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재 평가론의 통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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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욱 김호정 

외국어(흑용 ，~언어) 교육 이흔융 구성하고 있는 어려 하위 이흔들 중 

에서 교재돈은 궁건한 한 부용올 차지하고 있다 엉악1삐삐하게 볼 때 

외국어 교재온옹 외국어 교육과정폰 및 교수학습론과 긴일>1 연결되어 

교재 개일(혹은 쩌작|얘 필요한 이흔적 근거를 제꽁하기 위한 기왕의 논 

• 용 연구는 축제얻국언어운1f억여 INKJ 주처 3)12년 용 학슬대회 -한국언어운희교욕 
의 용시석 성근."(3)12. 3. 311에서 엘표한 내용융 수정‘ 보싼한 것이다 당영 우록한 내 
용의 엘요융 경칭얘 주신 여러 창석자와 토옹융 영아 주신 선생닝깨 강사드린다 또 
한 용 논운의 성샤원 맡아 치밀한 지적과 유익한 초언용 해 주신 익영의 싱샤자 세 

상깨도 강사의 아옹융 요힌다 

" 호서대학요 인문대억 한국어운파악l까 죠g쉬주저자) 

". 궁인예학교 쿄육대학앤 조교수{쿄신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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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툴율 주왼 내용으로 낭고 있으여‘ 여기에 더해 어이한 것이 좋은 교재 

인7，에 대한 논리적인 당융 구하기 위한 교재 평가폰 억시 교재흔의 한 

일부로서 왜 오랜 시간 동얀 논의되어 왔다 11 

외국어 교재 평가흔얘서는 교재 평가의 옐요성 및 그 근거와 절차훌 

대새로 언어 교재 개발용의 잉X에서 다루어 왔다 뼈Ieri왜 æs.gn 또는 
maten외 æv에따rentl 이는 앞서 밝었듯 교재론의 주퓨가 교재 개발혼인 

만큼 영가 역시 개발의 일부로서 다투어진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언 데 

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교재를 ‘평가한다는 것은 교재활 ‘분석’한다는 것 

과 흔히 용치(때liD되곤 했다 즉 교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틀은 곧 교 

재률 평가하는 기준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재 분석의 결파 

를 종행뼈 최종적으로는 교재 개정 빛 셰작의 시사정올 얻고자 하는 방 

향으로활용되곤하였다 

그러냐 외국어 교재의 평가릎 위한 당돈이 시대에 따라 연화되고 었융 

올 놓쳐서는 안 왼다 뜩"1 교재의 ‘전문가척 차별성의 역헬(diff"""， 

Vlew. 때에@‘næll 장고21)이 확산되연서 ‘교재를 얀든대l써왔/힐야}’는 

1) 예건대 ‘궁어기용엉 시앵링(대용명령 >l2&J호)에서는 한국어교핀 자격 춰특융 위 
한 영수 ，2:i!↑욕으오 5깨 영역.ll개 에사 교과육융 나영하고 잊눈에 이 충 한극어교 

찌용옹 3 외극어효서의 안국어a육흔‘ 학용 영역의 Jl:i!~，호 에셔‘1어 잉'f. 엄상이 

나 여잉이 어여하은 한국어교육억에서 한국어 요제혼용 그 땅'1호서 옥엉석으호 인 

식이 되어 있응용 싼영하다 !l 수 잊었다 
21 때”째htU931 : 6 에 서 는 외당어 수엉에서 교재가 지니는 우 가지 액심적 억안료서 
경정요싼의 역앙(MICien:y 、%써 71 ‘전용가석 '1영성의 억양(뼈'enn:e viewl 융 제 
시한 바 잉대얘우용. 1m 8l에서는 요사의 용안전성에 근거한 햄 과 역앙의 사 
영생에 근거한 완성으호 융이l 형성 .. 인의 역앙온 교찌칸 교샤가 놓갱 수 잉는 
우훈융 보인하는 억앙융 얻다는 경뼈포 쿄사가 교재의 우위에 잉는 최종 킬정자라 
는 샤싣용 중시하는 영갱이고 ‘전운가적 '1연성의 역안↑온 .. '1-석 전문성에는 시이 
가 ￥영'1 혼재하E흐 a사보다 요재 전용가가 에상의 요수 자료양 찌직벼냉 수 잊 
다는 션셰 하에 이영게 요찌 션~7)-o11 ~l예 용안원 g재가 i사가 시간 나논 대효 
찌욕에서 얀둥어낸 제작댐보다 가격이냐 노동연에서 더 낫고 연차 엉는 균생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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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연이 아닝 ‘쿄채를 고은cj{il!)E1'는 판정이 보연화되고 있으며 공공 영 

역에서의 외국어 교재IK-12 이내 외국어 교과서 퉁l와 판련하여 오국어 

교육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과 관련왼 논의틀이 외국어 교재의 선정을 위 

해서도 원용，tlUlll되고 있는 정도 새륨게 부각되E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경우는 기타 외국어교육의 일반적 정~올 

따르연서도 나름대로의 욕수성을 지냐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국가 주도 

의 정책적 차원에서 극외 보급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어 교재는 시장 논 

리로안 결정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판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근 국립국어원의 정잭 연구{깅호정 외 ， :!I1lI, 한국어 교재 추천제도 훈영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재흘 꽁콩 기판 또는 공인 기관이 

추천1하는 것율 제도화하는 하는 에에 대한 이흔적 타당성과 엉적인 검 

토를 획인한 바 있어， 이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 

재 평가는 단순히 훈석(쐐ysisl’， ‘선정(잊lectiool 이라는 기존의 내용온원 

안이 아니라 ’검정(뼈rov외)’， 인중{∞tificatìoo)'， 추천Il1X:OIlIæ!ldatiool’ 

동의 개녕도 적극적으로 고첼}고 검토해야 할 시겁이 되었다 

이애 그간의 한국어 교재 평가에 판연왼 시대적 당론올 살펴볼 옐요성 

이 채기왼다 본고얘서능 외국어 교재 영가폰의 일안돈얘셔 출알하여， 한 

국어 교재 평가 이론이 어t-í~거1 연화되어 왔는지를 용시적으효 살펴보고 

그 미래흘 천앙해 보고자 한나 

n 교재 영가의 당흔 형껑 과정 

l 외국어 교재 영기의 딩론 형성 과정 

외국어교육의 이론에서 교재 평가 당흔이 l차적으로 형성왼 것은 17세 

육융 싱시혀논 에에도 유리하다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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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후반에서 18세기로 용 수 있다 주지하는 "1와 같이 과거 문엉언역 

식 교수엉에서는 고전 문헌이 곧 교재였고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량 

융 중요시하였으며， 운어 중싱이었다씨 17세기 중후반에 껑어를연서 구어 

중심의 영어 및 프랑스어 학습의 분위기가 영국에서 형성되었고(신길호 

:lXM: :!l) 대화 중심의 교재가 나타난다 이때의 교재는 주로 오￥{와 목 

표어율 상호 대역(염패)하고 용역m".lJ)하는 방식의 회화 교재였다 

18세기 중반기애 틀어서 학교교육 쩨도와 교육 내용의 변화， 사회적 필 

요성의 중가 학자을의 노력 퉁융 웬동력으호 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대Ibwatt， 었껴 l용111) 이전ηI^I 제도킨 외국어 교육의 

중싱 교수엉이었던 운영 번역식 교수엉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어린아 

이률이 말을 알아듣는 것과 겉이 언어액락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융 이 

용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상￥” 초껑을 맞출 교수엽이 쩨시왼다 

이 당시까지의 외국어 교재 평가란 대체로 사용재교수자 및 학습자) 

흩 용해 회수원 피드액융 다융 교재에 반영하거나 여러 표재용 놓고 장단 

껑율 논6애 교재를 개선" 는 데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톡별'1 어떤 평가 

용 위한 기준이나 항옥 풍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어 19셔 기를 지나가연서는 칙접 교수엉이 흥olOli..!'!)하던 시7)4 )여서 

딱히 교재 평가의 필요생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어교육이 표준화， 

3) 1:1현<JoI. 용싼‘서의 외국어a육도 은 용에서 거의 유새l<I는 정옹 예우 흥미로용 

사실이다 역안i.l'π)셔렁 '1균어용 션용격으호 구샤에야 하거나? 연경GI찌 지역 

거주자 동 욕수한 상앵에 잉지 앙용 한， 충셰 이션의 얘￥용의 인유는 구어로 외쪽 

어톨 구샤얘야 힐 이유가 크재 엉었용 것이아 연억킥 훈희용 홉수~.E. .il양융 쌓으 
여 인칙융 도야*ν1 위안 용어 충11. 푼엉 충심의 외국어 학숭이 껑극 추유엉융 것 
이라는 추흔은 웅。l 용서뺑 구싼 핀요'1 었용 듯하다 

4l 외국어 학협 대얻 이흔용 없으냐 기혼의 외국어 억숨에능 땐가 잉다는 것이 용 
영하재 원 18-19세기 우영에 외국어 억습과 안련한 의견과 주장이 다i찌찌 L써났 
다 칙성l수엉 또한 오g어용 매우훗 욕1IC어에 대한 아써야 노* 상에가 최 예 외 

국어 습득이 일어냥 것이'1는 다소 악연한 신녕에서 비옷되었융 것이냐 



앤묵어 교셰 명가릉외 용시걱 고철 5 

집단화플 지힘}는 근대교육으로 접어은 æ세기부터 외국어 교째를 어띤 

연제(쩌때) 안에서 개발 제협}고 교육의 성과흘 지업}하여 판려함 수 

있다는 믿응이 생기연서 교재의 중요성이 부상한다 

더구나 3새기 초 청화식(lI!ii'\Ä; audio-뼈때 rr-.:t뼈) 외국어 교육의 

시대로 정어들게 되연서 외국어 교재는 '1일한 외국어 학습의 이흔융 구 

현한 애우 중요한 저걱k율로 그 '1위를 획득한다 이후 1911년-!lJ년대 샤 

이 대조언어학과 대초 분석의 이론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오해와 옥표 

어 시이의 치밀한 대조를 용해 습득이 용이한 항목과 어려운 항욕율 완역 

하게 규명하여 옥요어 정복울 위한 완전한 로드뱅이 곧 교재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임응이 앵배하였l 이 의지를 교계에 당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와 갇은 시기즐 지나가연서 외국어 교재는 학슐적으로나 학습의 성 

취 연에서 펑7171 가능한 대상울로 다푸어지게 원다 외국어 교육의 성패 

를 논하기 위해 교재가 적절썼는지 또 교재의 구성이 문제가 없었는시를 

따져보게 되었고 동시얘 외국어 습득 이폰과 이에 따른 교육적 처치가 

어떤 방침 우|에서 어떻게 구얀이 되었는지을 살펴보게 되었다 

외국어교육 이돈에서의 교재 영가와 판린한 당론옹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강이 교재 개받온을 중심으로 이우어셨다 지금까지의 외국어표육학 

연구에서 교재 판련 논의을율 일멸해 보연 교재돈은 교육과정온의 룡 안 

에서， 교재 평가흔옹 교재 설계론의 엄주 안에서 써우적인 논의올 확장해 

왔다고블수있다 

판련한 논의 중 Tomlim",,(I!Æ 219. 저 2안 æu: 2 171은 교재 영가의 위 

상을 전체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하우1 분야로 산잉하여 넣었다는 

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또한 M:Grnιh(었lZ 291의 논의애서는 교 

재 개빨l란 끊임엉이 평가 한류， 반영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쟁의하연서 11단계 분석l→[I채거시적) 영개→[2채미시석) 영개→ 

[선택과 적용]→{채용석] 이 연속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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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선뺑 논의를 더육 연일하게 재설정하여 1교재 훈석 과 ‘교재 평 

가흉 구용하는 동사에 평가의 과정 또한 거시 평가와 ‘이시 평가 단계 

로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M:Grnth 었lt Z2)에서 ‘교채 용석’은 객관적이고 실중 7~능한 데이터률 

확보하고 이애 대한 진슐올 。l끌어 내는 것(a ααs 얘ch Ieads to an 

obj뼈ve， verifia:비e 약월펴따1)’이고 ‘교재 평가는 ‘이를 토대로 어떤 의사 

판단을 내리는 것(inv뼈 엉 the(!!얻뾰보띄1wnents)’으로 구분한대엽출 

연구자) 또한 교재 펑가는 거시적 영가와 이시작 영가로 나뉘는데 거시 

적 영가는 분석을 용해 얻옹 객판걱 정보를 바탕으로 교재흉 툴러싼 척절 

성에 대한 가치 판단올 내리는 과정으로서， 포활적인 의미에서 교재 명가 

로 영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거시척 교재 평가로셔 혼히 언급되는 것이 인상 평가나 셰크리스트 평 

가 동인데 오앤 사례로 S애d<11972)이 채시한 <3특성 3차원 4요소〉 평 

가 기준이라든지 Grnn끼11!B7l에서 제시한 <CATAα인'> 평가 기준 퉁율 

툴수있다 

S!e\;d<( 1972)은 외국어 교재훌 대상으로 평가한대<:v허따te)'는 개념융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논저에서 소개한 인상 

영가 땅엽(irro:r옹siooistic JTCthOO)의 일종인 <3특성， 3치원， 4요소〉는 다옴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인현식， 3m 15; 강냥육， 었E 21-Z2 수정 인용) 

11 13 욕성(Cj\때itiesl - 쿄재의 세제와 영식에 판한 것 

@ 강도(--""뼈=， 학영 요큐l의 적앙성‘ 자료의 사실성， 학 

생 만측도 실생한 양용갱 풍 

@ 경흰!ightress-Æaviæss) 단원별 자효량의 정중 각 앵의 문강랑 갱 

도둥 

@ 투영성파 간영성{tr~ q;ocityl 지요의 일렌성， 용엉항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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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운장 구죠의 간절성 동 

121 3 차원lcinn>sioosl - 교재의 내용에 깐한 것 

@ 언어적 i맨(뼈띠sticl 

@ 사회격 차원1S<rial 1 

@ 주쩌적 i맨(때때) 

131 4 요소(띠""""'1 교찌의 애타격 구성에 판언 것 

@ 언어 사용 7) <11""찍(I1S f(I" use) 

@ 언어 사용 사헤lsar띠es of use) 

@ 어휘 당색llexK;외 액_1 

@ 구조 판께 당색(뼈_d suu:turnl 떠때ooshi\lS1 

이와는 알려 Q찌(l!l!7)의 <CATAL연fTe&>는 쿄재 평가폰에서 ‘점 

검표.Iclxrl이잉)’ 형태의 초창기 오앨로서 자주 인용되곤 한다 이 오델에서 

는 디@ππ.micative: 소용성1， AlAims; 옥요성)， 꺼TeochaJjJjly; 교수성 1， 

A어뻐빼e ;dj-oos; 부교재1， LI냐얘 둥급성1， YIYrur in1nssioo; 애력 
도)‘ SIStuænt inærest; 흥미도1 ， 까Tried and te없펴; 검중도)의 머리글자를 

따서 화학 촉애용 뜻하는 @때ysl‘로 표현한 것으로서1 이 8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위 영억융 분류하여 각 107H씩의 운항올 채시한 후 그러항/ 

부용적으로 그러함/그렇지 않옴1의 점검표식 평가를 내려서 교재율 평가 

하도폭 되어 있다U 여기에 인상 영가흘 직정 기술하는 낸뼈)올 채시하 

여 앙걱 정검표효 단순화되는 당정을 보완하였다 

한연 미시적 교재 평가는 교재의 한 영역에 초정융 맞추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센하는 십충 평가 땅엉lin-"'rih Jret뼈)올 그 방엉론으로 한 

다 즉 외국어 표재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을 중에서 특갱현 영역애 

노력융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툴 위해 평가해야 할 영역융 엉주화하는 것 

51 정갱영 영7)J!. 영삭의 션용{↑1:)온 최정순()잉7: 141-1(0) 진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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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학술적 전제라 할 수 있다 McQath(:lXlZ431에서는 미시적 평 

가가 적용될 수 있는 벙주로서 @디자인(designl， CrJ언어 내용{language 

떼어lt1， @주제(su!지oct mlt1erI, @ 실용성(，.-ætical 얘1SiOO"atim) 둥올 제 

시하기도였다 

마시적 평가의 기존 연구 사헤흘 보연 언어 내용 멍주에 판련원 것이 

가장 많다 초기 평가 모형인 Toc뼈i l!1151의 경우 문법 패턴(grnrnroti때 

'"뼈nl의 적절한 배치와 연습{drill l 유형과 배영의 타양성 둥올， IrOJd 

a녕 어æ-Murcia0!ll91에서는 새 어휘 부당량과 급수에 맞는 합리적 문장 

길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후 Mattre~.O!ffi1은 문엄적 정확성과 각각 

의 언어 기능의 균형성을， 벼lI1lli lÐII에서는 잉력 내용의 질과 조직 갱 

도 연습 운제의 실효성과 통합성 둥을， 뻐19.)51에서는 자강} 지닌 실재 

성(au뼈lticity)과 학습주도생올 주제로 이시적인 항옥을 설계하였다 

Tæψm씨쨌 :mll어 서는 연령， 지역1 내용 풍으호 평가 기준올 세분화 

하고 세용화원 각 기준의 판정에서 유효성의 충족 정도를 따로 계측할 것 

올 주%닝}기도 했다m 이틀 모두 한국어 교재의 펑가 기준올 수링하는 데 

에도장조가될것이다 

2 효택어 교채 영기의 담흔 영성 과정 

그간의 한국어교육 연구사를 고찰해 보연 교재흔 운야는 타 연구 환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익F하고 그나마 있는 기왕의 교재론에 대한 논의에 

서도 교육'4정과 교재의 상관성 내지는 석용 유형을 논하는 ‘교재 유형흔’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재 개발흔’이나 ‘교재 평가론’에 대한 연구가 

61 지연 판계상 이시 경가와 찬련원 다j용! 요영융융 에시하시는 옷하였다 미시 요재 

영가는 잉하고자 하논 냉향g 정확히 측챙하÷; 것응 욕g호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논의용 인용허어 제시히는 것으호 본고'1 역할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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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하다는 지적이 이미 재기왼 바 있대민연석， aro 6-71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연서 교재 개발흔파 판련왼 논의는 어느 갱도 보완이 이루어 

졌다고 여겨지나 교재 평가 내용과 방법등 연구를 주왼 논제로 상는 교재 

영기흔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싱화 알선되지 옷한 것으로 파악왼다 

。1것은 교재 평가혼에 대한 관녕이 융바르고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휠요성 및 가지에 대한 인식 또한 부재하거나 영료하지 않은 떼 

어 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왼다 그 일례로 기존의 상앙수 연구울에서 교 

재 분석 과 교재 평가의 절차가 동일시되거나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용 경훈L융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교재 평가 내용 및 방법 그 자제를 다우는 논의보다는 교재 

분석 차원에서 단일 교재 또는 교재들 간의 교재 체제 또는 내용 구성에 

대한 고찰 및 비교 대조흘 시도한 것이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해체와 

분석이라는 미시적 판찰을 용해 해당 교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데이터의 

수집올 녕어서지 옷한다는 정애서 합리적인 의사 절쟁의 과정을 영두에 

두는 명가와는 다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강온 연구가 수앵되는 가장 주요한 옥석이 교재의 재구성 

또는 교재 개일이라는 정애서 교샤 또는 교재 개일자 잉장에서 주로 교재 

의 내용 분석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얘문에 단원 구성 셰세 문 

엉 기술 내용의 선정과 애열 순서， 연습 및 할동 과제 유형 풍올 추출하여 

상호 비교한 논의가 가장 않았다71 

그러나 최근에는 교재 재구성 또는 교재 개발 차원안이 아닌， 선정 또 

71 울온 이러한 중에도 드웅째 잉￥에서는 표얘~I 91찌객 약성 약<1 시각디자인선 측 

연에서 언어 학습용 옥진하는 도상정(뼈U<t↑ 며h띠UI ia:rαU'~y)에 주육하고 이 

용 앙석하거내액송주 :!lß1, 11 기1간의 한악어 교육 'Jo I트률 간의 비표 싼석흩 시 
딘앙으효써(박건숙 :!lß) il제와 요재 용석이라는 영역의 21연적인 따상훌 도오하 

고 잉는 경우도 ‘!인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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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천 퉁올 옥적으호 하는 종더 다양한 교재 펑 7f에 찬한 본격적 당론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옴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하의 논의 

과정올 용해 초창기의 호용을 일열(-rfl하고 이어 용석 • 개발폰으로서 

의 한국어 교재 평가온과 추천 선정온으로서의 한국어 교재 영가흔융 

각각 나누어 살펴봐로 한다 단， 이와 같은 서슐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한계와 제기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학슬적 영연을 보아 다옹과 

경이 영 가지 전제 샤헝않 두고자 한나 

첫째， 앞으로 서슐힐 선정과 추천융 위한 교재 평가 이혼{아래 4)항)이 

용석파 개발로서의 교재 평가 이온{아래 21항)을 마치 패러다임의 전환처 

렁 대셰(f~MI했다거나 쇠퇴시킨 것이 아니며， 이 두 항옥의 관계가 대링 

척이거나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정올 분영히 g얘l고자 힌다 새홉게 제 

기왼 당온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요칭되었는가흘 짚어보려는 것이 본 

연구가 시간적 순서로 당돈을올 소개한 이유이다 

둘째1 아래 각 %에서 한류한 영7f혼의 당돈 벙주는 학술적으로 익숙하 

게 용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시정얘서 되롤아보며 연멸되는 지 

정율 가려 그 구획올 핫아본 것으로 시왼~1í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이 옹당하다 분류의 기준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더 깊온 ~술적 검토가 

이어져야할것이다 

셋째1 천술(에íj~)한 바와 같이 욕정 연구를 규정왼 용류 채계로 포항시 

키는 것이 다소 모호한 사헤도 있다 이는 교재의 훈석， 명가1 개알 풍의 

절차가 일련의 과정으로서 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분리하기 어영 

기 예문이기도 하려니와 연구자 역사 자신의 연구가 교재흔 중 어느 곳에 

배속{ð~훌)왼다는 논리훌 취하지 않고 장엉워하게 설정.~는 경우도 않아 

관정에 따라서는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본고에서 는 분석 

한 해당 연구가 갖고 있는 옥직과 의의융 바당으로 하여 각 연구자가 요 

영한 명주율 원칙으로 훌유하였다 



한국어 a재 영가용의 흉시적 l청 11 

넷 에 이하 각 항tηiJ의 서술은 연구사툴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전개하 

고자 하며， 한국어 표재 평가의 연구가 아직 용성하지 옷하다는 제약으로 

인혜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서술힐 것이다 

11 평가론의 세부 내용론이 없던 시기의 효댁어 교째 영기 

이른 시7~’의 초기 한국어 쿄육자 및 교재 개알.'1을의 선앵 ξμ성올 겁 

토해 보연 한연으로는 매우 당연하연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사실을올 얻 

게 왼다 즉 한국어교육의 영가가 이온적으로 정일화외기 전에도 자채적 

인 교재 평가와 한유 반영 ξk겁융 몽해 교재 개발이 커i준히 이루어졌다 

는 정을 짚어불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블 틀어 보연 다옹과 같다 

• 한국어교찌가 아닌 외국어요재이 '1능 하지안 r노링대( ιZλ1，와 같은 

21묵어 교재퓨에서 옥g 외국어(κ…이 '1 자얘익 언어끽 연화 지영 국 

영 인영 동 시대 연화 용회{띠m 및 울가의 연화 학습자 모국어(한국 

어)21 언어석 연<1 퉁용 안영<1는 개갱싼본이 안간씬 사찌 

• 초기 한국어 요찌 샤효I:l! HI에서 중요한 사례랴 안 수 있능 r교런수지 

l 'i("H\~iI，의 경우 연채 가항 오래힌 고사온Nï~.{~씨으효쭈터 여러 중 

보혼용 거쳐 II!I I년씬(에'tf; 14년안)으포 기는 과정 속에서 요셰 어찌에 

세용화 또는 축소 퉁 개정 노펙이 나타나여 어에냐 종갱어이 동 문영 

81 역사을 경쳐 어느 시대에서냐 한국어쿄육의 수요가 영성되어 잉었iL 근대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양삭의 한국어교육이 상시씨었다는 샤상은 '1상 찌흔힐 영요 

가 없용 듯하다 다얀 근예석 의이의 한국어교육이 시각원 사정에 대에샤는 앙으로 

도 않은 논의가 띤요안 젓이다 온고에세는 궁외 주연녁에서 언국어 학습으l 구셰적 

인 요구가 영생외어 쿄재냐 샤전이 알간되고 요육 기원이 성엄씬 1ffi1J년대 중반용 
기정으호.wm영 얻옹 에이지 정￥의 죠씬어 학습소 셜업， 1874년 쭈생호lPut잉101 
1&1>년 로스(FbsJ의 샤션 잊 쿄재 연찬 용의 샤싱1 :l!!l 1 간:ill 보잊다 이와 강이 보 

연 근대 한국어표육'1 억샤는 대략 l세기 안 정도에 이르깨 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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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역사적 연회융 안영하여 얘문도 사기에 따라 연경해 옹 사헤(사 

이토 아케이17빠 띠11:1， aα IOI -Im 및 아래 〈그링 1> 창고l 

〈그~ 1) r교린수제~_J 믿온예 따른 띤징괴 에문 언경 씨에 

용 fk. 1. 4- ”“ ‘ * i ! g ! 

•• ’ ‘’ ‘ e:'. .:. ~ ! : 
11 . . _ ~) ‘ , - • .. • • ‘,. :.t :.· ; ‘ 1; i ; :1; 
:; i ‘ ;: :? • | ; : ; . 1l 

‘ ’ ‘ ’ 녕 " .. .,. .. .. . t t: 

" ， 흰 ii 펴 짚 | ;‘ i;;:;; 
... , ‘!’ .이 •• • 

• ,. 1' ， .이: s· 1 : : ; * 
r “ ; , ;l J .: : 
:: 깐; § 1.: : i il 

r l i. 잉 ’.| 3ii “ 
W강호예 8'4ι / 'j' 띠미↓W~J) I ι lιι<1냉<11 

l 거휴용 영인 서껴 '1 사얻이여 중 G끼 우까옹 '1지잉언납이성\'! ... j-::tt r:.인) 

• 셔양인애 의얻 최초의 한국어 피아 교째인 로스(j. I!ossl의 'Cman 

Plima'( 1앙끼의 경우 양간 5년 후 개정판인 'Kaæ1 si><빼18없1，융 내 

고 서문에 서퉁러 낸 탓에 교재가 가지고 었는 여러 운채정이 있었옹옹 

앙히고 이용 앙석하E 문재정융 보안'1여 개정안에 안영한 사헤 (강낭 

육‘ :ro>S1정 잠고l 

• 이후 근대 초기에 엘간원 에러 한국어 교재툴 예컨얘 호세요 시제카스 

IWll!lil!í, II!!lI, 스코트.(j， A S<α" ItI!7, II!!lI 게일(j. S. GaIe: 1æ4. 

19161. 언더우드.l1i G. lJr<Ieruoo:1: 11Ill. 19151 동의 사혜애서도 이전 교재 

툴용 판석하고 주연 학슴자나 교수1별로부터 제기진 운채정을융 청취 

하고 수앙<1여 개정 교채용 안드는 데 앙용하였마는 언급융 서문에 기 

술한사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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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l!aH!)년대 국내외에서 말간원 한국어 교재률융 살펴보연 마찬 

가지로 이전의 교재툴융 반성적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다옴 교재흩 

개핸↑는 데 반영한 것융 언급하는 내용률이 드뭉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 

러나 표재 개정 액서나 이와 관련한 연구 논운을이 옐도로 발표왼 젓이 

없어 그 과정을 연밀히 파9닝}기 어엽고 따라서 당시 개옐자와 개정 작 

엉 ￡써자틀의 구제적인 중언 확보를 용한 재구 및 분석 연구도 향후 과 

제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안 현재로서는 개정왼 내용을 상호 비교 

함으로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 교재 운식 및 개암혼으로서의 효댁어 교재 영가론 

l!lll년대 을어 기존 교재의 재구성 또는 새로용 교재 개말의 필요성이 

중대하였고 그 결과울의 생산량 또한 양석으로 크게 앵%하였다 교재 평 

가는 그러한 과정의 효율화 및 결과울의 최석화를 제끄하기 위한 노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얘는 평가 내용과 앙법혼 

에 관한 이온에 전ξL하71보다는， 기흔 교재 또는 새융게 개발왼 결파울로 

서의 교재을 분석하고 이한 위한 기준 설정에 필요한 논의흘 전개하는 것 

이 가장 주원 흐릉이었언 것으로 이해왼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어교재 g 

석 잊 용석용 기준에 판한 선앵 논의플 구셰적으로 살펴깅그!자 한다 아 

래에서는 주요 연구사활 용시석으로 정리하였는데1011 이 흐쯤으로 뼈 

91 욕에 게잉의 rRt~m씨(씩시냥) Kcrem Gramrtiai Fmπ，{ I앙n，은 우'1에 유타 

7'k ftli뼈엉 }와 효셰E의 IfI!l년안 ' ... 힌수지{슛~!tì.1JJ)J와 어m 냉주 에운이 잉￥ 
아동거나 ji!얘 삭제한 깃 이외에는 거의 통일하아 이애 대한 한국어 요얘사적 내용 

과 의 '1 사진 자i 풍용 강남육{찌:S 217-낀깨 ~Ìi!. 
101 지연'1 언찌상 한렌 연구융용 홍앙리하여 상세'1 기숱하시는 옷하였나 또한 농'1 

의 호정상 주오 훈석용 기둔으호 씨시되고 았는 영역「융 안약히 샤승하는 섯에 안 

정하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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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것은 주로 (판정과 의사 경정융 위한| 교재 ‘평가흘 위한 기준이 

라기보다는‘ (구조와 내용의 세우 사항을 파9냥}기 위한) 교재 ‘분석’을 위 

한 기준으로 설정 제시왼 것임융 알 수 잉다 

• 최갱순(l9J71 개발자료서의 교사 역할의 중대성융 피력하연서 교재 구 

성과 이융 위한 표재 앵가의 운셰 논의 이때 학습재요구， 용이， 능력 1， 

교^K교수 유영)‘ 쿄수요원언어 쿄육의 내작 요구}에 대한 적앙성 판단 

기준융 제시‘ 욕>1 한국어가 낯선 언어 라는 정에서 언어 교육의 용앙석 

욕성이냐 숙련도 등급， '"생앵c task 구성 요소 퉁융 고허해야 할 필요 

성 채기 

• 칙길시Il!!lll: 21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실재 문찌왈 거혼하연서1 저자 

영‘ 안앵엘， 출잉사，71격， 샤용 대상재아동/성안 초/중/고/최고급)， 사용 

언어킨， 보고 교찌(가격)， 오디오/111디오f，ol~ 숙제장， 운셰징 유우， 안 

g 억홉요옥 내용구성 사용 어쩌 부휴(수) 예상 지도 시간‘ 판련 자료 
둥융 교재 싼석의 기훈으오 제시 

• 노영안{!!!ll): 씨 기판에서 개알원 쿄재융 낭원 구성융 충싱으로 용석 

안씬 구성 요소 내용장의 욕징. 교수 • 학습 셰세상의 욕징이라는 기준 

하에 단씬 구성의 셰제 용석 시도 

• 친대연Il!l!ll 교재 용석의 욕적과 망엉폰에 깐한 논구앙 시작으로 교쩌 

완석의 71중 셜정 제시 쿄육과갱， 요써 제작 및 선쩍 교실 수영 관련 

(학습 욕요와 ‘앙엉 교재 구소 언어 샤용 기능과 연습 애찌와의 연관성 

언어악적 기준， 주셰 지역석 사정) 기준으로 하위용휴인 기준 째안 

• 인연식(없III 교재 개발 성정용 영가 기준으로 8가지 셰시 <D교육과 

정과의 일치 요수요옥의 위껴l칙 구연 단원 간 연계성 악융옥요의 영시 

성 @학습 대상자의 적절성， 닝이도의 객철성 시간 배당의 적켈성 @문 

엉 어찌 사항의 위계성 용，~ 어휘 셜영의 간경성， 구어 운어의 조화성 

@학습 홍끼 유암성‘ 학융 정근의 용이성‘ 학습캉의 잭철성， 학습 활동의 

다양성 @언어 샤료의 정악성， 주셰 자료의 갱짝성， 지g의 다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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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의 적절성 @보조 자료의 적절성， 내용 설영의 간결성， 교재 구조의 

간경성 연융문재의 적절성과 성용성 @의샤소용의 유용성 언어 능력의 

유창성， 언어 능력의 정획f성， 영가 적용의 타도얘 @교수 지도의 연리성 

언어 기능 흥항 지도의 효융성 학생 자율 학습의 적절성 

. 01해영GlIlll' 학습자중심 수엽융위한판정얘서 교재 푼석의 문제 논의 

용석의 기준으호 묘수학습 상영《기깐 정보 짝습자 교샤) 외적 구성(내 

구성과 외앙， 가격， 구잉 용이성， 사용 연이성， 애치， 얀연 구성웅 제공 여 

부 및 구임 용이성 교실 환경 잊 장비의 웬요성 학습의 전제 상'j{한;ν 

외국1， 개얄자의 교수걱 욕성에 한한 정보 유우) 내적 구성(구성 욕요 

혁습 내용 학습 안동) 요소 제안11 ' 

• 영인교laαl 실질적인 교재 개딸 과갱 중에 진앵원 국내외 교재 용석 

결과에 토대 교수 학습 상횡{현장， 학습'1， 교샤) 교재 외적 구성(오양 

구압 판련 구성， 저자 또는 기깐 쟁보 유우) 내적 구성(전셰 당원) 학습 

내용{주재‘ 문엉 어휘， 앙융， 당~ 문아) 학습 힐횡열하기 듣기 읽기‘ 

쓰기 1， 학습 영가와 피드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 한용회{:mJ1 교수 학습 상행학습자와 쿄수 요건 교육 기관 둥}‘ 외적 

구성(주교재와 찬련 구성윌 래이아웃파 갇은 애자 한자 크기， 상화 유 

우， 전세 문캉， 검색의 용이성 어~l ~판이나 문엉 색인 재용 여부 동1， 

내적 구성(안씬 구성 자요 단원별 주재와 과제 기능 문엉， 어얘 운화 

내용) 요소에 대한 자셰 끼판 교재 분석 시도 

• 이관삭1:nE1 욕한의 한국어 교육을 이해하시 위한 하냐의 땅엉으후 북 

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화 전문 교재즙 대상으호 교재의 형식과 내용 

의 욕정 분석 외적 구성(교재 크'1. 내용의 g향 인쇄 상대 온문의 형 

식적 구성 1， 영반적 내용{안앤 구성의 형식 및 내용성 욕정)‘ 언어 문화 

111 다온 연구도 그러한 측연이 엉지 !，아 있지얀‘ 이 연구는 용석과 영가 양Ff융 오두 
다루는 포갇 앙흔의 성격이 더 강하다 본고애써눈 이 연구가 쩌시한 여러 기준등 
이 '{~시습자중싱) 교재 개암융 위한 용석용 적객으호 고안'1었다는 언긍용 우션하 
였고 이 연구가 이둔 성과 또한 훈석의 준거와 잉에 셰시에서 기여하논 '1가 크므 

로 이 형욕에 제시하였응윤 잉뼈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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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요소(어휘와 문장 동)용 셰￥ 운석 기준으로 셰시 

• 엉녀(때R 충국 대엑써서 개땅한 기혼 한국어 표찌 개연과 새 교재 개 

안융 위한 '1초 직앤의 일환으로 ‘정득{해찌) 강싹흉 위한 기초 한국어’ 

교재 분석 시도 이융 위해 외적 명7K교수 학슐을 위한 지원 흑연‘ 학습 

자 정근성) 내적 영7K교육 욕요 쿄수 학습 앙엉， 안원 구성‘ 학습 내 

용l에 대한 하.~l 기준 셰시 

• 깅정우{<lXll): 중국의 한국어 초급 교찌칼 외적인 흑연라 내적인 측연으 

로 나누어 설피외， 셰크리스트 앵식의 영가표에 따라 교재 전안융 영가 

하기보다 비교 대상 쿄재의 짝성‘ 공용정 및 ')이정에 주욕 외쩍인 측연 

얘서 표지 삽화 보조 교재 내적인 측연애서 단앤 구성， 한글 자오와 앨 

용 용문{Ol!文}의 배경과 과재 사용 용어， 운엉 및 문앵， 어예 색인‘ 연습， 

기，)의 세부 기춘 양욕 성정 

• 국영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l:X!J) 그ι에 개알인 국내외 표재의 현 

양율 살피고 개영 교계에 대한 용석 시도 JVI 빛 내￥ 이미지‘ 블류 기 

혼， 쩍 제육아 셔지 출싼사앙 영대 사항 파열 쪽수， 단원 내쭈 구성1 시 

각자il， 홍영‘ 키워드용 충성으호 교재 분석 시앵 

이상의 연구 흐릎을 정리하연 다옴과 같은 OJ Ĵ옐 와인해 용 수 있다 

짓쩌 1!lX)년대 후반에 틀어서연서 한국어 교육 일반론이 아닌 교재론 

차원에서 교재 평가의 내용 요소와 기준 풍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챔}었 

옴용알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논의는〈분석 →해석 →평가→선택〉 

과 같온 일련의 과정에서 거온되컨cunnir엉swath. 1됐) 본질걱인 의미의 

‘평가、흔이라기 보다， 교재 분석 이돈의 일부로서 교재 영가에 판련외는 당 

론인 것으로 이해왼다 또한1 이러한 당론은 기(앉) 선정왼 jl:재의 재구성 

이나 기폰 교재의 개정， 또는 새로용 교재 제작을 포한원 망의의 ‘교재 

개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선앵 연구에서 

셜갱， 제시하고 있는 기준파 요소‘눈 오두 한극어 교재 개일올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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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용석올 옥적으로 재안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툴에 한국어교재 분석올 위한 초기 논.II1!ro년대 후반-:lXX)년대 초 

반)에서는 주로 서구의 선앵 이돈과 훈석 용에 근거허여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상황올 고려한 한국어 교재 훈석 잉댁과 준거가 설정되었다 이후에 

도 국외는 울론 국내 선앵 연구에서 채안원 분석 기준을 종합적으효 끄려 

하여 구체적인 분석 목적얘 푸함}는 기준을 설정하는 연역적인 앙엉론 

이 선호되고있다 

셋쩨 용석 기준은 대새로 크게 씨 가지 벙수， 즉 @교재가 사용되는 

상황 액학의 구성 요소로서 기잔1 학습자1 교사와 @교재의 내적 구성 및 

(3) 21 적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구셰화되고 있다 이때 ‘내적 구성 요소’는 

교재플 구성하는 내용적인 요소.(contentsl윌 가리치는 것으로 대부용 합의 

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냐 그것이 포잘하는 영시적인 외연의 

엉위에 대혜서는 연구자별로 다은 견혜가 째시되고 있다 또한1 교재의 

외적 요소와 교재를 둘러싹고 있는 상황 맥락이라는 용어의 개념파 용용 

뱅위에 대해서도 각기 다은 기준 및 근거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왼 

다 가명 단원의 분량(쪽수l이 외적 요소 또는 내용 요소 중의 하나로 딴 

리 성영되고 있으며1 교재의 가격과 접근 용이성의 경우도 교수학습 상 

황 또는 외적 구성 요소의 하냐로 다은 벙주 자원에서 기술되고 있옹을 

확인할수있다 

H!댁어 쿄재 영가 기훈 성정에 대한 이흔적 논의 

찌I년융 전후하여 한국어 교채 용석보다는 한국어 교재 평가 쪽에 좀 

더 앙정올 두고 이흘 위한 기준 및 그것융 마련δ운 데 필요한 방엉온 동 

융 당씩하는 연구울을이 소수지안 조긍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융직임 

융정려하연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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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학i:roJ) 교재 구성 분야 및 표재 연잔의 원칙올 살펴용 뒤1 그것융 

교재 용석과 평가의 씬칙과 가지 기준으로 이용 교재 영가 기준으로는 

짧야 채세형식 교용 과갱， 학습 내용 학습자‘ 교수엉) 

• 서종획K:!XYlI: 션뺑 연구에서 찌시한 기준 중에서 형예셰셰 표현 수안 

(한국어/외국어/혼앙1， 교샤용 지침서 제공 액인 그컵/지되도표 사전 

시헝 및 개정 유우 오자 및 탈자 여부‘ 연집과 인쇄 크게두깨우제， 요 

지와 재본의 내구생‘ 지싱 가격) 교육 과정(옥표 철획1"1혼의 근거 표 

육 과정의 앙당생/충실성/일관성 다용 단제와의 유기적 판련 여부‘ 연습 

운제， 평가 문채， 연습 잊 명가 운제어 서 의 모국어 사용 갱도)， 학습재구 

체적 학습자툴 대상하는 쿄육 과갱 실현L 학습자 요구와 수준의 고려 1， 

교수엉(기초 이흔 학습 옥표에 대한 직앙성 학습 내용 고려)’ 4훈야에 

한정허여 영가수앵 

• 강낭용{J!EI: (j)한국어 학습의 옥표 영역(하위 정경 7개 항욕1， 12>한국 

어 학습자의 애경 영역(하위 정경 8개 항옥)‘ @한국어 교수엉 영역(하 

위 정경 12개 항육 I，@한국어 쿄재의 내용 구성 영역(하위 정겁 14개 영 

옥1， t5J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영역(하위 정정 7개 헝옥)，@한국어 교 

사용 지침 조언 및 지도서 영역(하위 정경 8개 항옥)‘ @한국어 학습자 

용 부교재 및 워크북 영역(하우l 정경 5개 항옥I，@한국어 교재의 시각 

디자인적 영역(하위 정경 9개 항옥I， @한국어 교재의 유 우영걱 정재 

가치 영역(하위 점검 6개 항옥) 등 총 8개 대병주，11;개 정경 항옥 채시 

정경 항옥 이외 홍영 질적 기술란융 덧풍이고 영억가중치흥 부가하여 

평가자의 핵심 영가 요소에 예바 유의미한 영가II융 산숭적으로 산충힐 

수있도욕설셰 

• 깅영선1J!E1: 한국어 교재 평가의 운셰을 원리와 요소 내용으로 나누어 

고살 원리로는 형식성， 옥요성‘ 계기성 구셰성옹， 요소호는 영식적 요소 

(울리적 시각작， 갱각적 요소j와 내용적 요소(교육과정과의 상관성， 단원 

의 적질성‘ 학습 항욕의 타당성， 섹스트의 적절성， 한습자의 장여성， 영가 

의 타당성‘ 학습 자료의 타당성 퉁}로 엉주화송}여 기숲 웅리적 요소의 

경우 교재가 븐튼한가? 완량은 석양한가? 퉁의 영가 내용 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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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 기준론 설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않지 않아 이상의 연구률이 지 

닌 의의에 대해서는 저자멸로 논의하고자 한다 

서종억K3Xll ， :ro2 1에서는 주어진 교재 L뼈을 파악r하고 이을 적켠한 방 

엉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용석이 펠요하며， 그 교재를 좀더 세계적이 

고 효과적인 교재로 안뜰기 위해1 또는 적합한 교재 선열을 위해 교재 평 

가가 원요하다는 정올 강죠하였아 그리고 ru""n9711의 ‘교과서 평가 점 

검표‘ 둥올 장고하여 교재 평가 기준융 아련한 뒤에 새로용 교재 연찬 시 

에 창고한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재(Lu\ωff， l!!lll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 

나 여기에서 제안왼 교재 평가 기준이 교재 분석 기준과 어떠한 연영역을 

지널 수 있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강남육(;mil에서는 종더 영시적으로 교재 분석과 평가 개녕 구열의 필 

요성옹 제기하고 있는데 펑가 기준과 판연해서 특히 영역별 가중치 부여 

의 웬요성 빛 그 빙~J-올 구셰적으로 채안하고 있다는 정얘서 주옥왼다 

외국어 평가 오형에서 영역별 가중치 부여 뺑빼 펀한 논의는 이성희 

(3XlIl 동에서 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어 교재 영가 

잔련 당온에서 한국어 교재 평가 시 영역앨 가중시의 문제가 구세적으흐 

논의원 바융 찾기는 어영다 

깅영선(없l;1에서는 교재 개안파 사용 시 적용펠 수 있는 교재 평가의 

운채에 좀 더 천ξ하여 형식성， 적요성， 계기성 구체성 이라는 영가 원리 

용 채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기준융 작성하였다는 정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교재 훈석 또는 평가 요소로 거흔되어 왔언 교육과 

정， 교사， 학습자， 언어 내용을 교재 선정에 영향융 주는 요소율로 규정하 

고 영가 기준은 크게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엉주화하여 에푼하 

12) 이것년， ~tl 다용과 강이 교재 단석까 영가의 기준이 등쳐 ( ~i'()료 요언되고 있는 

영￥ 옹운 내용에서 연유안냐 -용ιe 외굿인흩 '1안 @달어 교씨용 ’씨 의가하 

긴희호깅호&갱j하는 에 그 찍적융 둔다 . (서종학3l11 : :n 밍출 연구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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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정이 욕쟁적이다 그러나 영가 원리가 요소와 내용에 작용of는 

양태가 영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요소와 내용 간의 깐계 %냉 또 

는 그 차이정도 영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 교재 선정론으로서의 효택어 교찌 영71를 

앞서 션개한 논의플 지나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교째를 선갱(협ætionl’ 

한다는 차원에서 교재를 살여보고 검토"~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 

적로 교재흘 개함}는 상항과 교육 기판에서 사용할 교재를 선정하는 파 

정과 영장， 또한 획엔해야 합 내용과 그 기준은 다르다 이와 같용 문제제 

기훌 바탕으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과 준거 그리고 이훌 앵정적이 

고 찌도적인 문제로 보아 쿄쩨률 추진한다거나 인증하는 양식으로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상당히 이른 시기얘 이와 같용 운채흉 다룬 논의 

이후 이와 같은 논의는 시중얘 있는 교재에 대한 정보률 파씩하기 어려올 

정도로 양척 앵칭얘1 커진 최근애 틀어 교재 선택과 관련하여 논의가 본격 

화되고 있다 연구 사헤을 툴연 다융과 감다 

• 깅선정 허횡)!m)' 학숨의 효까성올 효이기 위혜서는 학*자의 놓역과 

학습 욕적에 잊능 교찌 선찍이 중요하냐는 전제 하에 교채 용석차 교찌 

션찍 시에 끄려혜야 힐 사항 제시 요찌 용석 시에 학습 예상자. 구성‘ 알 

앵일 둥의 객깐객 정보 외에 난이도 조절， 연습 문제의 흥미호용 구성， 

안앤 간 연찌성 '1간 배당의 적절성 고려 교재 선택 시에는 학습 대상 

"k한국어 학습 능력， 연령 언어적 사회적 애경 웅) 악숨 욕적 학습 예 

정 시간 묘사의 지도 취향 고려 

• 홍종영(:11m 선갱용 위한 표재 영가 기준으호 교수학* 상*억슐 기 
얀 학습자 교샤').21칙 구성(툴리적 요소 및 설용성 시각자료와 디자인 

연집 및 구성)， 내적 구성{햄 내용‘ 언어 기능， 연습까 앙똥‘ 영가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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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액)‘ 총찌적 영가 세사 

• 깅효정 >11:1)11): 교재 추선에 멸R한 시중 아련용 위뼈 앵가 요소 빛 이 
에 적용힐 수 있는 영가 앤리 셰안 영가 요소로는 <D얼안 요소[ 학습자 

교샤 충안f사). 교육 환경1 121내용 요소I대화 또는 지푼의 내용 운엉 

잊 어휘， 한동， 연습 문제， 안씬멸 학습 샌랑J. ClI 외형 요소[실융 샤진. 

상<\{그녕L 시각적 배치， 색상 및 색도 긍월 잊 긍써 크71. 지질 크기 

잊 두깨I@땅용 요소l 오￥11빙역운) 제공‘ 워크~ . .il사용 지청(서) 

구잉 'lI엉， 씩인 용라인 i재 제공 여￥ 동1 제시 영가 앤리로는 적합 

성 연계성 유용성， 양엉성의 씬피 세안 

그렇다연 이상의 연구 흐릉은 어떻게 진난하고 그 지향융 살펴보이야 

할 것인가? 언저 김선정 허횡1땐)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교재룰이 

논의되기 시작한 l!ro년대 후반에 쿄재 선택의 펼요성 및 앙?써 관한 논 

의가 이루어졌옴올 암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교재 개Ff이 아닌 선정올 

목적으로 한국어 교재 영가의 문제룡 살펴보았다는 접에서 의의를 지닌 

다 다안， 그 논의의 수준이 교재 선핵 시에 고려해야 한 사뽑을 제안하 

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어 엉임한 의마의 영가 l앙엉흔이나 기춘 설정 

의 근거륭 마련tf는 데까지는 냐아가지 옷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정올 위한 한국어 교재 형가에 판련원 당혼은 최근까지 용석폰 

으1 일부로서 한정적으로 다뤄져 오다가 홍종영1:1)11)과 깅호정 외(2)11)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다휘지지 시협}고 있다 

선자의 논의얘서는 최근까시 채안핀 교재 평가 찬연 기혼융 비판적으 

로 고창한 뒤 교수~，습 상황 및 내 • 외적 구성 요소률 중심으로 평가 가 

준융 설정i째 재시하고 있는데‘ 이을 기준 외에 총셰적 평가 항옥을 설 

정하고 있는 것이 욕징적이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기판 차웬의 선정 수준융 넙어서 채도적 차웬의 선정올 위한 영가폰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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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목된다 교재 형가 기준 섣정을 위해 그간의 선 

행 연구에서 흔히 취하였던 기혼 연구 경괴를 수용하는 ‘수영적 구성영 

(정혜숭， :!l)4J’ 외에， 교파의 득성올 고려한 평가 기준 이온 및 교재 사용 

유판자의 요구 용석 둥을 토대로 하는 다각척인 연구 방엉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이 특징적이다 즉， 이론에 대한 전착 외에 실제와의 간극을 좁 

히기 위해 유판자 집단올 학습자 교Af， 기관 운영자로 세분화하고 이들 

올 대상으로 대규모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선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두 차혜의 델파이 조AJ-를 실시뼈 조사 결과의 타당성 

잊 신뢰도릉 높이고 있음도 획엔된다 

m 한국어 교재 펑가론의 통시적 천망 

모두{읍um 1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어 교재 평가 

환경은 단순히 교재를 계i휩}거나 개정 ξ갱의 사전 직냉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 환류 반영 또는 자셰 분석 작엽을 넘어서는 측연이 있는 것임에는 

분영하다 이는 한국어 교재 평가돈이 일반 외국어 교재 영가톤의 일반적 

경향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연서 동시에 언어 내적 득성이든， 언어를 울 

러싼 현재의 환경석 특성이든 한국어안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 속성이 있 

응을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어 교재 개알혼 • 한국어 교재 선정론올 다듬어 나 

기는 것과 함깨 제도흔적 입장에서의 교재 평챈{한국어 교재의 검정 및 

인중 등)을 정밀화하여 언저 한국어 교재의 질(혹은 그 교재를 쓰게 원 

기관이 유지하게 칠 교육의 질)올 어떻게 정책적으로 당보할 것인가를 논 

의할 멸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나<>f가 디양한 한국어교육 현징에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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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나 옥 척에 따라 선찍하고자 할 예， 혹은 학습자가 직정 자신의 상 

황에 맞는 자학자습용 교째를 선택하고자 한 때 여러 상황에 맞게 최적화 

왼 입체적인 교재 채택의 기준올 제시한 필요가 있다고 여져진다 

이플 위해서는 교재 영가 기준 마련율 위한 앙엉론에 판한 논의를 온 

격화해야 힐 웰요성이 재기원다 앞서 언긍한바 그간에 교재 분석 및 평 

가흘 위한 기준은 대부푼 ‘수영적 구성법에 의존하여 연역적으로 도출하 

는 경형이 않았다 교재 평가 기준율 개딸F는 에 동원되는 ‘논리척 구성 

엉‘， 수렵적 구성엉’i 요구 분석엉’ 퉁의 '1}법론은 각기 장단정올 지냐고 

있어(정빼숭 I껴 쟁J-<IlI 1 지나지게 한 가지 방엉폰에안 의존할 경우‘ 

그것이 지닌 단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평가 기준의 타당도 및 신뢰도훌 

쩌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향후에는 보다 다O.{한 방엉론 

에 근거하여 명가 기준올 도출해 낼 수 있는 ~k)J-올 모색하여 펑가 기준 

을 체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 것이다 

한연 교재 영가를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평가의 옥적 • 시정 주째 

에 따라 다O.{한 모델을 얀틀고 주어진 상황얘서 가장 적앙한 교재가 무엇 

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쪽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교찌 밍가의 시잉에 따라 (l) Jot찌 찌안 웅(혹용 "찌 사용 션) 

@ 교찌 '.안 후{혹용 쿄~ 사용 후) 

• "얘 멍가의 주셰얘 따라 <D 쿄사 
@ 아융자 

@ 개안자 연구자 

• 쿄혜 영가의 양언에 따라 <D 경겁g 앵삭(양객/씬썩) 

@ 성용지 영식 

@ 판l! 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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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재괄 잉게 보아 궁극적으로는 여러 교육 자료 예컨대 부교재나 

워크북 열티미디어 자료 웹^f이트 풍에 대한 총애적이고 질적인 평가흘 

내릴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항 휠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 교재 평가폰의 외 

연(外延)융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힐 수 있겠다 

한국어 교재 평가의 기준은 대표적으호 어엉 정확성， 내용 타당성， 법 

적 중수성(저ξ낸 동)융 포함한 최소한의 쿄재 생힘 요건율 근저(lf!~1에 

놓고 교수학습 상황과 조건융 융용성 있게 수용하여 딴영할 수 있는 형 

태로 마련원 옐요가 있다 여져진다 다시 말하연 중쩍적인 기초 영역 기 

준과 개영적인 ‘세부 영역 기준올 이원화하여 개뺑패， 형가 기준은 단 

순한 직관이나 일반적인 외국어 교재흔용 연역적으포 사용할 것이 아니 

라 한국어 표재 사용자흘 중심으로 한 충분한 정보 수정과 셜문 푼석 둥 

올 용해 이루어져야 한다13) 

W 결론 

장^， 시선올 흩려 혼.， ‘국어 교과서‘로 용칭하는 모엮 교재의 영가 

13) 이 ￥장에셔 i셰 평가 세제에 예에 연구자의 에안이 ’l진씬 '1t냉 이lt 추흔해 앤 

논리적 근거껴져 구세격으오 다주는 것이 흥겠다논 싱샤 의견이 잉잊아 용고에서 

이장 상세히 다우지 웃었으으오 이는 앙연얻 지적이여 껑허<1 수용빼야 안 쇼언이 

라l 생각힌다 다얀 이 연구가 지금까지의 l재 앵가 이등에 대한 선앵 연구의 경 

양 여약융 그 온킹으표 하고 잉기에 그간의 연F’서 보안에야 양 내용셰 이 안악 

으로 ζtil히 정리외논야 정앙씌ql ;j~에서 션언적으호 셰새'i! 것잉융 에멍하고 

지 하며 a얘 영가 기중'1 논리엉 억-Jji-~I 용제는 추후의 아애호 냥겨우E겨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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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정의 설차와 냉향성을 생각뻐 보자 국어 교파서의 개 1강 세세는 과 

거 l종{국정} 시대에서 출일L하여 현재애는 여러 종의 교재률 검인정 하는 

방식올 채택하고 있마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어교육혁에 

서는 겁인정 기준융 설정;;f는 운찌(이 문제는 경정의 주애인 교육부와 산 

하 연구진에서 마련하는 것)와 함께， 각긍 학교에서 어띤 교파서릎 선택 

해야 혜당 학교가 치한 교육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블 선택하는 선정 

의 운쩨(이 문찌는 선택의 주셰인 각급 학교의 국어과 교사툴에게 해당 

됨)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틀어요고 있다 

앙서 다푼 용시적 논의률 재옵미혜 보연 한국어교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횡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있옴융 강시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의 규모가 작올 때에는 교포 교육융 위한 공교육 기판1 또는 주요 대학의 

한국어쿄육기판에서 한국어교육의 거의 모든 부문을 수앵하는 데 모자랑 

이 었었다 이 시기에는 일부 기판과 대~，에서 자셰적으로 교재플 개발하 

여 내부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국， 전 세셰에 수많은 한 

국어교육기판이 생기고 그 기관에서 직접 교재를 개l갈할 상뺨1 아닐 경 

우 기존에 알간원 교재툴 최적화하여 선택하.:;>.자 하는 고인이 대우되고 

잊다 비근한 에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충냥 호서대학jl 국재교육원 

한국어학당에는 100영 내외의 학습자가 있고 때에 따라 개설되지 않는 

~도 있으여‘ 현재의 규모로 자체 교재릎 개발할 딴한 여건과 역량에는 

이치지 옷한다 학당융 셜링한 이후 대약 6-7년 사이 전연적인 교재 교 

체안 해도 4회에 이르는에 이때아다 재직 교강사들의 갚은 고인과 최척 

의 선정을 위한 노력이 집약되어 왔나 그러냐 여전히 교재는 올안족스렵 

게 어겨지교 대셰 보죠 자료롤 n꿇어 싱정에 맞도록 보안하연서 시기가 

되연 적설한 교재룹 다시 선정해야 한 것이라는 의식융 갖고 있다 111 

141 차숙갱1= 1여 에셔도 쑤산 지역 한￥i"-육 엄상용 대상으오 a찌 선정'1 어려 
용:i'~ jl.샤훨'1 고깡 이§ 보씬ðl:기 위한 보죠 g셰의 세객에 예빼 잉충격으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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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제작보cf는 선택과 선정의 문세가 본격적으로 대우되고 여기 

에 한국어 교재를 질적으로 관리하려는 입%에 더육 확대되연서패， 국립 

국어원에서는 장기척으로 한국어 표재를 전반적으로 오니터렁 하연서 그 

질을 확인한 후 인증을 하거나 추션을 하는 것이 제도화할 어지가 있는지 

를 검토하는 연구를 기획하기도 하였대깅호정 외 :lllll 

요컨대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술적으로 갱정‘과 인충을 셰일 

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현재까지의 한국 

어 교재 평가 이론의 선앵 연구을은 이을을 잘 구분하지 옷썼으역 사실 

이는 오랜 기간 꽁꽁 영역에서 국어 교과서를 저 각하고 싱의를 용해 검정 

올 받아 옹 국어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영기 

에 한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 양측에서 교재 펑가돈에 대한 ξk술적 논 

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연 학제 간 긍정석인 자극과 영，.을 "\첼 수 있으 

리라는 전망적인 기대도 해 본다. 

근한 야 있'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정온파 깐련한 구채적인 기준 셰시는 이루 

어지지 않아 띠장 41영의 논의얘서는 쩌'1하였다 
15) 웅흔 쿄재의 종슬아 취사 여￥는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호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업 
다논 의견도 가능한 젓이다 대다수의 영어 교재등 역사 소비자의 선액에 따라 재 
정파 애 <3tol 이우어시는 것도 사성이다 그려나 헌씨 국외 한쭉어 보급 쿄포등의 
한국어 사용 유지 다운여시대 이주자찬 위한 한야{ 풍 양양l표육은 생￥의 갱액 
으로 F터 벗어날 수 었는 측연이 있융옹 간과안 수 엉으여‘ 시중의 일안 교재 또한 

한국어교육 정씩의 영향력 안애서 싼정히 !내"용 수 없응융 상기양 연요가 있다 
• 이 논운온 al12 4. :n 부고'1었으여 잉12 5. 18. 싱사가 시작i에 찌12. 5. 31 싱，q:가 
안a되었l!. 1112. 6. 4. 연집위씬회 성의양 거쳐 께새가 아정되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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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톡 

한국어 교채 형가륜의 용시적 고창 

강남욱 깅효정 

용 연구에서는 현예 언국어a욕에서의 a찌 영가용의 위상과 연구 성2↑8 정 

토하고지 용시적인 연구사용 중심으호 논의의 흐륭융 살이보고 향후 전앙과 과 

채용 고장애 보았다 이8 위얘 언저 외즉어 교재 이흔에서의 교찌 멍가흔외 지 

위와 사석(~이) 션개 과정융 링어보고 이어 한국어 교재에 깐련원 논외용 선개 

하였다 한"어 교재 영가흔외 본격션인 논의가 영성되기 션의 요재 영가 잔연 

논외는 발간 잊 '1징 교재의 사예나 서운 뚱 갱보 기록융 상여보는 방영용 취하 

였고 엔국어 쿄예혼에 얘한 당흔。| 형성되기 시작언 약 I!!X)년대 후안부터는 

연구 논용등율 중싱으로 그 효홈융 확인하였다 그 껑과 초기의 한악어 교찌 멍 

가와 완얻원 논의가 쿄찌 유영용의 안갱에서 교찌흉 분석하여 당극석으료는 교 

재용 재영하는 애에 초갱이 잊추어진 안연， ms년올 넙어서연서 쿄얘외 제작보 

다는 기혼의 교채용 앙리씌으호 선액하는 방엉으로서의 선정 기준얘 대한 논의 

가 온격화되었응용 알 수 있었다 또힌 언국어는 다은 21악어와는 당리 갱책적 

용연이 고려되어 있고 따라서 교재의 선갱융 넘어 인중 또는 추천 동의 셰도적 

성격융 지니끄 있으으효 더육 액찬션。 1 i! 신뢰할 수 있으며 씌용 가능생이 농용 

멍가 기준 아연융 위에 압으로도 깊이 잉는 논의가 더육 요구딩다 

l주셰어l 외궁에셰2어로서의 한극어 a찌 한국어 교째혼， 언국어 쿄찌 영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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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JStrad 

αachronic review 0 0 KFI)KSL Material Evaluat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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