II) (Evalu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에서의 평가의 위치와 기능，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공식적 평가와 비공식적 평가，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 능력(기능) 평가와 수행

평가，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 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검

토하고， 교수 자료의 효과 평가， 교수 방법의 효과 평가， 학승자의 학습 전략 평가 등 대

상에 따른 평가 방법과 절차를 검토한다. 특히 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새로이 거론되고 있

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예 : 메우기 검사， 받아 쓰기 검사， 요약하기 검사 등)을 검토하고

더욱 정교히 개발하여 학교에서의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유도한다.

6. 國語 敎育課程과 敎材 構成 隔究 ( I)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Teac

hing/Learning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유치원 과정부터 초·중·고등 학교의 과정에 이료기까지 전체 국어과 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중 • 고등 학교의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지도， 평가의 이론과 실제블 탐

구한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수 • 학습의 자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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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볍을 고구한다. 계획된 교육과정(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전개된 교육과정(수

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연결 관계를 실제 자료(고시된 교육과정과 개발된 교과서)를

대조 분석하여 이론(계획)과 실제(실천)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는다.

7. 國語科 敎育課程 ~Jf究(1I) (Theories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Korean Lan

guage Education)

넓게는 교육과정， 좁게는 언어 교육과정의 개발 이론， 경향， 그리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

고 검토한다. 그리고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과 우리 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시적 비교

분석과 해방 이후 교수요목 시기부터 최근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나라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에 대한 동시적 분석을 통해 국어(언어) 교육과정 구성의 이론， 체제， 내용을

살피고 국어과 교육 개선의 기초플 마련한다. 특히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내용간

의 관련성， 목표와 내용의 체계적 조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어교육학 정립을 위

한 기본 골격 설정에 춧점을 맞춘다.

8. 國語敎音 政策 ~Jf究 ( I ) ( 1I)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Studies)

정책， 교육 정책， 국어교육 정책￡로 사고의 폭을 달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

제의 발생， 문제의 인식， 지-료의 수집 및 분석， 계획의 수립， 실천， 평가에 대한 전과정을

검토하여 정책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렵한다. 그라고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 모형

을 국어교육의 문제에 적용하고 그간의 국어교육 정책을 평가한다. 국어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척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에 대한 정책의 계획， 실천， 평가를 제안하는 실천적인

강의를 운영한다. 박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국어교육의 정책적 대

안으로 발전시 킬~ 수 있는 연구블 유도한다.

9. 言語發達과 國語敎育( I ) ( 1I) (Language Development and Language Teaching)

출생 이후 국민학교 취학까지의 아동의 언어 획득 그리고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속적으

로 이어지는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과 연구 방법을 비판적오로 검토한다. 특히 언어 획득

과 언어 발달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을 획득 또는 발달상의 유형， 내용， 기간， 영향을 미

치는 변인과 영향의 정도 등의 문제에 춧접을 둔다. 인지， 언어(구조)， 환경의 세 요소 사

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가정， 이론도 검토한다.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로부터， 국어교육의 내용， 방법， 자료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박사 과정에서는

가정， 이론，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경향에 대한 사척 변화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2 師大論講 (36)

10. 言語， 思考， 그리고 文化( I ) (n)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운화인류학의 기본 관점과 관심 연

구 분야， 연구 방법을 살펴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갖춘다. 특별히 언어와 사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언어 〈사용)을 통한 사고 기능(지적 기능)

신장， 그리고 사고를통한 언어 기능의 신장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과 연구 결과 분석으로부터 언어 사용의 사회 • 문화

적 측면을 이해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다. 언어， 사고， 문화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

해하여 교실 수업에서 일어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언어적 상호 작용을 이

해하고 학업 성취와 태도 형성에 마치는 효과도 분석한다.

11. A.間發達과 國語敎育( I) (Human Development and Language Teaching)

언간의 인지 발달， 성격 발달， 태도 발달， 정서 말달에 대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언어 교육 교육과정， 자료，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인지

발달 영역에서는 특별히 말달 단계에 따른 언어 학습의 유형， 전략， 양식을 탐구하고， 성

격， 태도， 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이들 심성의 발달과 언어 학습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 강

확는 특히 뭄예문의 형태(동요， 동시， 동화， 수필， 이야기， 소설 등)， 주제(사랑， 탐정，

상상 등)， 구성의 복좌성 정도 등에 대한 발달적 연구에 관심의 춧점을 둔다.

12. 外國의 自國語 敎育 比較 昭究( I) (Comparative Studies on Mother-tongue

Education)

외국 여려 나라의 자국어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다. 자국어 교육의 목표， 내용， 지

도 방법， 평가 방법， 교과서 및 보조 교수 • 학습 자료，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에 이프로기까

지의 교과의 종류， 프로그램의 종류， 학교급 또는 학년 사이의 변별적 비중， 자국어 교육

담당 교사의 양성 제도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주로 각국의 문부성 또는 주별

교육 정책 자료블 종심으로 1'1]교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교과서 개발이 자유로운 나라의

경우는 각 출판사에 서 개 발 보급하는 자료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 외 에 각국의 학자들이

쓴 자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실제 교육 자료와 함께 검토될 것이다.

13. 外國語로서의 韓國語 敎育( n)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이 강좌는 해외 교포 수의 증가와 국력의 신장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강좌이다. 강좌 내

용은 한국어를 모르고 자라는 해외 교포들(주로 이민 2세대 이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언어 교육 청책의 문제가 중심을 이룬다. 해외 교포들의 심리적， 사회적 생활 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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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모국어)에 대한 태도， 지식， 수행 능력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와 함께 한국어

교육 접근 방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자료， 대상 등)이 연구의 직접 과제이다. 언어

학， 심리학， 교육학， 문화인류학으로부터 내용과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고， 문교부， 문공

부， 외무부로부터 자료 제공 협조를 받아 정부의 해외 교포 교육징책 특히 한국어(및 한국

문화) 교육 정책의 수렵까지 이 강좌에서 논의될 것이다.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비도 이 강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14. 現場 팎究 方法論 ( l) (Field Research Methods)

국어교육학은 학교 현장에서 출발하여 학교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연구 문제의

발견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의 검증이 또한 현장에셔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

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국어교육학의 문제 발견， 문제 제기， 연구 계획， 연구 실천， 이론

화， 현장 적용， 효과 검증의 방볍을 다룬다. 직접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의 현장 연구에 대

한 방법 개발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사들을 현장 연구가로 만들고， 더 나아가 국

어교육학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가 된다.

현장 교사들이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 전문가들이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협

통 체제 구축의 교량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15. 國語敎育 鼎究를 위한 基隨 統計 (Fundamental Statistics for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 연구는 현장 실천 연구이며 현장의 변화블 추구하는 개혁 연구이다. 자료는 그

것이 조사 자료이든 효과 검증 자료이든 학생， 교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따라서 국어교육

연구의 수행에는 연구 섣계법과， 자료의 분석 처리를- 위한 통계 사용법에 대한 능력이 펄

히 요청된다. 이 강좌에서는 자료의 분석과 처리에 대한 기초 통계플 다푼다. 그 한계는

요언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까지이 다. 그리고 이 통계흘 컴 퓨터로 처 리 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법까지 다푼다. 사실， 이 강좌는 앞으로는 학부 수준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 석 사 • 박사 과정 에서는 실험 설계 법과 고급 통계가 지도되 어 야 할 것이 다.

16. 讀書 理論과 讓書 指導 ( 1 ) ( n) .(Theories of Reading Processes and the Methods

of Teaching Reading)

독서 이론과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현재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여

러 가지의 독서 이론 및 독서 과정 모형， 각급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 자료， 방법，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특히 독서 과정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독서 자료(글) 분석 방법

과 독자 볍있(스키마) 연구， 그리고 독서 지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학습자(또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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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학습 과제， 그리고 학습 전략의 연구가 이 강좌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석사

박사과정과정에서는 개설적 수준의 이론과 함께 현장에서의 지도 문제에 춧점을 맞추고，

에서는 독서 과정 이론과 독서 지도의 이폰을 연계하는 이론 탐구에 춧점을 둔다.

17. 作文 理論과 作文 指導( I ) ( H) (Theories of Wri ting Processes and Methods of

Teaching Writing)

곁들여 취급

또 어떤 점에서

작문 지도 방법은 무엇

작문문제도

토를한다.

작문 이론과 학교에서의 작문 지도에 대한 역사적 문헌 분석을 하고 현재 활발히 연구되

고 있는 작문 과정과 작운 모형， 각급 학교에서의 작문 지도 자료， 방법， 효과에 대한 검

특히 전통적연 수사학적 접근과 최근의 인지 과정적 접근을 대비한다. “작문이

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글쓰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가?”， “학생들이 당면하는

작문에서의 장애는 무엇인가?”， “독서와 작문은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하이가 있나?”， “작문 지도의 단계와 학생 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인가?" 등의 문제를 탐구할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의

될 것이다.

18. 意思統通論( I ) ( II) (Theories of Oral Communication)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의한 표현 • 이해가 모두 의사소통에 표함되나， 이

음성 언어(그리고 이와 동반되는 표정， 몹짓 등)에 의한 의사소통만을 다룬다.

강좌에서는

언어적 의

사소통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모형， 전달자의 표현 이론， 수신자의 이해 이론， 천달의 도구

차이점을 밝혀 음

국민 학교 교육 사이의

음성 언어에

비판적으로 논대한 검로와 개선의 과제도

문자 언어 중심의중심의 유치원 교육과

가 되는 매체 (언어) 이론이 검로된다. 특히 상황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의한 의사소통(말하기， 듣기)과 문자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공통캠과

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징을 찾는다.

학교 현장에서의 말하기 교육과 듣기 교육에

의될 것이다. 음성 언어

연계 문제도 표함된다.

19. 言語技能의 測定과 評價( I ) (II)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anguage Skills)

질문들은 아직 연구되지

측정 방법， 측정의 상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학생들의 언어기능 신장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언어기능

이란 무엇인가?”， “언어 기능은 어떻게 측정하나?”， “학교에서의 평가에서는 언어기능

평가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강좌에서는 언어기능의 개념， 구성 요소，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방법이 고구될 것이

그리고 기존 국어학력평가에서의 언어기능 평가 등의

대한 일반 이본과 함께 언어 평가의 여러 관점， 이론，

황이나 조건，

측정과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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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학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심리학(특히 인지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청

된다.

20. 言語敎育史 ( I) (History of Language Education)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교육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현실의 이해가 이 강좌의 주요 내용이

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언어교육의 개념 ; 언어교육의 득질과 학교교육에서의 위치 ; 언어

교육의 내용， 자료， 방법 ; 언어교육과인접 학문과의 영향 관계(특히 언어학， 문학， 언어

발달 연구) ; 국민 학교와 중 • 고등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의 성격， 내용， 연계 ; 구두언어

교육과 문자언어 교육의 관계 퉁이 취급될 것이다. 학생플은 여러 나라의 언어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교과서 및 보조 학습 자료)를직점 분석하고비판하는 경험을하게 될 것이다.

21. 國語敎育史( Jl)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세계 주요 나라의 언어교육사와 현재의 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역사와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 교육사

의 서술 시기， 학교 교육에서 국어교육의 위치， 주요 자료의 수집과 분석， 국어교육의 내

용， 자료， 방법 등의 분석， 국어교육에서의 언어기능 교육， 국어 문법 교육， 국문학 교육의

관계， 언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조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사적 분석， 초·중·고

등 학교의 학교급별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활동 등에 대한 공시적 및 통시적 분석이다.

22. 國語政策論( H) .(Studies on National Language Planning)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어문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다. 어문 정책의 필요성， 정책적 하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어 및 국자의 문제를 다룬다. 예

를들면 국어 순화， 표준어， 외래어(이상국어문제)， 한글과한자， 맞춤법， 로마자(이상 국

자 문제)， 국어교육과 교과서， 학교 문법(이상 국어교육의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핀다. 그 이외에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기초적이면서도 대규모의 인력과 경비를 요하는 문제들을 선정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정책 당국에 건의하여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23. 社會言語學( I )( H) (Sociolinguistics)

언어는 개인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이다. 언어가 갖는 사회적 기능과， 사회， 문화속에서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세부 문제를 밝혀 인간， 언어， 사회의 관계를 파악한다， 성， 계

층， 문화， 지역에 따른 언어의 다양성， 사회적 상호작용으후서의 언어 수행， 사회 •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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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 인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언어 사용의 유형(사회성 발달과 언어)

등의 문제가 이 강좌에서 다루어질 대표적언 큰 주제들이다. 이 강좌는 특히 교실 수업에

서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ethnographic approach)

수엽의 양태， 수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24. 文法敎育論( I) (Theories and Practices of Teaching Grammar in School)

“문볍이란 무엇인가?”， “학자들이 제안하는 문볍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학교

에서 문볍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가?만약 문법을 지도하여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어떻게 지

도하여야 하는가?”， “현재의 문법 교육은 올바른가?끼 “학교에서의 문볍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표현과 이해)과 어떤 관련이 있나 1 "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질문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강좌의 주요 내용이다. 이 운제에 대한 논의의 자

료로서 학생들은 외국에서의 문법 교육(구체적으로는 언어학과 언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읽게 될 것이다.

25. 言語心理學( I ) (n) (Psycholinguistics)

언어심리학은 비교적 최근(60년대)에 새로 생긴 학문 분야이다. 기존의 심리학과 언어학

사이의 영향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언어심리학의 배경을 이해하고，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언

어심리학의 주요 관심사， 연구 경향을 검토하면서 언어심리학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한다.

크게 언어학 중심의 언어심리학과 심리학 중십의 언어심리학이 있는데 이 두 경향의 차이

와 관심사， 인간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 관점과 연구 결과를 알아본다. 박사 과

정에서는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논운들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연

구로 옮걸 수 있도록 연구 문제의 선정과 연쿠 설계 지도에 중점을 둔다.

26. 談話分析論( I ) ( n) (Discourse Analysis)

19701건대 중만까지 주류를 이루어왔던 문장 문법 (Sentence granimar)이 쇠퇴하면서 담화

나 텍스트를 분석의 단위로 삼는 텍스트 언어 학 (Textlinguistics) 또는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이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텍스트(또는 담화)의 개념，

텍스트의 요건안 내용의 응집성과 형식의 결속성 개념과 이의 분석 방법， 텍스트의 의마

표상의 문제， 텍스트 구조와 읽기의 관계， 텍스트 구조와 작문， 이야기 문법 등의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언어학， 논리학，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27. 言語와 意味( n) (Language and Meaning)

상정 체계언 언어와 ::z. 상징 체계를 통해 냐타내는 의마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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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와 Ogden의 의미의 삼각형에서부터 Morris로， 그리고 일반의미본자， 심리학에서의 의

미폰 연구， 철학에서의 의미의 문제， 담화 분석 연구에서의 의미의·푼제， 언어와 은유 등

의 기본 문제와 견해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표

현과 이해의 맥락￡로 벤역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다.

28. 文識性 陽究 ( I ) (n) (Studies on Literacy)

취학 전에는 주로 음성언어를 사용하던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그들의 관심

이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로 옮겨진다. 인류의 발달도 음성에서 문자에로의 전이를 보여

준다. 한 개인의 지적 성장에도 문자 활용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강좌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문자를 안다는 것 (운맹 자에 서 문식 자로)

은 구체적으로 무슨 뭇인가?”， “문자의 획득 및 활용이 갖는 지적， 사회적 기능은?”， “취

학전의 음성언어와 학교에서의 문자지도의 관계는?”， “문식성은 여러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기능적 문식성이란?”， “산엽 ·기술 사회에서의 문식성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 교육(또는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식성 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나?" 등의 문

제를 탐구한다.

30. 언어와 文學( I) (Language and Literatur~)

언어는 다양한 表現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려한 표현들 가운데 美的 效果와 관련되

는 곳에 언어와 文學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정랩된다.

또한 문학은 내용의 形象化와 傳達面에 있어서나 形式의 效果面에 있어서나 언어를 떠나

서 存在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분석이론이 문학비평과 연관될 수도 있으며 文體論上의 가치는 언어와 문학

의 중요한 접맥점을 이루고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그 교육 운용상의 다변인적

요소들을 감안해액 함에 비추어 언어와 문학의 관계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과정

이 필요하며 문학교육 자체의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그 구성 매체인 언어와의 관련성

연구가 중요한 과제이다.

31. 수사론 ( I) (Rhetorics)

수사학 이론은 전통적으로 언어 구사 및 문학적 표현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文學이라는 영역의 한 배경적 변언으로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문학영역 자체가 未分化된 초등 과정의 국어교육에 있어서는 수사학적 토대에 의한

국어교육의 질천 가능성이 상정될 수 있다. 그라고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에서는 현대 수사

학 이론과 장르 이론을 도입하여 문학 작품의 形象化 과정에 대한 원리적 이해와 적용을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사롬은 언어를 포함하는 문학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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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커 초적 분야로서 다루어 질 수 있다.

師 大 論 驚 (36)

32. 국어의 發想과 表現 隔究( H) (Studies on Thinking Pattern and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국어와 국문학을 교육 내용우로 조직하여 국어교육의 課程으로 삼는 궁극적 목표에는 우

리 언어 문화에 대한 유지 ·보존 및 계승 발전이라는 교육의 기본 속성이 놓여 있다. 국어

의 발상과 표현에 대한 연구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채널이 가능하다. 국어학

을 토대로 사회학 • 심리학 • 인류학 • 해석학 • 민속학 등의 시각이 조화롭게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間學問的 노력이 국어교육과 같은 일종의 응용과학에 어떻게 투업되어야

할 것인가의 과제가 대두된다. 이 강좌는 문학， 언어의 2分法的 영역 구분과 무관하게 운

용될 수 있으며 관련 기초 배경 학문의 구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박사 과정에서의 운용이

적절하다.

33. 전통문화와 국어교육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에서 전통문화가 논의되는 장(揚)은 주로 古典文學의 영역이다. 敎育이 본질적

으로 文化의 {專承·發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어교육의 해당 영역에

서 연구 • 실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 경 우 전통문화는 주로 古典作品을 中心오로 드

러나는 당대의 文學的 文化와 그것이 당대 사회와 갖는 구조적 상관성에 토대를 두고 전개

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각종 문현과 기록에 대한 연구， 해석학적 연구， 국문학 장르체

계에 대한 학문적 모색등을 펼요로 하며 문화사를 포함한 문화 일반론의 조화로운 원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이 강좌에서 고전 교육의 化石化的 경향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인식을 이론화 • 실천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34. 문학교육론 ( I ) ( H) (Theories of Literature Education)

文學을 가르치는 일은 작품이라는 대상언어블 上位言語로 환원하여 전달하는 성격을 갖

는다. 文學의 敎育的 作用과 敎育이 만냐는 데서 現代의 人間理解가 가능하며 그래서 문학

교육이 인문교육의 중핵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문학교육의 次元에서 文學은 작가--작품-독자의 상호주관적인 力動的 作用態로 存在하

게 된다.

석사과정에서의 문학교육론은 문학교육의 개념과 접근 방법， 문학 현상의 諸局面에 대한

理解， 그리고 文學敎育 實錢의 제반 기초 원리들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을 철학적 수준에서 목표화하는 문제， 문학적 문화와 문학교육의 상호

적 관계， 관련 커리큐렴 개발 연구 등의 영역오로 심화 확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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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文學敎育演習( [) (Seminar in Litera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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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敎育의 理論的 토대를 강화하고 特히 間學問的 努力의 方向을 모색하며 文學敎育의

具體的 局面에 대한 陽究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文學敎育論(ll)에 後續되는 강좌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文學敎育論에서 제기되는 각종 理

論 및 方向을 심도있게 검토 연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36..文學 受容論( I ) ( [) (Theories of Literary Reception)

西歐 文藝學理論의 한 흐름을 形成했던 수용이론은 讀者中心의 作品觀을 그 동대로 하며

이미 국내에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마치고 있다. 제반 現代文學理論 중 受容論이 문학교육

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교육이 〈전달-수용〉의 구조를 기본축오로 하는 실천적 과

정이란 점 때문이다.

아직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원용에는 문제가 있으니 文學敎育에 示浚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석사과정에서는 수용이론의 원리와 분화된 이론들을 익히고 그것이 심리학에서의 패러다

엽과 대응되는 요소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에서는 수용이본의 文學敎育 적용

에 관한 방향 모색의 연구가 가능하다.

37. 批評과 文學敎育( I ) en) (Literary Criticism and Literature Education)

批評家의 비 평 과정과 文學敎育 學習者의 作品 理解 • 감상 과정의 相同性을 연쿠한다. 이

에는 물론 敎育學의 원용과 배합이 요구된다. 아울러 문학 교육이 갖는 이데올로기 교육적

측면의 성격과 가치 지향적 성격의 운제들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 현

상으로서의 비평(신문 잡지 등에 塵出된)을 교육적 요소로 포괄하여 문학교육을 설계하는

문제 등도 부수적인 과제로 뒤따른다.

석사과정에서는 비평과 문학교육의 본질적 위상과 관계 양상 연구를 초점ξ로 하고 박사

과정에서는 비평이 문학교육에 示浚 轉移되는 요소에 대해 정밀하게 검로한다.

38. 文學社會學과 文學敎育( I) (Sociology of Literature and Literature Education)

문학에서의 反映論的 측면의 效果블을 文學敎育에서는 어떻게 수용·조직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주요 사항이 된다.

특히 문학과 사회가 相同性의 구조로 파악된다는 文學社會學의 立場과 ‘삶’으로서의 文

學敎育의 속성을 理論的으로 정렵시키고 이를 文學敎育의 場에 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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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발달과 文學敎育( II)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Literature39.

또한 상상력은 그것을 文

결정짓게 한다. 이러

Education)

文學과 個體(수용자)와의 相互作用은 想像力의 作用을 뜻한다.

學的으로 계말시키는 수준에 따라 독자로서의 고급성의 획득 여부를

한 원리는 그대로 문학교육의 본질적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다.

문학 자체의 이론으로 제기되어 있는 상상력 이론들을 탐색하고 이것이 文學敎育의 場에

연구한다. 아울러 학습자 변인으로 중시되는 감수성， 정서 딸달

場으로 끌어들여 문학교육 실천의 기본 모델들을 이론화한다. 이러

한 연구는 문학교육학의 이론적 계열성을 정립시키는 관건적 요소로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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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 사상과 문학 교육( II) (Literary Thoughts and Literature Education)

λ、類(民族)의 文化的 遺塵흐로서 文學이 갖는 의의는 그것 자체가 A文科學的 次元의 關

心이기 도 하지 만 文學敎育的 관련 사항으로서도 중요하다.

敎育은 ‘有意的 選擇’이라는 特性을 지난다. 물론 현상적오로는 교육이 活動(activity)이

지만 이러한 活動은 活動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哲學的 理念的 로대를

어떤 형태로든 갖출 때 참다운 의미블 갖는다.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한국 문학사상을 교육의 한 기초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

다. 근본적으로는 이데올로커와 文學의 문제가 연구되고，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는 文學敎

育을 통한 文學的 文化의 IDK을 문학 교육의 내용과 方法 속에 용해하는 문제가 모색되어야

40.

한다.

41. 文學敎育 敎材論( I) (Text Development for Litera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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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敎育에서의 敎育課程을 바라다보는 哲學的， 社會的， 個A的， 地域的 條件들을

하며 이롤 로대로 文學敎育 敎材의 개발， 活用， 評價

분야이다.

등에 관한 원리와

특히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開放的 敎材顆과 그에 부응하는 교재 개발 전략 등이 중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준교재적 자료들에

대한 개발 준거와 개발 절차 등에 대한 실용적 수준의 원리를 정립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필

요하다.

포괄될 수 있어특히 교재 개발의 총체적 메카니즘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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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학 제재 교수 • 학습 방법론 ( I ) (Teaching and Learning of Literary Works)

교수 • 학습 방법봄은 기 존 교육학 分野의 수업 설계 이 론(Instructional Design) , 수업

모텔 (Teaching Model)이 론 등에 의하여 매우 정제된 수준오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들이

各 敎科敎育의 영 역 에 말전적으로 기 여 해 오고 있다. 이 에 부응하여 各敎科는 교과가 갖는

固有特性이 이을 이론과 어떻게 조화(거부)되는가를 부단히 검증하고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

문학교육의 경우 그 장르별 제재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중요 과제로 되어 있다.

특히 현장의 운학교육 운영이 이러한 접근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

안할 때， 문학 제재 교수·학습 방법론의 이론적 ·질천적 원리 정랩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있다.

43. 문학교육평가( I) (Problems of Evaluation in Literature Education)

문학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설천 대안이 몹시 빈곤한 상태이며 그

。1 론적 탐색도 부족한 실정이봐. 이는 물론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에서 문학을 단순히 固形

的언 知識으로서 對象化했던 것이 원인이다. 文學을 단순히 j、文科學的 內容物로서만 파악

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을 문학으로서 가르치되 수용 주체인 학생을 문학 교육의

중심 축오로 놓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평가체제(방식， 운영기법，

피드백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적 개념)의 개혁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文學敎育의 正體性에 업각한 평가 연구가 기대된다.

44. 문학연구방법론과 문학교육( I ) ( ][) (Paradigmatic Trends of Literature Studies

and Literature Education)

문학연구 방법론은 文學作品에 접근하는 일종의 認識論的 態度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을 띄며 전개되어 왔다.

역사철학척 방법에서 구조주의， 현상학， 해석학적 방볍에 이르기까지 문학이 가진 多義

的 속성과 변화하는 時代精神이 塵出해 낸 결과가 바로 연구방법론이다.

이 려한 문학연구방법흔은 문학교육의 목적성과 方向에 각기 그 나름의 독특한 무게를 싣

고 있다. 따라서 이을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고 문학교육의 망향성과 교수·학송 방볍을 검

토승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박사 과청에서는 부다 정교한 이론화의 연구가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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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중문화와 文學敎育( II ) (Public Culture and Literature Education)

文學敎育의 方向이 學生으로 하여금 文化的 主體로서 그가 살고 있는 시 대와 社會의 文

化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걸러준다는 데 있다띤， 文學敎育이 다

루는 文學은 一種의 고급문화적 性格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價f直指向的 性格도 갖

는다.

그려나 現代盧業社會는 대중文化的 환경을 펼연적으로 수만한다. 대중文化的 요소가 부

정적 일면을 (적어도 교육적으로) 수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文學敎育의 가치 지

향성과 그것을 감쇄시키려는 사회 환경과의 상충관계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는 마래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文學敎育의 환경문제， 특히 대

중문화와의 조절 작용은 문학교육의 기본 기능과도 연결된 문제로 이흔적， 정책적 양차원

에서 연구의 펄요성이 제기된다.

46. 現代文學敎育의 特珠問題( II ) (Topics in Teaching Modern Literature)

박사과정에서의 강좌에 ‘特珠問題’를 취급하는 것은 (특히 국어 교육과 같은 실천적 성

관심과 의도에격의 응용과학에서는) 그것의 실천 상황에서 이슈가 되는 렇제들을 특별한

서 문제 삼고 접근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現代文學敎育의 경우 여타 유관 장르(영화， 연극， TV드라마 등)와의 접합이나 변

용의 문제，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문학교육 운영의 行財政的 제도 운용의 문제 등이 연구 Topic으로 상정될 수

이흔적， 경험적， 정책적 캡근

내기 위한 강좌이다.

아니한 문제들 중，

연구 대상으로 수렴해

요컨대 원론과 각론에서 취급되지

요구되는 문제들을 일정한 의도하에

있다.

。1

47. 古典文學 敎育의 特珠問題( II ) (Topics in Teaching Classical)

古典文學

含意를지

同一하다.

교육적

강좌의 기본적 성격은 前項의 강좌〈現代文學敎育의 特珠問題en »와

敎育에서의 특수 문제로서는 고전문학의 본령과 주변적으로 관계되면서

니는 문제나 영역을 탐색해 보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민속에 관한 문제， 方言과 관계되는 문제， 漢文學의 배경적 諸몇素 등을 들

수있다.

또 고전에 대한 학생블의 태도， 인지적 정의적 반응구조 등 학습 섬리적

수 문제들을 계열화할 수도 있다.

측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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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 렵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어교육 현실의 개선에 있다. 국어

교육 현상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은 결국 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가장 홀륭한

이론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 교육과정안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를 쌓아가면서 인정 학문분야의 최신 이론 및 연구

성과를 섭렵하여 끊임없이 보다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에 가장 흘륭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중 • 고등학교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어교육의 목적 및 그 성격이 사법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 향을 주기도 하고， 사법 대 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 운영 이 국어 교육의

성격， 목적을 규정짓고， 이것이 교육현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론과 현장은 서로 영향

을 주고 받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학은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사뱀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류가 학문적￡로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

어교육 관계 학회의 활동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산말적으로 이 ,

루어 져 왔던 연구들을 보다 널리 보급시키고 비 판하면서 국어교육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어교육학의 정렵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동적인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법대 학이 나 교육대학에서 국어교육을 말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블이 겪는 갈증은

대단하다. 물걸이 보이면 달려올 유동적인 인력이 많음에도 그 동안 길을 보여줄 노력이

미흡했다. 서울대학교에 국어 교육 전공 박사과정의 설치는 이러한 현실에서 매우 고무적

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 국어교육을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임무이

자 바램이다.

이를 계기로 국어교육이 질적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을 개척해나갈 전문

연구요원 및 교수요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국어교육학의 장래를 내다보고 보

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교수 요원을 유치해야 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국어 교육에 대한 편견 등으로 극복해야 활 난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 난제틀을 극복하는 지름갚은 국어교육학의 정립을 위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결집시키

는 것이라는 순환 논리밖에 전개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국어교육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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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Curriculum Deγelopmentof Graduate Course (master

and doct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Lee, Eung-Baik· KOb, In-Hwan • Lee, Yong-Joo

Abstract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ci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ever simple

combination of three fie1ds-(Korean) linguistics, literature, and education pedagogy.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science which investigates systematically the teaching and 1ear)1 

ing of Korean language using.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reviewed current curricul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in all colleges of education, and reviewed domestic and abroad concerned

literature on language education.

Current curricul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in undergraduate and the

mater ’s course are hardly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

mellt. These appearances represent the present level of the sci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oals of Korean language arts in elementary and junior.senior high school are to

develop the skills of using language. Every country agrees to this view and the curricula

of Korean language ar.ts from 1st to 5th adopt this view.

But the undergraduate curricul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are not app

ropriate to cultivate teachers who will take charge of developing students' skills of using

language. And the graduate curricula are also insufficient to improve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arts teachers and to train Korean language arts researchers.

To establish the science of Korean language arts , following subjects are become known.

(1) The processes of humans' language' using-expression (speaking·writing) and

comprehension (listening. reading).

(2) The structureof content area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specific obje

ctives of each area.

(3) The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ies and principles about instruction and learning

in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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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vle problems of these subject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ers must

study the findings of other scientific fields-psychology, psycholinguistics, (Korean) ling

uistics , eiterature, theory of curriculum, instruction, learning and evaluation.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ers must be trained to use research methodologies freely.

A curriculum of the master’s and doctor’s cours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

tment must take account of these needs. The curriculum proposed in this study represents

these needs , but it is no more than an attempt. Carried out without basic research findings ,

this study contains many problems. This study only desires that at the moment of this

suggestion more specialis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interest in establishing the

sci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es in this part are activated, at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the reality of Korean language class will be impro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