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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을 방법적 도구로 삼아,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을 논한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 제시된 결과를 체계

적으로 종합하여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의 핵심 속성들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체계적 종합화의 전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원

칙적으로 국어 교과서 선정이라는 주제 아래 누적된 모든 연구 성과를 대

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연구의 결과를 각각의 개체로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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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한 “2012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 2차년도의 연구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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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중심의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설정의 틀(김은성 외, 2013)

하나의 온전한 지혜의 집적체로 통합하여,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에 대한 

국어교육 공동체의 가치적 평가의 흐름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체계적 종합화의 출발점은, 김은성 외

(2013)에서 구안된 <그림 1>의 사용자 중심의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틀

로 설정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처음부터 목적적인 

틀을 전제한 상황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친 다년 연구의 후반부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에

서는 실제 국어 교과서 선정 장면에서 선정 주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어 교과서라는 실체를 평가하는지에 중점을 둔 <그림 1>의 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선정 

주체의 구체적인 평가 지각 단위인 총 12개 단위에 대한 선정 기준의 핵

심 속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단계별 설계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차원의 경험지(經驗知)를 

모두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주체의 교과서 선정 경험 자료를 근거로 

틀을 도출함으로써 실제적 차원의 경험지를 수렴하고, 이러한 틀 위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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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의 총합적 검토를 수행하여 이론적 지식을 수렴하여, 결과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선정 기준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

집, 정리, 검토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택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이란,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최선

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체계적이고 포괄

적인 문헌 검색, 사전에 정해진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른 문헌 선택, 선정

된 문헌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등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 과정을 거

쳐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김수영 외, 2011: 1).1)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전문가와 방법론 전문가가 둘 이상 함께 참여하

여 이러한 엄정한 연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은 기존

의 일반적 문헌 고찰과 구분된다.

교과서 선정 기준은 검정 및 선정 과정의 중요한 실천 원리와 논리의 

근거로 작용하는바, 그간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다수의 비판

적 분석 및 발전적 방향 제시가 있었다(정혜승, 2004; 이성영, 2009; 윤수

영, 2010; 최지현, 2010; 정혜승, 2010; 주형주, 2011; 최인자, 2011; 김주환, 

2011; 남가영 외, 2011; 김지영, 2011; 정혜승, 2011; 김은성 외, 2012, 2013 

등).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이 포괄적이거나 추상

적이라는 점, 실제 국어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1) 김수영 외(2011: 1)에 따르면, 메타분석은 종종 체계적 문헌 고찰과 혼용되어 쓰이긴 

하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선정된 연구물 중 근거가 양적으로 합성 가능한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합성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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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성과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과 차별화되는 선정 기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교과서 선

정 주체인 국어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서 선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체계적 교과서 선정 기준 마련의 촉구’로 수렴되는 목소

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세부적인 연구 문제 및 결론에 있어서 

상당히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의 문제

점 분석 및 비판(정혜승, 2004; 이성영, 2009; 최지현, 2010; 최인자, 2011 등),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국어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조사(김주환, 2011; 주형

주, 2011 등), 국어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 경험 연구(정혜승, 2010, 2011; 남가

영 외, 2011 등) 등 세부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자별 입각점이 다르며 상정하

는 선정 기준의 틀이 상이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연구별로 주요하게 다루는 

선정 기준 및 속성이 차별화된다. 따라서 이들 선행 연구들은 후속 연구자

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사선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되었던 기존 연구 성과들이 체계적으

로 종합되지 못하고 세부 연구 목적에 따라 선별되어 계승되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체계화라는 연구 

목적 하에, 이와 관련된 기존의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체계

적으로 종합함으로써, 향후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틀을 마련하고 이를 구

체화하기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Ⅲ.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교과서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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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림 2> 연구 절차

1. 문헌 검색

 

4명의 연구자 합의 하에 DB의 속성, 검색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총 8종의 검색 DB를 선정하였다. 

<표 1> 검색 대상 DB 목록

이들 검색 DB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DB의 검색 경로 및 방식을 고려

하여 ‘키워드 검색’ 및 ‘제목 검색’ 방법을 택해 총 5,276개의 1차 문헌 자

료를 확보하였다.2) 이상과 같은 검색 DB 선정과 검색 방법 설정 과정에

2) 구체적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키워드 검색]

- 키워드 ‘국어’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교과서’ 검색

- 키워드 ‘국어’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교재’ 검색

[제목 검색]

- 제목 ‘국어’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교과서’ 검색

- 제목 ‘국어’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교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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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4명의 연구자 이외에 1명의 방법론 전문가가 참여하여, 방법의 정밀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3)

2. 문헌 선택 및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 평가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1차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되 다음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163건의 문헌 자료가 분석 대상 문헌으로 확

정되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문헌의 검색 및 선별, 선정 절차 

다른 검색원(KICE)에서 확인된 

추가 문헌 수

N=6

DB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 수

N=5,276

중복 삭제 후 

남은 문헌 수

N=3,852

표제어 삭제 처리를 통해 

선별한 문헌 수

N=1,797

연구자 4인 독립 검토 후 

전원 일치로 선정한 문헌 수

N=163

배제된 문헌 수

N=1,430

배제된 문헌 수

N=2,055

배제된 문헌 수 

N=1,634

4인삭제: n=645

3인삭제: n=352

2인삭제: n=135

1인삭제: n=502

검색

선별

선정

먼저, 총 8종의 검색 DB를 통해 확인된 문헌 5,276건과 이들 검색 DB에서는 

3) 방법론 전문가로는 E대학 중앙도서관의 전공 전문 사서가 참여하여 검색 DB의 선

정과 검색 방법 설정의 전체 과정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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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으나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 별도 검색원(KICE)의 문헌 

6건을 합쳐, 총 5,282건의 1차 자료 중 단순 중복 자료를 제외한 총 3,852건의 

문헌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중등 교과서 선정 관련 연구 자료로 대

상 자료를 초점화하기 위해, ‘한국어, 북한, 결혼, 중국, 개화기, 한자, 초등학교, 

대학, 다문화, 오류, 한글, 한문(漢文)’ 등 총 48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 자료 2,006건을 제외하여 총 1,846건의 분석 대상 자료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불완전한 자료가 포함되거나 주요 자료가 배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논문 제목 검토, 2) 논문의 원문 내용 확인의 과

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49건의 문헌을 삭제하여 총 1,797

건의 문헌 자료를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1,797건의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진 4인이 독립 검

토 과정을 거쳐 각자 추가로 삭제해야 할 문헌을 선별하고, 이중 전원 일

치로 총 163건의 분석 대상 문헌의 선정을 최종 완료하였다.

3. 자료의 추출 및 분석, 제시

자료의 추출 및 분석, 제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김은성 외(2013)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국어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과정 시 주목하는 주요 지각 단위’ 12개(목차, 단원, 학습목표, 제재, 

학습활동, 설명, 평가, 저자, 출판사, 보조자료, 분량, 디자인)를 활용하여, 

연구자 4인이 163건의 문헌 자료의 원문 내용을 일일이 살펴 교과서 선정

과 관련하여 해당 지각 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모두 추출하였다.

둘째, 개별 지각 단위별로 추출된 논의 내용을 살펴 교과서 선정과 관

련하여 해당 요소의 어떤 부분 혹은 속성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63건의 연구 방법론은 문헌 연구, 설문지법, 인터뷰법 등 다양하였으나 

방법론의 유형에 상관없이 연구자가 주목하여 언급한 속성들은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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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추출한 항목들은 ThinkWise 12.0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셋째, 연구자 4인이 추출된 논의 내용 및 해당 원문 내용을 조회하는 과정

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각 요소별로 주요 속성을 검토하여 마인드맵

의 구조를 정교화하였다. 이때 하나의 지각 단위에만 독립적으로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복수의 지각 단위에 모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4. 결론 도출

문헌 검색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자료의 추출 및 분석, 제시 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체계적 문헌 고찰의 비뚤림 가능성과 제한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한 근거 자료

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으로 제시한다.

Ⅳ. 범주별 선정 기준의 체계적 구조화 

1. 전체 개요

국어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주목하는 12개의 지각 단위에 대

해 기존 연구 문헌에서 언급한 내용을 도출한 결과를 한 장의 마인드맵으

로 구조화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이 구조도는 기존 문헌의 개별 언

급 내용을 12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논리적 관계를 살펴 위계적으로 구조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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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단위 선정 기준 지각 단위 선정 기준

①목차
체계성

⑥설명

정확성

표상성　 명료성

②단원

체계성 구체성

효율성

⑦평가

타당성

표상성 효율성

③학습목표

정합성 다양성

체계성
⑧저자

전문성

표상성 신뢰성

④제재

최신성
⑨출판사

전문성

대표성 안정성

다양성
⑩보조자료

효율성

실제성 다양성

균형성 ⑪분량 적정성

적합성

⑫디자인

적합성

효율성 내구성

⑤학습활동

정합성
정합성

체계성

효율성 가독성

실제성
심미성

표상성

기존 문헌의 개별 언급 내용들을 구조화하면서 최종 단계에 묶인 것들

을 ‘○○性’으로 명명하여 ‘체계성’, ‘표상성’, ‘효율성’ 등과 같은 용어로 제

시하였다. 구조화 및 명명의 과정에서 연구진의 총 4차례에 걸친 집단 숙

의 과정이 있었으며, 전체 합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속성들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해당 지각 단위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교과

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4).

<표 2> 지각 단위별 선정 기준 목록

4) 교과서 선정 기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목록의 논리적 위계를 검토하고 실

증적인 방법으로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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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별 결과

1) 목차

목차는 국어 교과서의 전체 내용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각 단위이다. 그래서 교과서 선정 주체들이 교과서 본

문을 상세하기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특히 주요한 

평가 대상으로 삼곤 한다(김은성 외, 2013 참고).

그간의 유관 연구 성과 중에서도 목차와 관련된 평가적 언급들이 산견된

다. 목차를 구조화하는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최가진(2001), 김창원(2008), 

김명순(2011), 허왕욱(2002) 등에 대해 개진되었으며, 목차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성에 대한 논의(최가진, 2001)도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 교과서의 목차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수준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속성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각기 ‘체계성’과 ‘표상성’으로 명

명하였다. ‘체계성’은 목차의 내적 구조에 대한 것이고, ‘표상성’은 목차의 

표현 국면과 관련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목차’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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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원 

국어과 교재에서 단원은 단위 학습이 이루어지는 최대 단위이므로 그 

목표 아래 교수와 학습을 위한 일체의 활동들이 통합되고 운영된다(이삼

형 외, 2007: 347). 따라서 단원은 교재 선정 과정 중에 주요하고 의미 있게 

평가되는 지각 단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단원의 내적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까닭도 단원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에서 연유한다.

단원은 이처럼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체제를 이루어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소들 간의 내적 체계성과 그것의 표

상성 문제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단원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얼마나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박창균 외, 2010), 학습의 

발달성, 과제 복잡도, 반복 및 심화의 원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되

어 있는지(김창원, 2006)를 묻는 기준이 주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또한, 단

원을 구성하는 내적 체제가 기존 교과서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얼마나 창

의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가(이성영, 1998)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와 같은 단원 내 구성 체제가 교수와 학습 차원의 효율성을 얼

마나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교실에서 효과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단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정혜승, 2011; 김정우 외, 2008), 또 단원 구성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방

식으로, 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박진용, 2012)를 기준으로 교과

서를 평가해야 함이 논의되었다. 

이상과 같이, 단원의 내적 체제와 관련하여 ‘체계성’, ‘표상성’ 기준이 중

요하고 단원의 실행 차원에서 ‘효율성’ 기준이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데, 이 같은 결과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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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원’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3) 학습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째, 학습 목표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매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점으

로 파악하여 교육과정과 학습 목표의 정합성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컸다

(최영환, 2005; 박창균 외, 2010; 김주환, 2011). 둘째, 학습 목표 간에 갖추

어야 할 요건으로 교과서 내에서 대단원과 중단원 내 학습 목표의 체계성

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박정규 외, 2007). 셋째, 일반적으로 짧은 한 문장

으로 진술되는 학습 목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추상적이거나 모호

하지 않게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함이 언급되었다(박정규 외, 2007). 

이를 통해 볼 때, 연구자들은 학습 목표와 외적 실체인 교육과정과의 

연결, 단원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 내 학습 목표 간의 논리적 체계, 개별 

학습 목표의 명료한 표상을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차원의 속성을 각각 ‘정합성’, ‘체계성’, ‘표상성’으로 명명하였다. 그 구체

적인 양상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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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습목표’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4) 제재 

그 동안 국어 교과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세부 기준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진 지각 단위는 제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제재라는 기준

이 국어과 고유의 특징적 기준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방증

하는 사실로 이해된다. 요컨대, 제재에 대해서는 국어과의 일반적 제재 

기준과 문학, 언어 기능, 고전, 문법과 같은 영역별 특수 기준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견지와, 이에 근거한 다양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부 기준을 분석한 결과, 텍스트의 ‘최신성’, 

‘대표성’, ‘다양성’, ‘실제성’, ‘균형성’이 일반적 제재가 갖춰야 할 주요 요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국

어 활동이 가능한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윤여탁, 2008)는 점에서 최신

성 기준이 제재 평가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질 높은 언

어 경험이 가능한 가치 있는 대표 작품(정전)과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

루고 있는 텍스트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한주섭, 1992; 윤여탁, 

2008; 최양호, 2000; 이성영, 2009, 2011; 최인자, 2011; 허왕욱, 2002; 정혜승, 

2011; 김주환, 2013 등). 이 외에도 실생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텍스트 

수록의 필요성(김주환, 2011; 이용숙, 1996; 박진용, 2012; 정혜승, 2012)과 

시대, 지역, 성별, 종교 등의 측면에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성

영, 2009)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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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특수 기준으로는 고전의 경우, 가령, 출처의 정확성, 어휘나 어구

에 대해 합의된 해석의 반영 여부(남원정, 2005)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언급

되었다. 문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언어 자료로 문법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김대행, 2000)의 문제가 해당 영역의 특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제재는 텍스트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의 기준도 필

요하지만, 텍스트가 교수 및 학습 차원에서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

에서도 세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의 

일반 기준 및 영역 특수 기준 외에, 교수와 학습의 효율성 기준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다음 <그림 8>과 같이 제재 관련 세부 기준을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제재’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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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활동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학습 활동이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에 부합해야 함이 여

러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둘째, 학습 활동의 단계적 구성이나 과정 중심 접

근 등 내적 체계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셋째, 학습 활동이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는지, 내면화를 통한 학습자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학습자의 흥미

를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비중 있게 이루어졌다. 넷째, 학

습 활동이 맥락과 장르 측면, 언어활동 측면에서 실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다섯째,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를 고려한 것으

로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실제적 수행과 내적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속성을 반영한 기준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성격은 학습자의 

활동을 단계적 과정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성(윤여탁, 2008; 김창원, 

2006 등),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이성영, 1998; 김명순, 2011; 김주환 2011 등), 실제적인 맥락 내에서 실

제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실제성(이성영, 2009; 김주환, 2011) 등의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학습 활동’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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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명 

설명은 국어 교과서 내의 제시되는 내용을 이분화할 때 제재와 함께 

거론되는 내용 요소의 중심부에 속한다. 주로 관련 개념과 지식을 풀이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과 표현의 ‘정확성’과 ‘명료성’

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박정규 외, 2007). 이와 함께 주된 사용

자인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

어야 한다는 논의(오택환, 2008)도 이루어졌다. 이런 속성을 본고에서는 

‘구체성’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설명’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7) 평가 

교재 내 평가는 교수․학습 결과에 대한 자가 진단 및 결과 송환이라

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수․학습된 내용에 대한 올바른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담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이 중요하게 제시되어 왔다.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김주환, 2011)을 묻거

나 수행 평가(김주환, 2011) 및 자가 평가(박창균 외, 2010)가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나 자료가 효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들이 그것

이다. 이 외에도 교수․학습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평가 방법

이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지를 묻는 세부 기준들이 거론되어 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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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균 외(2010)에서는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이 평가 내용의 

‘타당성’, 평가 실행의 ‘효율성’, 평가 방법 및 수준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평가’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8) 자

저자와 관련한 기존 문헌의 언급들은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우선은 학

문적 명망을 갖춘 교수진이나 현장 이해 능력을 갖춘 교사 집필진의 전문

성 차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정혜승, 2011). 이에 대해 이론적 차원의 내

용 전문성과 함께 교실 현장에 대한 현장 전문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이와는 성격이 다르게 저자를 알거나 친숙한 정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김주환, 2011).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의 관계를 넘

어 연수 과정에서 강의를 들었거나 집필한 저서를 읽었거나 등 다양한 맥

락에서 친숙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의 관계성의 의

미를 넘어 저자를 여러 방면으로 접하고 알아 신뢰할 수 있다는 속성은 

‘신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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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저자’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9) 출 사 

출판사는 검정 교과서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된 평가 요

소 중의 하나로, 교재 외적 평가 요소에 속한다. 그간 국정 교과서 체제가 

지속된 시간이 긴 만큼, 국어 교과서 평가론에서 출판사 관련 논의가 이

른 시기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런 연유이다. 출판사 요소에 대한 

논의는 검정 교과서 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극히 최

근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 

논의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해당 출판사가 국어 

교과서를 다룰 만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갖추어진 곳인가에 대한 것

이다(김주환, 2011; 박진용 2012). 둘째는 교과서 선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

의 국어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것이다(정혜승, 

2011). 여기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각각 ‘전문성’과 ‘안정성’이라고 명명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출판사’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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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조 자료

국어 교과서의 편찬 제도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면서 교과서 선

정 평가 시 보조 자료가 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보조 자료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교수와 학습 차원에서의 ‘효율성’ 문제

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거론되어 왔다. 가령, 교수 관점에서 활용의 편

리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는지(박용규, 2011; 이용숙, 1996), 적용의 효과

성은 있는지(박용규, 2011)를 묻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

습자 관점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용규, 2011)를 묻는 기준도 언급되고 있었다. 이 외에, 다채로운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보조 자료의 유형을 다양화하고(박용규, 2011, 박진용, 

2012)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박용규, 2011, 주

형주, 2011) ‘다양성’의 요건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보조 자료’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11) 분량 

분량에 대한 기존 문헌의 언급들은 실행 가능 차원의 적정성 여부로 

포괄할 수 있었다. 교과서의 분량이 수업 시수와 수업 실행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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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지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서금옥, 1992; 정혜승, 2011; 박진

용, 2012; 김정우 외, 2008). 이 중 오택환(2008)에서 언급된 내용은 엄밀하

게는 단원 내에서 이론 설명과 활동의 배분에 관한 것이지만 넓게 보아 

수업 실행 차원에서 분량의 적정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성’ 

기준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5> ‘분량’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12) 디자인 

디자인은 국어 교과서의 외적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선정 주체들이 

실제 교과서 선정 시에 주목하는 요소들 중에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보인

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은성 외, 2013). 즉, 현장의 국어 교사들은 교과서

의 내적 요소와 함께 교과서의 외형적 특성과 심미적 수준을 상당히 중요

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국어 교과

서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명료하게 언급된 관련 평

가 요소들을 우선 ‘적합성’과 ‘내구성’으로 정돈하였다. ‘적합성’은 교과서

가 갖추고 있는 물성(物性) 중에서도 외형에 대한 것으로서, 크기(박용규, 

2011; 박진용, 2012), 두께(박용규, 2011; 박진용, 2012), 책제(단권/분권)(이

용숙, 1996; 김정우 외 2008; 박진용, 2012, 정혜승, 2012) 등이 교실 현장의 

모든 요소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내구성’은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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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제본 상태(박용규, 2011) 등이 약하거나 허술하지 않아 사용하는 

동안 외형이 원래대로 유지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

‘적합성’과 ‘내구성’ 외에도 삽화,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색도에 대한 

논의가 산견되었다(이용숙, 1996; 김순영, 2004; 박종희, 2008; 박정규 외 

2007; 조주연, 2008 등). 이러한 논의들은 국어과 고유의 내용 요소에 대한 

논의들보다 그 수는 적지만, 매우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개별화된 설명들이 부가되어 있는 형태

를 띠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소에 모두 부합되는 세 가지의 평

가 속성을 ‘정합성’, ‘가독성’, ‘심미성’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정합성’

은 삽화나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색도가 쓰인 대상과 부분에 잘 맞아 

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고, ‘가독성’은 해당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분명하

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며, ‘심미성’은 해당 요소들이 보기 좋게 표

현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림 16>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6> ‘디자인’ 범주의 논리적 체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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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어교육 이론 분야에서 국어 교재 평가론 분야의 연구는 과거 시기부터 

꾸준하게 연구되어 온 분야가 아니다. 국정 교과서 시기가 길었던 만큼, 해

당 기간 동안 국어교육 이론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집중적으로 누적해 왔다. 반면에 교과서 평가에 대한 논의는 국어과 

검정 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최근의 성과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無)의 상태에서 나오게 

된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 이론 연구의 역사에서 국어 교과서의 평가와 관

련된 논의는 사적으로 분명한 선행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을 체계

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국어

교육 공동체가 그간 이 주제에 대하여 집적해 온 이론과 현장의 지혜를 집

적한 종합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또한 국어 교과서 평

가 장면에서 쓰이는 도구 중의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교과서 선정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선정 기준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서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척도이면서 동시에 좋은 국어 교과서에 

대한 국어교육 공동체의 가치적 평가의 내용이 응축된 고도의 정교화된 이

론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선정 기준이기에 본 연구

에서는, 학교 현장의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사용자 중심의 지각 단

위 틀 위에 과거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누적된 유관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종합하였다. 최종 결과로 도출한 속성들은 차후 선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을 구성할 때 그 방향성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화 작업은 후고를 기약한다.*5)

* 이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으며, 2014.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14. 6. 4.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4. 6. 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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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

김은성․김호정․남가 ․박재

본 연구에서는 체계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택하여 국어 교

과서 선정 기  련 연구들을 체계 , 종합 으로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

과서 선정 기 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

‘체계  문헌 고찰’이란, 특정 연구 질문에 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

과를 종합하는 과학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숙의와 방법 

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8개의 검색 DB를 활용하여 최종 163건의 분석 상 문

헌 자료를 확정하 다. 그리고 김은성 외(2013)에서 도출한 ‘교사가 교과서 선정 

시 주목하는 지각 단 (목차, 단원, 제재, 학습활동, 학습목표, 설명, 평가, 분량, 

자, 출 사, 보조자료, 디자인)’ 별로 련 문헌들의 논의 내용을 모두 추출한 

후, 해당 내용들을 살펴 각 지각 단 와 련하여 요하게 언 된 속성을 귀납

으로 도출하 다. 

이 게 각 지각 단 별로 교과서 선정 시 유의미하게 살펴 야 하는 속성을 

귀납 으로 도출한 결과, 총 12개 지각 단 와 련하여 총 38개의 속성이 도출

되었다. 이처럼 각 지각 단 별로 도출된 속성들은 차후 교과서 선정 기 의 틀

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평가 기 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로서, 교

과서 선정 기  마련의 기틀이 될 수 있다.

[주제어] 국어 교과서, 교과서 선정 기 , 체계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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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through Systematic Review

Kim, Eun-sung․Kim, Ho-jung

Nam, Ga-yeong․Par k, Jae-hyun

This study is purposed for developing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For this purpose, we collect extensively references on selecting 

Korean textbooks then analyze them through ‘systematic review’. Systematic 

review is the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which collect, synthesize and 

organize the utmost available references on some research questions.

Through 8 search DB, 163 references were lastly selected, then extracted 

overall passages which referred to 12 perception unit(a table of contents, unit, 

text, activity, objectives, explanation, assessment, supplementary data, 

amount, author, publisher, design). We deliberated constantly on them, then 

drew the properties of each perception unit.

These properties could be converted into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such as for example, ‘a table of contents’, ‘Is it systemic?’, 

‘Is it representational? and so on.

Therefore, he total number of 38 properties of 12 perception unit would be 

supposed to frame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significantly.

[Key words] Korean textbook,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textbook, 

systemat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