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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분석

- 등 1～4학년을 심으로 -

최 지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국어교육 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본 연구는,1～4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심으로 도입 학습의 체를 두 부분으

로 나 어 분석해 으로써 국어과 교과서 도입학습의 개선에 한 시사 을 얻

기 해 진행하 다.

교실 장에서 핵심 인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추상 인

수 이 아니라 수업 장에 직 투입하고 있는 면에 을 맞추어 검토하고 이

를 장 교사와 함께 공유하여 교과서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수업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단하 다.이에 단원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학습의

목 이 무엇이고 그 목 을 달성하기 해 도입학습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를 꼼꼼히 검토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

구체 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Ⅱ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분석을 한 교과서

의 특성에 한 고찰로 1 에서는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2 에서

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을 알아보았고,3 에서는 개정 교과

서의 단원 구성 원리를 살펴보았다.Ⅲ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한 고찰로 1 과 2 에서는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해 살펴 보았으며,3

에서는 삽화와 유형 분석 시 필요한 유형 분류 기 을 마련하기 해 K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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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동기 이론에 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2007개정 등학교 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읽기』,

『쓰기』,『듣․말․쓰』의 단원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 다.1

에서는 1～4학년 교과서 총20권 159개의 도입 학습 분석 방법에 해 설명하

다.2 에서는 삽화와 발문부분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 3 에서는 단원의 길라

잡이부분을 분석하 는데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에서 큰 문제 은 발견할 수 없

었다.1학년의 경우에 동기유발 유형이 월등히 많았고,학년이 올라갈수록 동기

유발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꽤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있었다.그에 비해 학습목표주지 유형은 모든 학년에서 낮은 빈도를 보 다.

1～4학년 수 에서는 도입학습 개 시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학습목표를 해결

하는 조 은 딱딱한 개의 학습활동에 한 안내보다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삽화와 발문이 더 하다

고 단하 다.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는 부분 각 학년 수 에 맞게

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교과서 간에 일 성과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에

조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4 에서는 2,3 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도입학습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국어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시사 과 더

좋은 도입 학습을 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 다.첫째,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상에 ‘도입 학습’이라는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다.둘째,지 보다 더 효율 으

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셋째,‘단원의 길라잡

이’라는 용어의 도입과 여기에 제공될 내용에 한 지침이 필요하다.넷째,단

원의 길라잡이의 학년 간,교과서 간에 일 성과 연계성 측면에 한 면 한 후

속 검토가 필요하다.

단원 학습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 학습에 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심과 연구를 통하여 도입 학습이 학습자와 교사에게 단원 학습에 한 동기

유발,배경지식활성화,학습목표 인식과 더불어 학습의 방향과 성격 등 단원의

‘시작’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제공해 수 있도록 교과서 도입 학습

에 한 질 개선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도입 학습,삽화와 발문,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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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2007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9년 3월부

터 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재 3,4학년까지 개정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결정하고,가르칠 내용을 바탕으로 수

업의 방향과 세세한 학습 활동을 결정하는 기 은 바로 교육과정이다.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의도나 목표,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한다.추상 인 언

어로 풀어놓은 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 이고 명시 으로 구 해 놓은 것이 바

로 교과서이다.열린 교과서 이 확 되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화 되면서 근

래에 와서는 교과서를 수업을 한 하나의 자료라고 말하지만,아직까지도 그리

고 앞으로도 교과서는 학교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학습의

가장 기본이자 심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이런 교과서에 한 연구는 많은 연

구자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연구 결과가 교실 장에 투입되어 실제

수업 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단원 학습의 시작이 되는 단원의 도입은 그 단원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효율 인 학습을 해서 학습자

로 하여 학습에 한 성취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인식시키며 학습 목표와 련하여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는 이를 구축

하고 학습 문제와 연결지어야 한다.교과서가 실제 교실 장에서 활용하는 교

수․학습 방법의 핵심이 되는 자료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교과서의 도입 단계

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교과서에 한 연구는 부분 교과서 단원 구성 체 체

제를 다루다 보니 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과 같은 교과서의 한 부

분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근래에 와서 등학교 교과서

‘쉼터’에 한 연구와, 학교 ‘비 학습’과 ‘읽기 ’에 한 연구,‘학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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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연구가 진행된 정도이다.

교과서는 앞서 밝혔듯이 교수․학습의 안내서로써 교사와 학생이 학습 내용

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 으로 안내하고 지시해 주어야 한다.

교실 장에 개정 교과서가 도입되고 교수․학습의 핵심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새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와 어떤 차이 이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

하고 이를 장에 투입하는 교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새 교과서를 추상

인 수 이 아니라 수업 장에서 투입하고 있는 면에 을 맞춰 검토하고

이를 장 교사와 함께 공유하여 교과서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수업의 질

과 직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이에 교과서에 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단원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도입 학습의 목 이 무엇이고 그

목 을 달성하기 해 도입 학습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를 꼼꼼히

검토해 보는 연구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도입 학습의 체를 두 부분으로 나 어 면 히 검토

해 보고자 한다.첫 번째는 도입 학습의 앙에 치한 삽화와 질문을 세 가지

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분류 결과를 토 로 도입 학습에 어떤 시사 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두 번째는 도입 학습의 하단에 치한 단원의 길라잡이

의 구성 형태를 탐색해보고 더 나은 도입 학습 개발을 한 시사 을 찾고자

한다.

2.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분석하여 교과서 개선에 의

미있는 시사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을 한 국어 교과서의 특성에 한 고찰

로 1 에서는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본다.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

서의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교과서의 기능에 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2

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3 에

서는 교과서 단원의 구성 원리와 체제,구성 요소에 해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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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해 살펴볼

것이다.1 에서는 도입 학습의 교육 의의를 알아보고 2 에서는 도입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해 살펴볼 것이다.3 에서는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시

유형 분류 기 을 마련하기 해 학습 동기 이론을 검토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2007개정 등학교 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1),『읽기』,

『쓰기』의 단원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 별로 분석한다.1 에서는 교과서 분석

상과 분석 방법에 해 설명하고,2 에서는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부분을

3 에서는 단원의 길라잡이부분을 분석할 것이다.마지막으로 4 에서는 2,3 에

서 분석한 내용을 토 로 도입 학습의 개선 방안에 해 모색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국어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교육 시사

과 더 좋은 도입 학습을 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용어의 정의

1)도입 학습

이 연구에서 도입 학습은 교과서의 단 차시 학습의 부분2)이 아닌 단원 시

작의 첫 페이지에 있는 단원 도입 부분의 학습을 말한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단원 도입 부분의 학습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지 않았다.교과서 앞표지의 뒤쪽 부분 ‘이 게 활용해

보세요!’에서는 도입 부분을 ‘단원을 시작하며’라고 지칭하고 있으며,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구성 체제’에 한 설명에서는 ‘도입’으로,‘단원 구성의 요소’

진술 부분에서는 ‘도입 부분’3)이라고 하 다.1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은 아니지

만 엄연히 교과서 지면에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교실 장에

서도 학습을 하고 있으나,명확한 용어에 한 정의가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단원의 도입 부분에 한 학습을 ‘도입 학습’이라고 용어

를 정의하 다.

1)이하 『듣기․말하기』는 듣․말로 여서 지칭한다.

2)한 차시 수업의 구성에서 말하는 도입- 개-정리의 ‘도입’의 의미가 아님을 말한다.

3) 그에 비해 다른 학습은 ‘이해학습’,‘용학습’,‘단원정리학습’이라고 명확히 지칭하고 있다.특

히 단원정리학습의 경우에는 도입 학습과 같이 1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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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원의 길라잡이

이 연구에서 단원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상자를 ‘단원의 길라잡이’라는

용어로 정의하 다.교사용 지도서에는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풀어서 안내

해 주는 역할’이라고만 설명하 고,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요소에 있는 단원의 길잡이는 학습 목표와 캐릭

터가 제시되어 있다.이 단원의 길잡이는 말 그 로 단원 학습의 길잡이 성격을

하고 있는데, 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 하단에 있는 상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길라잡이’의 사 의미는 ‘나아갈 방향이나 목 을

실 하도록 이끌어 주는 지침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이고,같은 말로 ‘길잡

이’라고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상자를 단원의 길라잡이라고

용어를 정의하 다.

3.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갖는다.

첫째,도입 학습의 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 기 에 의해 해석하 으므

로,다른 연구자에 의해 기 이 바뀔 경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둘째,단원의 도입 학습 부분만 분석 하 으므로 이해 학습과 용 학습,정

리 학습 부분과의 일 성 측면은 연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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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국어 교과서의 특성

1.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각 교과 수업을 하기 한 가장 표 이고

보편 인 교재로,교과서를 개념화하기 해서는 교재에 해 먼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성 (1995)은 교재에 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재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 ․표상 실체

를 가리킨다.여기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한 것이라 함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표상 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 해야 한다는 뜻이며,물리 이라 함은 교사와 학습자가 지각할 수 있는

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교재 하나인 교과서의 개념은 시 와 사

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으므로 일정한 내용으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재까지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에 해 언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실 장에서 교수․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한 학습 자료이다.(김경옥,2004,p.10에서 재인

용)

․교과서는 교육 공동체의 합의 아래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반 한 교재이다(노명

완,2002,p.120).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이라는 제도의 외연을 보여주는 명료하고 고정된

실체라 할 수 있다(김창원,2003,p.45).

․교과서는 추상 인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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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한 자료이다(정혜승,2004.p.1)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교과서는 교

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교사에게는 가르칠 내용과,학습자에게는 학습

할 내용을 체계 으로 반 하여 교실 상황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

료라고 말할 수 있다.

  과 는 시 적, 사회적 상황  반 한 과정  내 에 해 달라지게 

고 과정,  공동체, 수학습 상황 등 다양한 들과 밀접한 계를 

맺고 다. 과 가 갖고 는 기능에 해 (2004)  다 과 같  밝히

고 다. 

첫째,교과서는 사회와 련하여 그 사회의 가치를 반 하고,윤리 인 계

도를 하며,교육의 질 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련하여, 교육과정의 철학과 내용을 재해석하고 목표,내용,

교수․학습 방법,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 셋째,교과서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

하는 기능을 가진다.… 넷째,교사와 련하여 교과서는,교수 목표를 제

시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한 평가를 안내하며,언어 사용의 모델을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 한다.… 다섯째,교과서는 학생에게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학습 자료를 제공하며,학습 기능을 정착시키고,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p.16-18)

교과서는 교과서가 개발된 사회의 특정 상황과 반 인 사회 상을 반 하

기 때문에 개발된 교과서를 통해 그 시 의 사회상을 측해 낼 수 있다. 한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를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 내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생,교

사,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과서는 해당 학

습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학습 내용과 활동을 제공하며,학습

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2007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국어 교과서의 근본이 되는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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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원리 태도

실제

실제

지식 기능

맥락

에 해 살펴보며 교과서 분석 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해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본 연

구와 련된 부분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가.담화와 의 수용․ 생산 심의 ‘실제’지향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첫 번째는 담화와 의 수용,생산 심

의 ‘실제’를 지향하는 국어 교육을 표방하 다.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

습자의 실제 담화와 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키워주기 해 실제(정보 달,

설득,사회 상호 작용,정서 표 )를 상 범주로 세우고,그에 따라 지식과

기능,맥락을 하 범주로 구성하 다.본 연구의 분석 주제인 도입 학습의 단

원의 길라잡이에도 담화와 의 종류에 한 ‘실제’내용이 많이 언 되어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그림 Ⅱ-1〕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나.‘성취기 ’달성을 지향하는 국어 교육

두 번째는 성취기 달성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이다.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으로 제시되었던 국어 학습의 내용이 성취 기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할

수 있다.”의 학습 목표 진술 성격에서 벗어나 직 학습자가 학습한 결과를 표출

하기 해 “~안다.이해한다.”의 진술로 바 었다.즉 성취기 은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목표 나 학습 과제의 성격을 갖고 평가 상황에서는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된

다.성취기 에 해 언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 은 되도록 담화와 의 수용,생산 활동에 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자 하 다.(신헌재 등,2009,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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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 과 범 >

-일의 차,방법 등을 설명하는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생각과 느낌을 표 하는 감상문

읽기 역의 3학년 성취 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

으로 표 하는 방식을 안다.”와 듣기 역의 5학년 성취기 “온라인 화를 일상

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를 살펴보면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을 통해 인물

의 성격을 표 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학습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 으로 알 수 있도

록 하 다.

다.학교 수 에서의 탄력 인 수 별 수업 강화

세 번째는 학교 수 에서의 탄력 인 수 별 수업을 강화하 다는 이다.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에서 기본,심화 활동의 수 별 학습 활동을

삭제하고 단 학교,즉 학습자의 다양한 수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수 을 악하고 이에 따른 한 교육 학습 활동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 다.탄력 인 수 별 수업에 해 언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단 ,교사 단 의 수 별 학습을 기획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의 내용,범 ,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학년별․ 역별 ‘담화( 는 ,언어자료,작품)의 수 과 범 ’를 제시하 다.

한 수 별 수업을 한 사항을 ‘4.교수․학습 방법’항의 ‘교수․학습 계획’,‘교

수․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 다.(신헌재 등,2009,p20)

3학년 쓰기 역의 학년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의 수 과 범 의 가

제시되어 있다.

<표 Ⅱ-1>3학년 쓰기 지도 내용

제시된 담화와 의 내용은 학습자의 학년 특성,언어 사용 상황,성취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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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단원 2 3 4 5 6 1 2 3 4 5 6 7

정보 설득 상호 정서 설득 정서 정서 정보 상호 사회 정보 상호 정서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하나의 시로써 수업 상황에서 다른 자료로 교체하여

지도할 수 있다.

3.2007개정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원리

가.단원 구성 원리와 체제

7차 교과서에 이어 새 교과서에도 국어 사용 실제(정보 달,설득,사회

상호 작용,정서 표 )를 심으로 단원을 편성하 다.1학년 1학기와 2학기 교

과서의 단원 편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Ⅱ-2>1학년 1,2학기 교과서의 단원 편성

에 제시한 단원 편성표를 보면 각 국어 사용 실제(텍스트)가 균형 있게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 구성 체제에 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개정 국어 교과서의 단원은 ‘도입→ 개(이해와 용)→정리’학습과 ‘놀이터’로

구성된다.도입 학습은 단원명과 국어 상황 목 으로 구성되고,이해학습은

차시 학습 목표 련 지식과 기능 맥락 요소를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며,

용 학습은 이해학습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능 맥락 요소를 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정리학습은 단원 학습 내용 성취도를 검하는 활동으로 구

성된다.한편,‘놀이터’는 창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신헌재 등,2009.p.34)

새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오른쪽 페이지에서 시작하고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그 다음 장부터 이해학습과 용학습이 시작되는데 『듣․말』과 『쓰

기』의 경우에는 앞 부분 도입 학습과 뒷 부분 정리학습을 포함하여 4차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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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읽기』는 6차시로 구성된다.놀이터는 정리학습 다음 페이지에 배

치되어 있으며 주로 단원의 학습 내용이 아닌 학습자들에게 창의 인 국어 사

용 능력을 심어주기 한 다양한 활동이 개되어 있다.

나.단원 구성 요소

단원은 도입 학습과 이해,용 학습,정리 학습,놀이터로 구성되는데 먼 도

입 학습에 해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자.

도입면에서는 단원명을 확인하고,단원 학습에 필요한 상황(목 ,필요성,동기

등)을 인식하면서 단원 학습 목표와 해당 단원의 주요 학습 활동을 악한다.도입

면은 오른쪽에서 시작하고,단원명을 상단에 제시하며 단원 학습 목표와 련된

삽화나 사진 등을 국어 사용 목 과 련지어 제시하고 하단에 발문을 넣는다.삽

화 하단에는 단원 목표를 상세화하는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한다.첫 번째 문장에서

학습 목표 련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을 설명하고,두 번 째 문장에서는 해

당 단원에서 학습할 성취 기 (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정보를 제공한다.

(신헌재 등,2009.p.36)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학습 동기나 문제 의식 고찰을 해 제공된 자료(삽화,

질문)를 통해 학습자의 본시 학습에 극 인 학습 활동을 유발한다.본시 학습

을 시작하기 에 학습동기를 유발하고,유발된 동기를 지속시키며 학습에의 목

의식과 성취 의욕을 높이는 것은 본시 학습 활동에의 성공 인 해결과 더불

어 그에 따른 학습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해학습에서는 단원 목표와 련된 지식이나 기능 맥락에 해 가르치고 배

우는 활동을 하며 용학습에서는 이해학습에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용해

보는 활동을 한다.이해학습이 해당 학습의 필요성이나 요성,학습 방법에

해 설명을 한다면 용학습은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 로 실제에 용해 보

는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리학습은 해당 단원에서 학습했던 지식,기능,맥락과 련한 내용을 정리

하고 자기 검 활동을 하게 된다.놀이터는 앞에서 밝혔듯이 창의 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 으로 설정되었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말놀이나 놀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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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007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

1.도입 학습의 의의

도입 학습은 학습자가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하여 미리 인식하고,학습하

고자 하는 욕구와 흥미를 유발시키며 학습할 내용에 하여 기존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여기서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

습이 가지는 교육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입 학습의 첫 번째 의의는 학습자의 학습에의 성취의욕과 동기유발이다.앞

서 밝혔듯이 학습 동기나 문제 의식 고찰을 해 제공된 자료(삽화,질문)를 통

해 학습자의 본시 학습에 극 인 학습 활동을 유발한다.차시 학습을 시작하

기 에 단원 학습 내용에 해 동기를 유발하고,유발된 동기를 학습하는 동안

지속시키며 학습에의 목 의식과 성취 의욕을 높이는 것은 본시 학습 활동에

의 성공 인 해결과 더불어 그에 따른 학습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입 학습의 의의는 학습 내용과 련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

화는 것이다.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련된 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

면 새로운 학습 내용에 한 정보를 이해하거나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다.이에 본시 학습에 들어가기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검하고 경험을 회상하며 학습 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매우 요하다.

도입 학습의 다른 핵심 인 의의는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학습자가 본시 학습을 시작하기 에 학습 내용에 해 삽화와 발문을

통해 미리 간단히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이는 학습에 한 배경지식을 검

해 보는 활동과는 다른 마치 수학 교과서의 ‘문제 푸는 방법 찾기‘의 하나인

‘단순화하기 방법으로 해결하기’의 의미와 비슷하다.교사는 학습 내용이 교과서

의 도입 학습에 제시되었을 때,학습자들에게 그에 한 설명과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학습 내용을 제시하기만 하고 그에 한 구체 인 설명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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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 않는다면,학습 내용에 한 진술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에 추상 인

수 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한 성격이나,

학습 방향,학습에의 필요성,언어 사용 상황 등 학습자가 본시 학습에 들어가

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입 학습의 주요 내용은 단원의 학습 목표와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 인 구성요소로는 단원명,단원의 학습목표,학습 동기 유발

문제 의식 고취를 한 자료,사 지식 활성화,학습 내용의 개요4),학습의

방향․방법 제시5)라고 볼 수 있다.아래 그림은 교과서의 도입 학습 이다.

〔그림 Ⅲ-2〕교과서 도입 학습의

4) 학습 내용의 개요는 단원 체의 핵심 내용으로 한 으로 보고 통합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으로 등학교 교과서 ‘도입 학습’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 소통을 하는 활동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에는 다양한

략과 방법이 필요하다.7차 교과서의 단원의 ‘도입 학습’에는 두 페이지 한 페이지를 활

용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한 략과 방법을 제시했었다.2007개정 교과서의 단원 ‘도입

학습‘은 한 페이지로 분량이 축소되어 략과 방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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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삽화  발문

단원  

길라

2.도입 학습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도입 학습은 각 단원의 처음

부분에 1쪽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다.1～ 4학년 20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도입 학습은 총 159개이다.1～ 3학년6)은 『듣기․말하기』,『읽

기』,『쓰기』로,4학년은 『듣기․말하기․쓰기』,『읽기』 2권으로 제시되어

있다.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보면 크게 단원명,삽화와 발문,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단원의 길라잡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세 부분을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Ⅲ-3〕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

6) 3학년 1,2학기 『듣기․말하기․쓰기』는 합존이기는 하지만 학습 내용의 통합본이 아니어서

나 어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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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다정하게 지내요”,“상상의 날개를 펴고”와

같이 해당 단원의 성격과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게 진술되

어 있다.

삽화는 도입 학습에서 단원 학습 내용이나 언어 사용 목 을 압축 으로 제

시한다.삽화가 제시되는 형태는 그림 자료만 제시되기도 하고 말풍선을 활용한

학습자의 화 형식,책 주인공들의 화,상상의 세계에 한 생각 주머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삽화를 통해 학습 내용에 해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흥미

를 유발하기도 하고,학습할 내용에 해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

식이나 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한 삽화를 통해서 본시 학습과

련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발문은 삽화와 직 으로 계된 물음이다.객 인 정답을 요구하는 발문

보다는 “내가 그림 속의 여자아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선생님께서

왜 당황하셨을까요?”처럼 학습자의 확산 사고를 도와주는 발문이 부분이다.

도입 학습의 맨 하단에 있는 단원의 길라잡이는 학습자에게 단원 학습과

련한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해 다.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가 있는

데 첫 번째 문단은 학습 내용과 련된 언어 사용 상황이나 필요성 요성,

개념 등 단원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고.두 번째 문단은 해당 단원

에서 학습할 내용에 해 압축 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본 내용을 토 로 도입 학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 번째는 교과서 단원의 첫 페이지에 1쪽 분량으로 제

시되어 있고 본시 학습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40분 수업이 아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단원의 학습 내용에 한 학습자

의 동기유발과 배경지식 활성화,학습 목표의 뚜렷한 인식이다.삽화와 발문을

통해 한 차시의 학습의 동기유발이 아닌 체 단원 학습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학습 목표에 해 정확

히 인식할 수 있다.세 번째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과 필요성,방향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다.도입 학습에서 학습 내용을 압축 으로

안내하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도입 학습의 아주 요한 목 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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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습 동기 이론

2 에서는 Ⅲ장의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의 하나인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석

의 유형 분류 기 마련을 해 Keller의 ARCS동기유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ARCS동기유발 이론

Keller는 인간의 동기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인들과 그에 련된 구체 인

개념을 략과 함께 제시하 는데 이 이론이 바로 ARCS동기유발 이론이다.

김정임(2006)에 따르면 Keller는 4가지의 동기 요소는 동기 구성 요건이 아니라

동기유발을 한 필수 인 조건이라고 역설하 다.그러므로 학습자가 한

동기 수 을 지니기 해서는 동기의 각 요건이 일정한 최 수 이상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ARCS동기 이론의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하며 수업에서 동기유발 략을 설계하는 방법을 도와주기 한 학습동기

구성 요소를 ‘주의집 ’(A:attention), ' 련성‘(R:relevance), '자신

감’(C:confidence),'만족감‘(S:satisfa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하 다.각각의

요소에 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

본 연구에서는 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유

형 동기유발 유형 분석을 한 분류 기 과 하 범주를 마련하 다.먼

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와 하 범주에 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첫 번째는 주의집 요소이다.

주의집 의 범주에는 세 가지의 하 범주들이 포함된다.첫째,지각 인 주의환

기(perceptualarousal)의 략은 새롭고,놀라우면서,기존의 것과 모순되거나 불

확실한 사건 는 정보를 교수-학습 상황에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유

발․유지 시킨다는 략이다.… 한 이것은 무엇이 그들의 심을 끌게 할 수

있느냐에 계된 것으로,개인 이거나 감정 인 자료를 투입시키는 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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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사용하여 호기심,놀라움을 만들도록 하려는 략이다.( 희경,2006.p.24)

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 첫 번째 동기유발 요소인 주의집 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동기유발 유형의 분류 기 을 마

련하기 해 참고한 ‘지각 인 주의환기’ 략만 소개하 다.학습자의 심을

끌어 주의를 유발하고 유지시킨다는 략의 내용을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내

용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 시

키는 삽화와 발문은 주의집 측면으로 보고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하 다.

두 번째 동기 이론의 요소인 련성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련성(Relevance)은 목 과 과정의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목 은 유용성에

한 것으로,수업 내용이 학습자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할 때 더욱 높은 학

습동기를 유지한다.이 범주에의 하 범주를 살펴보면 첫째,친 성(intimacy)이

란 학습자의 경험과 가치와 계가 되는 구체 용어, 문,개념 등을 사용하는

략이다.사람들은 이미 친숙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나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련지을 수 있는 것에 해 친 감을 느낀다. … 둘째, 목 지향성(goal

orientation)의 략으로,결과 측면의 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 해서 교수의 목표와 실용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나 문을 제공하고,

성취 목 을 제시 하거나,학습자 스스로에게 성취목 이나 그 기 을 세우도록 할

수도 있다.( 희경,2006.p.25)

학습자는 자신과 계된 학습을 할 때에 성취 의욕이 높아진다고 한다.실제

수업 장에서도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학습자 생활 주변의 자료를 활용하려

고 노력하며,수업 내용 한 학습자의 실제와 련된 내용을 토 로 진행한다.

동기유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련성이다.본 연구에서는 련성의 세 가지

하 범주 두 가지인 친 성과 목 지향성에 착안하여 삽화와 발문 학습

자의 계성의 하 범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친 성과 목 의식으로 범주화

하 다.세 번째 동기유발 요소인 자신감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투여하는 노력이 목표의 획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한 학습자의 주 인 신념을 말한다.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자신감

을 심어주기 해서 학습자가 실수를 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학습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어느 정도의 도 감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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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심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 한 기 치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김정

임,2006.p.27)

학습자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심

어주기 한 동기유발 요소이다.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에 해 두려워하지

않고,‘할 수 있다’의 도 감을 심어주는 삽화와 발문을 자신감 측면으로 분류하

다.

네 번째 동기유발 구성요소는 만족감이다.만족감은 학습자가 노력하고,자신

이 가졌던 기 와 일치했을 경우,학습동기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조되는

동기 유발 요소이다.즉 만족감은 다른 구성요소인 주의집 이나 련성,자신

감 처럼 학습 기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보다 일단 유발된 동기를 꾸

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즉 이 이론을 살펴본 목 은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는 제하에,동기유발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유형과 하 범주를 알아보는데 있으나 만족감 구성요소는 그 목 에 합하지

않아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 기 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 18 -

Ⅳ.2007개정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의

구성 요소별 분석

1.분석 상과 방법

단원 도입 학습의 삽화와 질문 유형 분석과 단원의 길라잡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이다.2007개정 교육 과정 시행

후 장에 도입된 등학교 1～4학년 국어 교과서 총 20권의 159개 도입 학습

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입 학습을 크게 삽화와 발문,단원의 길라잡이 두 부분으로 나 어서 분석

하 는데,삽화와 발문 분석은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유형 분석을 하 다.Keller의 학습동기이론을 참고하여 유형 분

석 기 을 동기유발,학습목표주지,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으로 나 고 156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세 가지 유형을 기 으로 삽화와 발문을 분석할 시 분석의 용이함을 해 가

장 선별이 쉬운 학습목표주지 유형부터 분류하 다.다음으로 삽화와 발문(특히

발문에 을 맞춤)과 단원의 길라잡이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의 계에서 학습

자의 경험,학습 내용과 련한 학습자의 지식에 한 발문 등은 배경지식 활성

화 유형을 분류하 고,다음은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지

를 검토하고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하 다.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 분석은 교사와 학습자가 단원 학습의 방향과 학

습 문제를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악하는 등 단원의 본시 학습에 앞서 단원

의 성격을 결정짓고 안내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이 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떤 형태로 구성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일정한 기 을 제시하여 ‘기 에

맞는다.맞지 않는다’의 분석이 아닌 단원의 길라잡이는 어떤 구성 요소로 진술

되었는지,진술 과정에서 문제 은 없는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한 방법

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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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도입 학습을 삽화와 발문,단원의 길라잡이 두 부

분으로 나 어 논의를 진행 하겠다.도입 학습의 기본 구성은 단원명,삽화,삽

화 아래의 발문,단원의 길라잡이인데,삽화와 발문은 실과 바늘처럼 계가 연

결되어 있어서 삽화와 발문은 하나로 보고 유형 분석하 다.도입 학습에서 삽

화와 발문과 단원의 길라잡이가 나 어7)있기는 하지만 굳이 두 부분의 연계성

측면까지 논의 할 필요는 없다고 단하여 둘 사이의 계(연결이 자연스러운

지)데 해서는 주의깊게 검토하지 않았다.8)

〔그림 Ⅳ-1〕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단원의 길라잡이

2.삽화와 발문부분 분석

가.삽화와 발문의 의미

삽화는 도입 학습 앙에 치하고 있으며 국어 사용 목 과 련지어 제시되

7) 단원의 길라잡이가 상자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삽화와 발문,단원의 길라잡이 사이가 구분

되어 보인다.

8) 실제 삽화와 발문과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이 단원 학습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면은 없는

지,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삽화  발문

단원  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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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삽화와 발문에 련된 연구(신헌재 외,2009)에 의하면 “단원 학습 목표

와 련된 삽화나 사진 등을 국어 사용 목 과 련지어 제시하고 하단에 발문

을 넣는다”(p.36)고 밝히고 있다. 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도입 부분에서 주로

삽화를 제시하고 이 삽화와 련하여 해당 단원 학습에 한 동기를 유발하

고”(p.37)라고 밝혔다.이인원(2008)은 “삽화는 단원 학습 내용에 한 시,학

생의 배경 지식 동원,학습 동기의 유발 등 여러 목 의 기능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p.14)“라고 진술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삽화와 발문의 목 은 단원 학습 목표를 미리 인식하고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학습 내용에 근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친숙하고,학습 동기와 의욕을 복돋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실제 본 연구자도 교실 수업 상황에서 삽화와 발문을 활용해 동기

유발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학습 목표를 찾아 보기도 한다.

나.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

여기서는 도입 학습에 삽화와 발문이 단원 학습 목표 인식과 학습 동기 성

취 의욕을 심어주기 해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유형은 크게 동기 유발 측면과 동기 유발과 련이 은 측면으로 나 수 있다.

분석 기 이 되는 몇 가지 유형을 찾기 해 앞 Ⅱ장에서 논의된 Keller의 학습

동기 이론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기유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삽화와

발문의 측면을 3가지로 압축해9)보았다.

9) ARCS동기 이론에서 동기유발의 네 번째 요소인 만족감은 앞서 Ⅱ장에서 밝혔듯이 학습자가

이미 동기유발이 된 후 그 동기를 유지시키는 역할의 의미가 커서 본 연구의 삽화와 발문 유

형 분석)에는 맞지 않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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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유형

주의집 측면 련성 측면 자신감 형성 측면

〈그림 Ⅳ-2〉 동기유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삽화와 발문

동기유발 유형으로 분류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의집 측면으로

해당 내용으로는 상상의 세계나 만화,동화 속 이야기 등을 통해 학습자의 호기

심을 유발하는 내용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이가 작고 귀여운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10)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두 번째 련성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학습자와 친 감을 형성할 수 있

는 ‘래의 화나 활동 모습’과 학습자에게 학습의 필요성과 목 을 심어 수

있는 ‘나도 것이 필요 했었어’의 생각을 갖게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세 번째 자신감 형성 측면은 ‘나는(도)할 수 있어!’의 도 감과 자신감을 심

어주는 삽화와 발문이다.

다음은 동기유발 측면과 련이 은 삽화와 발문으로 학습목표주지 유형과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다.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에 한 정의를 ‘본

시 학습(이해학습, 용학습)을 시작하기 에 도입 학습 부분에서 본시 학습 목

표를 달성하기 해 학습 활동을 단순화 하여 미리 제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선수학습 유형에 한 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다.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은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킴

으로써 학습 목표 도달을 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검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한 도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다.

1)삽화와 발문의 유형

삽화와 발문의 유형으로는 앞 논의 처럼 학습자의 학습에 한 흥미와 극

10) 특히 학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더 재미있어 하고,활동에 흥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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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 측면,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앞으로

학습할 학습 목표와 능동 으로 연 시키는 배경지식 활성화 측면,삽화와 질문

자체가 차시 학습을 시작하기 하나의 학습 활동이 되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으

로 분류하 다.11)

넓은 의미에서 ‘도입 학습’의 기능이 학습 동기 유발과 문제 의식 고취라는 면

에서 볼 때 삽화와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어느 일정 기 에 의해 명확히

맞아 떨어지기 어렵다.12)하지만 이 세 가지의 유형에서는 조 씩 다른 특징이

있어 분석을 하기 에 아래와 같이 분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동기유발

학습 목표와 련해서 학습에 한 자신감,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

기 한 유형으로 학습 동기는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한 내용13)이다.

앞서 밝힌 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을 실제 교과서 삽화와 발문을 통해 알

아보도록 하겠다.

11) 유형 분류 기 을 통해 실제 삽화와 발문 분석 시 분석의 용이함을 해

12) 한 삽화를 통한 제시가 어디까지나 교사나 학습자의 주 성에 의해 달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도나 연구자의 분류 기 에 의한 유형 분석이 객 이라고는 단되지

않는다.

13) “도입 부분에서 주로 삽화를 제시하고 이 삽화와 련하여 해당 단원 학습에 한 동기를

유발한다.”고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되어 있다. 등학교 학년 학습자의 경우 삽화의 역

할은 동기유발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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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세계나 만화,동화 속 이야기 등을 통해 학습

자의 호기심을 유발

주 집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이가 작고 귀여운 실

수하는 모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

학습자와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래의 화나

활동 모습

련  

학습자에게 학습의 필요성과 목 유발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의 자신감 도 감 유발

<표 Ⅳ-2>동기유발 유형의 세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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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자 호기심 유발

<그림 Ⅳ-3호기심 유발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 『읽기』이고 두 번째는 1학년 2학기 『쓰기』의 삽화와

발문이다.학습자로 하여 삽화와 발문을 보며 시나 이야기의 세계에 해 상상

해보고,만약 나에게 상상의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한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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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자 흥미 유발

<그림 Ⅳ-4학습자 흥미 유발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1학년 2학기 『듣․말』이고 두 번째는 4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

와 발문이다.학습자들은 와 같은 삽화를 확인하면서 ‘에이~ 거 아닌데, 것도

모르나?’와 같은 반응을 이끌 수 있다. 한 삽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엉뚱한

표정과 몸짓으로 하여 학습자들은 ‘재미있다’반응,즉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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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친 감 형성

<그림 Ⅳ-5친 감 형성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4학년 2학기 『읽기』이고 두 번째는 2학년 2학기 『듣․말』의 삽화

와 발문이다.학습자들은 학습자와 비슷한 래의 화나 실제 수업 시간에 활동

했던 모습과 비슷한 삽화를 통해 학습 내용에 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

의 경험이나 생활과 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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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필요성 목 의식 형성

<그림 Ⅳ-6>필요성 목 의식 형성 삽화와 발문

4학년 2학기 『쓰기』의 삽화와 발문이다.친구와의 화를 통해서 ‘학습 내용

과 련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의 목 의식을 갖게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즉 이런 유형의 삽화와 발문을 통해 학습에 한 필요성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질 수 있다.

(5)자신감 형성

<그림 Ⅳ-7>자신감 도 감 유발 삽화와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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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듣․말』의 삽화와 발문이다.삽화의 내용을 보면 남자아이가

“이것은 노랗고 길쭉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바나나,연필,우산 등을

떠올리고 있다.학습자들은 이 삽화를 보며 바나나가 정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이 단원의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는 것인데 학습자들은 삽화

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즉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에 한 자신감과 도

감을 심어 주는 동기유발 유형이다.

나)학습목표주지14)

단원 학습목표와 련된 학습이 차시학습에서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

학습목표를 미리 주지시켜 필요가 있다.이 유형은 학습목표 달성을 한 학

습 활동을 미리 간단하고 쉽게 단순화 시켜 제시하는 내용이다.15)즉 삽화와 질

문 자체가 학습 목표 달성을 한 하나의 시 학습 활동이 되는 경우를 말한

다.16)배경지식활성화 유형과의 다른 은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은 학습 내용과

련된 학습자의 경험이니 기존의 지식의 발표에 을 맞춘데 반해,학습목표

주지 유형은 학습목표 해결을 한 학습활동을 직 삽화와 발문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연구에서는 다른 발문에 비해 발문에 한 답을 객 이고 정확하게

14) 도입 학습의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제공한 내용이 단원학습목표 형식의 진술이 아니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 신 학습 내용이라고 표 하 지만,본 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류에서

는 학습목표주지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주지’라고 표 하지 않고

‘학습목표주지’라고 하 다.

15) 수학과 교과서에 ‘문제 푸는 방법 찾기’라는 단원이 있다.이 단원에서는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데 그 ‘단순화 하기 방법으로 해결하

기’라는 방법이 있다.해결해야 할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숫자의

크기나 문제의 크기를 단순화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학습목표주지 유형도 이와 비

슷하다고 볼 수 있다.학습해야 할 내용은 같지만 본시 학습 활동보다 단순화 하여 학습하

는 것이다.

16) 교실 수업 상황에서 수업활동 개 시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고 학습활동을 안내한다.이 학

습활동은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하는 활동이다.공부할 문제와

련된 동기유발도 아니고,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다.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인 것이다.본 연구에서 말하는 ‘학습목표주지’유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부할문제 해

결을 한 학습홛동을 말한다.즉 도입 학습에서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밝히고 있는 학습

내용 해결하기 한 학습홛롱으로 보면 되겠다.



- 29 -

할 수 있는 내용에 을 맞추고 분석하 다.문장을 구별해 보는 활동이나 문

법 요소를 확인해 보는 활동 등과 같이 발문에 한 답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과 시를 읽어보는 학습 내용의 경우 한편의 시가 제시된 삽화와 발문

을17)학습목표주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1)문장 구별 문법 요소 확인

<그림 Ⅳ-8문장 구별 삽화와 발문>

3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여러 문장 에서 사실에 한 내 생

각을 나타낸 문장을 찾는 내용이다.단원의 학습 내용도 사실에 한 내 생각을

찾아보는 것으로 본시 학습에서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미리 도입 학습

부분에서 단순화시켜 제시되고 학습자로 하여 학습목표를 미리 주지 할 수 있

도록 역할을 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17) 시의 경우,삽화는 부분 한편의 시( 문)가 제시되어 있고 발문으로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

하는 내용이다.학습 목표가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표 할 수 있다.’의 경우 삽화와 발문

자체가 본시 학습에서도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과 같다.다만 본시 학습 홛롱은 ‘도입 학습’에

비해 활동 내용이 좀 더 구체 이고 다양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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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문법 요소 확인 삽화와 발문>

첫 번째는 4학년 1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앞서 논의한 문장 구별 삽

화와 발문 측면과 비슷한 유형이다.낱말이 어떤 뜻으로 쓰 는지를 알아보는 학

습 내용에 한 시 학습 활동 성격의 삽화와 발문이다.아래는 3학년 1학기

듣․말 교과서의 삽화와 발문이다.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알아보는 학

습 내용 해결을 해 도입 학습에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의 를 확인

해본다.즉 학습 내용을 본시 학습 시작 에 주지하는 삽화와 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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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삽화

<그림 Ⅳ-10>시에 한 삽화와 발문

2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이다.첫 번째는 시를 읽고

‘호랑호랑’의 느낌을 어떻게 살려 읽을까요?라고 발문하고 있다.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어 보는 내용이다.두 번째 내용 한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발문하고 있는데,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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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여 시다.’이다.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이 본시

학습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본시 학습에서는 다른 시가

제공되는 것과 학습 활동이 좀 더 다양해지는 차이만 있다.즉 본시 학습 에

도입 학습에서 학습 내용과 하게 련된 시 학습 활동을 하는 삽화와 발

문으로 볼 수 있다.

(다)배경지식활성화

학습목표 이해를 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다.앞서 밝힌

것처럼 삽화와 발문의 주 인 특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개인에 따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을 삽화와 발문을 통

해 학습 목표와 련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발문(~에 한 경험이 있나요?),

학습 목표와 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발표하게 하는 발문(~에 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학습 목표와 련하여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

각 발표(~(학습 목표)에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등 주로 학습자의 경험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정보를 묻는 발문에 18)을 맞추었다.배경지식 활

성화 유형의 경우 삽화의 캐릭터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리는 그림 주로 등

장한다.

18) 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활동에 한 연구(이인원,2008)에서는 ‘읽기 ’활동 분류에서

배경지식 활성화 측면을 ~에 한 경험 말해보기,~에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말해보기,

~때에 한 경험 말해보기‘~(학습 목표)와 련되어 내 생각 말해보기’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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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험 회상

<그림 Ⅳ-11>경험 회상 삽화와 발문

2학년 2학기 『쓰기』와 1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으로 첫 번째 내용

을 보면 발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친구를 하여 본

이 있나요?”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여 학습 목표에 련한 배경지식

을 활성화 시키는 발문으로 볼 수 있다.두 번째 삽화와 발문 역시 “ 쓴이와 비

슷한 경험이 있나요?”발문하고 있고 발문에 해 학습자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쓴이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하며 을 읽어 시다.’의 학습 문제와 련하

여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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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지식 발표

<그림 Ⅳ-12기존 지식 발표 삽화와 발문>

2학년 1학기 『듣․말』의 삽화와 발문이다.“내가 아는 말놀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발문에 학습자가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말놀이를 즐

겁게 해 보는 학습 내용과 련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발표 함으로써 배

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다.

(3)학습 내용과 련한 생각 발표

<그림 Ⅳ-13학습 내용과 련한 생각 발표 삽화와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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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읽기』의 삽화와 발문이다.‘에 나타난 표 이 한지 생각

하며 을 읽어 시다’의 학습 내용에 해 학습자가 ‘에 나타난 표 이

한 것‘에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알아보기 한 “ 에 나타난 표 이 한

지 어떻게 단하여야 할까요?”라고 발문하고 있다.

나)분석 결과

〔그림 Ⅳ-14〕부터 〔그림 Ⅳ-15〕는 1～4학년 국어과 교과서의 삽화와 발문

159개를 동기유발,학습목표주지,배경지식 활성화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그래 화 것이다.그래 결과를 확인하며 교과서의 도입 학습 삽화와 발문 유형

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 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Ⅳ-14〕1,2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

1학년의 결과 그래 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9개,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 6

개,선수학습 유형이 4개로 나타났다. 학년의 학습 수 에 비추어 보거나 학습

활동 시 주의집 기간이 짧다는 ,흥미롭고 호기심이 많은 발달 수 에 맞게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게 배당되었다고

단된다.

2학년의 결과 그래 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9개,선수학습 유형이 3개,배경

지식 활성화 유형이 13개로 나타났다. 학년인 1학년과 비슷하게 동기유발 유형

이 가장 많았으나 2학년의 특징은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의 비 이 1학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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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높아졌다는 이다. 학년이긴 하지만 학교 생활을 1년 동안 경험하 고,

학습자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는 을 유념해 볼 때 학습자의 경험과 기존

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배경지식 활성화 유형이 많이 배당되지 않았나 단된다.

특히 『쓰기』에서 단원의 반 가량이 이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부분이 성

취 기 에서 요구하는 을 쓰기 에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발문이 많았다.쓰

기를 어려워 하고 쓰기 학습에 부담감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에 쓰기를 시작

하기 에 기존의 경험과 연 지어 생각을 꺼내 으로써 쓰기 략을 쉽게 학습

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그림Ⅳ-15〕3,4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그래

3학년의 결과 그래 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22개,학습목표주지 유형이 6개,

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이 17개로 나타났다.동기유발 유형이 히 배당되어 있으

며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2학년의 경우처럼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학습

목표주지 유형도 각 교과서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의

경우 『읽기』와 『쓰기』에서 높은 비 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습자가 학년이

되면서 학습목표와 련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해 발표해 보는 삽화와

발문이 많았다.

4학년 삽화와 발문 유형 결과 그래 를 보면 동기유발 유형이 19개,학습

목표주지 유형이 2개,배경지식활성화 유형이 9개로 3학년과 비슷한 형태를

보 다.



- 37 -

삽화와 발문 유형의 체 인 결과를 살펴보면 큰 문제 은 발견할 수 없었

다.1학년의 경우에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하여 동기유발 유형이 월등히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배경지식활성화 유형도

꽤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그에 비해 학습목표주지 유형은 모든 학년에

서 낮은 빈도를 보 다.아무래도 등학교 1～4학년 수 에서는 도입 학습

개 시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학습목표를 해결하는 조 은 딱딱한 개의 학습활

동에 한 안내보다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삽화와 발문이 더 하다고 단된다.

3.단원의 길라잡이부분 분석

여기서는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를 요소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실제 수

업 상황 속에서 도입 학습의 단원의 길라잡이는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읽고 의

미를 분석함으로써 단원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 성취 의욕을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한다.이런 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어떤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면 히 검토해 으로써 교과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달하기 해서는 꼭 필요한 분석이라 단된다.

일정한 구성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옳다.그르다’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씩 검

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수정을 요하는 단원을 찾

아 더 좋은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기 한 검토이다.

가.단원의 길라잡이

교과서 도입 학습 하단에 상자의 형태로 치한‘단원의 길라잡이는 단원에

서 학습해야할 내용(문제)19)과 학습의 필요성 요성,방법 등을 상세화하여

1~4개의 문장20)으로 풀어 설명해주고 있다.‘단원의 길라잡이’에 해 언 된 연

구 내용을 살펴보자.

19) 단원 학습 목표라고 표 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용 지도서 상에 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되

어 있으나,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20) 1학년 1학기 단원에는 1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단원의 길라잡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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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아래쪽에는 원칙 으로 두 개의 문단을 제시하는데,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번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에 한 설명을 하고,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성취기 (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에

한 서술을 한다.( 등학교 3,4학년 교과서 집필진 회의 자료)

삽화 하단에는 단원 목표를 상세화하는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한다.첫 번째 문장에서

학습 목표 련 텍스트 유형(언어 사용 상황)을 설명하고,두 번째 문장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성취 기 (단원의 학습 목표나 차시의 목표)정보를 제공한다.(

등 국어과 학습방법)

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 구성을 두 개의 문단으로

인식해야 할지,몇 개의 문장의 나열로 야할지 명확히 정해진 내용이 없다.

이 연구에서는 ‘문단이다,문장이다’확실한 구분을 짓지 않고 구성 형태를 분석

하 다.다만 학습 문제가 제시된 문장을 기 으로 앞에 제시된 문장은 학습 문

제를 제시한 문장과는 별도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군’으로 단하 다.

실제 교과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을 두 개로 나 어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앞서 말한 학습 내용과 련된 언어 사용 상황이나 필요성 요성,개념 등

단원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고.두 번째 문단은 해당 단원에서 학

습할 내용(문제)을 제공한다.학습 내용이 두 개인 경우에 한 개의 학습 내용에

해서만 필요성이나 방법 등을 설명한 구성도 있고,두 개의 학습 내용을 나

어서 두 개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하 다.

아래 그림은 단원의 길라잡이를 앞에서 말한 두 부분으로 나눠본 것이다.

〔그림 Ⅳ-16〕필요성+학습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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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 부분은 학습의 필요성이나 요성이 언 된 부분이고,두 번째 부

분은 학습할 내용(문제)이 제시되어 있다.즉,구성 형태는 ‘필요성+학습내용’이

다.다른 단원의 길잡이를 보면

〔그림 Ⅳ-17〕뒷받침+방법+학습 내용 형태

첫 번째 선부분은 뒷 문장을 한 뒷받침 문장이고 두 번째 실선부분은 방

법에 해 설명한 부분이다.마지막 겹선부분은 학습 내용(문제)가 설명되어있

다.즉,구성 형태는 ‘뒷받침+방법+학습 내용’21)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성 형태의 ‘단원의 길라잡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8〕학습 내용 형태

21) 구성 요소 분석 시,3개의 문장이 진술된 경우 “①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에 여러 가

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② 여러 의견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을 찾

을 수 있습니다.③ 여러 의견을 비교하며 을 읽어 시다.”와 같은 경우에 앞 논의 처럼

문단,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의해 구성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①번은 ②번

제시를 한 뒷받침 문장이고,②번은 여러 의견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

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해결방법,즉 ‘방법’이다.그리고 ③번 문장은 ‘학습 내용’이 되는데,이

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③번 ‘학습 내용’

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 요성의 으로 ①번과 ②번 문단을 묶어서 바라볼 수 도 있

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앞서 논의한 학습 문제 문장을 기 으로 앞 문장은 별도의 생

각을 나타낸 문장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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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필요성

요성22)

‘~(학습 내용 련)하면~좋습니다.~하면(~때에)~있습니다’등 과 진

술로 학습 내용의 필요성 즉 ‘왜 이 학습을 해야 하는가’,‘왜 이 학습이

필요한가’,‘무엇이 요한가’에 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설명이다.

방법

‘~할 때에는 ~합니다.’등 과 진술로 학습 내용이나 개별 언어 사용

상황 시에 학습 내용(문제)을 해결하기 한 방법(조언,정보)이 제시

된 설명이다.

뒷받침
뒤에 진술된 문장을 보조하거나 부연해주는 설명으로 구성 요소 분석

시 명확히 요소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뒷받침 문장으로 구분하 다.

당 성
필요성이나 방법,언어 사용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마땅히 학습해야

한다는 ‘~합니다’식의 설명이다.23)

담화/ 의 종류

설명
단원의 언어 활동 목 에 해당하는 담화와 의 종류에 한 설명이다.

원칙 으로는 2～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1학년 1학기 학기 에 학

습하는 단원의 ‘단원의 길라잡이’경우에는 학년 학습자에게 문장의 길이에

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어서 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 내용만 제시되었다.

세 개의 단원의 길라잡이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는 ‘필요성 요성 +학습 내용’형태와 ‘뒷받침 문장 +필요성 +학습

내용’형태,‘학습 내용’만 제시된 형태와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학습 내용이

제시된 형태로 볼 수 있다.여기서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단원의 길라잡이에 빠지지 않고 제시된다.

나.‘단원의 길라잡이’구성 형태 정의

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단원의 길라잡이’구성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 형태

를 이루는 각 요소를 설명한 다음,1~4학년까지의 『듣․말』,『읽기』,『쓰

기』,『듣․말․쓰』의 단원의 길라잡이 문장 구성 형태를 분석하겠다.

아래 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요소 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Ⅳ-1>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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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학습자의 사고를 진시키기 해 학습 내용과 련된 질문이다.

학습

내용(문제)

‘~ 시다’식 의 진술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

목표를 압축 으로)에 한 설명이다.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  길라 형태 단원  길라 형태

1

바른 자세로 들어 시다.

나를 자신 있게 소개하여

시다.

내용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여

말하면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듣고,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

여 말해 시다.

필요성

내용

2

기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알아보고,기분이 잘 드

러나게 말하여 시다.

내용

소개하는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

람이 궁 해 할 만한 내용을 생각하

여 말하면 좋습니다.소개하는 말을

듣는 방법을 알아보고,듣는 사람에

게 알맞게 소개하는 말을 해 시다.

방법

내용

3

인사말을 하면 의를 지킬

수 있고,다른 사람과 더욱 친

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상황

필요성

내용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 말하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기분

이 좋아집니다.기분을 좋게 하는 말

필요성

내용

다.1～4학년 교과서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분석

단원의 길라잡이 형태 분석 시에 구성 요소의 명칭을 표 안에 모두 표시하기

어려워서 필요성 요성은 ‘필요성’으로,담화/ 의 종류 설명은 듣․말 교과

서의 경우에는 ‘담화’로,『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로 여서 표시하

다. 한 학습 내용(문제)도 ‘내용’으로 표시하 다.구성 형태가 ‘필요성+필요

성+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필요성을 한번만 표시하 다.

<표 Ⅳ-1>1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22) 필요성과 요성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지만 평소 상황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교

과서 분석 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같이 묶어 분류하 다.

23) 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을 쓸 때에는 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야 합

니다. 요한 내용을 간추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을 써 시다.”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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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해 시

다.

을 알아보고,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

게 하는 말을 해 시다.

4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들으면,이야

기가 훨씬 재미있고 내용을 오

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

기를 들어 시다.

필요성

내용

인사말을 할 때에는 밝은 표정과

렷한 목소리,공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인사를 받는 사람이 같아도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인사

말이 달라집니다.때와 장소에 알맞

은 인사말을 알아보고,알맞은 인사

말을 나 어 시다.

방법

내용

5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 생각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

법을 알아보고,내 생각을 말

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그 사람에 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고,소개할 내용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소개할 내용을 정리하는 방

법을 알아보고,내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여 시다.

방법

내용

6

흉내 내는 말을 넣어 말하면

재미있고 실감 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흉내 내는 말의 뜻

과 종류를 알아보고,흉내 내

는 말을 넣어 재미있게 말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내 기분을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며 말하면 서로 마음

이 상하지 않습니다.듣는 사람의 기

분을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내 기분이 잘 드러나게 말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7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들으면 인물이 한 일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1학년 『듣․말』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보면 1학기 에는 학습자의

긴 에 한 부담감을 이기 해 1,2단원에서 학습 내용만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모두 학습 내용과 더불어 필요성이나 요성,방법에 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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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낱말을 바르게 읽어 시다. 내용
시나 그림 동화를 읽고,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여 시다.
내용

2
자의 짜임을 알고, 을 소

리 내어 읽어 시다.
내용

에는 심 낱말이 있습니다.

심 낱말을 찾으며 을 읽으면 내용

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 낱말을

생각하며 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

어 시다.

필요성

내용

3

문장 부호에 알맞게 을 띄

어 읽으면 뜻을 알기 쉽습니

다.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

하며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

어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

며 을 읽으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나

게 을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4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를 읽어 시다.그리고 그

림을 과 련지으며 그림 동

화를 읽어 시다.

내용

을 읽고, 가 무엇을 하 는지

알면 강의 내용을 알기 쉽습니다.

강의 내용을 생각하며 을 읽어

시다.

방법

내용

5

에는 쓴이의 생각이 들

어 있습니다. 을 읽을 때에

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아보면 의 내용을 알기 쉽습

니다. 을 읽고, 쓴이의 생

각을 말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을 읽을 때에는 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설명하는 을 읽고, 요한 내용을

간추려 시다.

당 성

내용

6

옛이야기는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옛

이야기를 읽어 시다.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을 찾아 표 하

여 시다.

내용

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을 읽으면 쓴이의 생각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쓴이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하며 을 읽어 시

다.

필요성

내용

7

시를 읽고,떠오르는 장면을 말하

여 시다.이야기를 읽고,재미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하

여 시다.

내용

<표 Ⅳ-2>1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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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바른 자세로 앉아 씨를 써

시다.
내용

일기를 쓸 때에 제목을 붙이면 일

기의 내용을 한 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내용을 떠올리기도 쉽습

니다.오늘 겪은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려 일기를 써 시다.

방법

내용

2
순서에 맞게 씨를 바르게

써 시다.
내용

을 쓸 때에는 자를 바르게 써

야 합니다.바른 자세로 앉아 반듯하

고 정확하게 자를 써 시다.

당 성

내용

3 자를 정확하게 써 시다. 내용

을 쓸 때에 내 생각을 잘 나타내

기 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합

니다.생각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자

세히 써 시다.

당 성

내용

4

오늘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

로 써 두면 나 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일기로 써 시다.

필요성

내용

친구의 좋은 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좋은 을 찾아 칭찬하는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5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을

써 시다.
내용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소

개하는 을 쓸 때에는 소개하는 것

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을 써 시다.

당 성

내용

6

재미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시를 써 보고,친구들 앞

에서 큰 소리로 읽어 시다.

내용

내 생각을 쓸 때에는 생각을 분명

히 나타내고,생각에 알맞은 내용을

써야 합니다.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당 성

내용

1학년 『읽기』의 경우 『듣․말』과 마찬가지로 학기 인 1,2단원에서 학

습 내용만 제공되어 있었다.1학기 6단원에서는 의 종류인 옛이야기의 뜻에

해 설명되어 있었고, 언어 사용 목 이 정서표 인 단원에서는 학습 내용에

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었다.학습자의 주 인 정서 반응을 수용하는 성격

이고 다른 단원에 비해 학습 내용이 수월하다는 느낌이 있어 학습 내용만 제공

되었을 거라고 분석하 다.

<표 Ⅳ-3>1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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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알맞은 내용을 담은 을

써 시다.

7

시나 이야기를 읽으면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고,바닷속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시나 이야기를 읽고.내용

을 상상하여 그림이나 로 표 하

여 시다.

뒷받침

내용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인물

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실감 납니다.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고,인물

에 알맞은 목소리,표정,몸짓

으로 실감 나게 표 하여 시

다.

필요성

내용

인형극에는 실감 나게 표 하고 싶

은 말과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인형

극에 하여 알아보고,인형극의 내

용을 역할놀이로 꾸며 시다.

방법

내용

2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상의 모양이나 쓰임에 주의

하면서 들으면 더 잘 알 수 있

습니다.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의할 과 추측하는 방

방법

내용

우리말에는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이 많습니다.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히 발음하여 시

다.그리고 설명하는 말을 듣고,설

명하는 상이 무엇인지 추측하여

필요성

내용

1학년 『쓰기』의 경우 학습 내용만 제시된 단원이 5개,당 성과 학습 내용

이 제시된 단원이 4개로 1학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았다.1학기 1,2,3단원의

경우에는 학기 라는 과 자를 바르게,정확하게 써보는 학습 내용 자체가

학습 태도에 한 내용이라서 필요성이나 다른 구성 요소가 반드시 제시될 필

요가 없다고 단된다. 한 2학기 5단원의 경우 ‘소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

러나게 을 써 시다’의 학습 내용에 련해서 ‘소개하는 을 쓸 때에는 소

개하는 것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한다’는 당 성 측면의 설명보다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써야하는 필요성이나 방법에 해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표 Ⅳ-4>2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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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보고,무엇에 한

설명인지 추측하여 시다.
시다.

3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

며,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시다.

내용

충고하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는

상 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충고하는 말을 할 때와 충고하는 말

에 답할 때의 방법을 알아보고,충

고하는 말과 답하는 말을 주고받

아 시다.

방법

내용

4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칭찬하는

방법과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답하는 방법을 알아보

고,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

시다.

필요성

내용

말놀이를 하다 보면 말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낱말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여러 가지 말놀이 방법

을 알아보고,즐거운 마음으로 친구

들과 말놀이를 해 시다.

필요성

내용

5

듣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말

하면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

고,뜻을 정확하게 달할 수

있습니다.알기 쉽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

표정을 살피며 말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달할 수 있습

니다.내가 심 있는 것에 하여

조사해 보고,듣는 사람에게 알기 쉽

게 설명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6

이야기 속에는 내 생각을 말

하여 주고 싶은 인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이야기 속 인

물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까

닭을 생각하여 보고,내 생각

을 조리 있게 말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조리 있게

말하여 보면 이야기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잘 말할 수도 있습니다.이야

기 속 인물이 되어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7

말놀이를 하면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

니다.‘수수께기 놀이’와 ‘다섯

고개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

아보고,말의 재미를 느끼며

친구들과 즐겁게 말놀이를 해

시다.

필요성

내용

이야기나 만화 화에 나오는 인물

의 말을 실감 나게 표 하여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이야기나 만화 화에 나

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 하

여 시다.

필요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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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반

복되는 말이나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으면 실감이 납

니다.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어 시다.

방법

내용

재미있는 말,인물의 마음이나 기

분을 생각하며 을 읽으면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느낌을 살려 시나 이

야기를 읽어 시다.

방법

내용

2

을 읽고,무엇을 설명하는

지 알아 시다.그리고 뜻이

반 인 말을 생각하며 설명하

는 을 읽어 시다.

내용

설명하는 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

을 알 수 있습니다.새로 알게 된 내

용을 생각하며 을 읽어 시다.그

리고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 시

다.

뒷받침

내용

3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읽으면 인물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인물의 마음을

떠올리며 실감 나게 을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에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이

나타나 있습니다.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알아보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내용

4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

하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

다.장면을 상상하며 재미있게

을 읽어 시다.

방법

내용

에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 나타난 마음을 생각하며 실감

나게 읽어 시다.

뒷받침

내용

5

설명하는 을 읽으면 새로

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설명

하는 을 읽고, 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설명하는 내용을 생각하며 을 읽

으면 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을 읽고,내용을 정리하여 시다.

그리고 낱말 사이의 계도 알아

시다.

뒷받침

내용

2학년 『듣․말』 2학기 2단원의 단원의 길라잡이의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어

떤 구성 요소로 구분해야 할지 혼동되었다.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해보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필요성으로 구분

하 지만 첫 번째 문장보다는 구체 인 언어 사용 상황에 해 설명하고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단된다.

<표 Ⅳ-5>2학년 『읽기』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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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는 의견이 나타나 있습

니다.의견을 생각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내용

의견이 나타난 을 읽어 시다.

을 읽고,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시다.

내용

7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며 이

야기를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

상하여 이야기를 꾸며 시다.

필요성

내용

시와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시의 느낌을 살려 소리 내

어 읽고,이야기의 내용에 맞게 뒷이

야기를 꾸며 써 시다.

뒷받침

내용

8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

하여 을 읽으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

리로 이야기를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오늘 보고,듣고,느 던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일기

로 쓸 수 있습니다.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를 써 시

다.

방법

내용

일기를 자세히 쓰면 나 에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오

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자세히 써

시다.

필요성

내용

2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기 하여 을 쓸 때에는

요한 내용을 심으로 써야

방법

내용

좋아하는 책을 소개할 때에는 책

이름,주인공, 거리,느낌 등을 쓰

는 것이 좋습니다.내가 좋아하는 책

방법

내용

2학년 『읽기』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의 특징은 ‘뒷받침 문장+학습 문제’

의 형태가 다른 단원에 비해 많다.2학기 4단원의 경우 1학기 3단원과 같은 2개

의 성취 기 이 2번 반복되는데 1학기 때 학습한 내용이라고 해서 단순히 제시

하기 보다 1학기 때보다 단원의 길라잡이의 수 을 좀 더 높여서 제시해야 한

다고 단된다.

<표 Ⅳ-6>2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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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알려

주고 싶은 것을 써 시다.

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을 써

시다.

3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 하거나 로 써서 하면

됩니다.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알맞은 까닭을 들어

부탁하는 을 써 시다.

뒷받침

내용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 먼 부탁받는 사람의 마음

을 생각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의

바른 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알맞은 내용

을 담아 부탁하는 을 써 시다.

방법

내용

4

쪽지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주 사람

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쪽지

에 써서 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하는 을 써서 마음을 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상 방이 오래 기

억할 수 있습니다.

주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

하는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5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을 쓸 때에는 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야 합니다.

요한 내용을 간추려 다른 사

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을

써 시다.

당 성

내용

여러분은 좋아하는 놀이가 있나요?

그런데 이 놀이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 방법을 설명하여 주어야겠지

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설

명하는 을 써 시다.

발문

내용

6

내 생각을 로 할 때에는

내 생각에 알맞은 까닭을 들어

야 합니다.그래야만 내 생각

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까닭을 들어 내 생각을

로 써 시다.

당 성

필요성

내용

같은 일에 하여 생각이 다른 경

우가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알맞은

까닭을 들어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

여야 합니다.

읽을 사람에게 내 의견이 잘 달

되도록 알맞은 까닭을 들어 주장하

는 을 써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7

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 을 때에 그 마음을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

은 편지를 써 시다.

필요성

내용

다른 사람의 시나 이야기를 새로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앞

뒤 내용을 상상하여 재미있게 꾸며

써 시다.

내용

2학년 『쓰기』 2학기의 7단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나 이야기를 새로 꾸미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해결하기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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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

과 몸짓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표정과 몸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등

장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

며 만화 화를 보고 느낀

을 이야기하여 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일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며 이야

기를 들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일이 일어난 까

닭과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

의 내용을 간추려 시다.

필요성

내용

2

안내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안내하

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안내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 내용을 으면서 듣고, 은

내용을 보면서 말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3

훈화는 우리가 바르게 자라

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 담

겨 있는 말입니다.훈화를 잘

듣고,말하는 이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생각하여 시

다.

담화

내용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고 들

으면 어떤 일에 하여 좀 더 분명

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

고,겪은 일에 한 이야기나 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아 시다.

필요성

내용

4

화는 직 만나서 화할

수 없을 때에 소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의 하나입니

다. 화로 말을 주고받을 때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로 화할 때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 화를 걸고 받아 시다.

필요성

발문

내용

우리말에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

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하나의 낱말을 넣어 다양한 상황

과 뜻에 맞게 말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문이 제시되어 있다.2학년 『쓰기』 1학기 6단

원 단원의 길라잡이부터 3개의 구성 요소가 등장한다.구성 형태가 ‘당 성+필

요성+내용‘으로 구성 요소가 3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2학년 학습자의 수 에 설

명이 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당 성과 필요성 측면의 문장을 한 문장

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표 Ⅳ-7>3학년 『듣․말』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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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할 때에는 듣는이가 알

고 싶어 하는 것을 심으로

말하여야 합니다.듣는이가 궁

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안

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듣는이를 생각하며 안내하는

말을 해 시다.

방법

발문

내용

화로 화할 때에는 상 방을 직

만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을 좀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화로 화할 때의 올바른 을 익

화를 걸고 받아 시다.

필요성

내용

6

로부터 하여 오는 속담

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

을 니다.내 생각을 다른 사

람에게 할 때에 속담을 사용

하면 어떤 이 좋을까요?속

담에 담긴 뜻을 알고,이를 활

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해 시

다.

뒷받침

발문

내용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에

하여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인물의 행동에 하여 서

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주고받아 시다.

뒷받침

내용

7

말의 빠르기,높낮이,강약

등과 같은 말투는 말하려는 내

용을 효과 으로 달하는 것

을 돕습니다.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등장인물의 말

투,표정,몸짓의 변화에 주의

하며 만화 화를 감상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말과 말투,표정,몸짓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

를 바꾸어 보고,새롭게 꾸민 이야기

를 연극으로 표 하여 시다.

방법

내용

8

우리말에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같은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

보고,상황에 알맞게 구별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3학년 『듣․말』 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1,2학년에 비해 문장의 개수가

부분 1개 더 많아졌음에 따라 구성 형태도 3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

다.그런데 반 으로 2학기 보다 1학기의 문장 개수가 더 많아 학습의 비 이

높아 보인다.1학기에는 1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장 사이에 발문이 제

시되어 있는데 2학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동일 학년내에서 다른 교과

간의 통일성은 찾기 어려워도 같은 교과내에서는 통일되어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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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시나 이야기에는 우리가 사

는 세계처럼 여러 인물이 말하

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시나

이야기에 나타난 세계를 상상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교

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이나 성

격을 생각하며 을 읽으면 작품의

재미와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습니

다.문학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이나

성격을 알아 시다. ,인물의 마음

이나 성격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와

이야기를 써 시다.

필요성

내용

2

문단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

용을 표하는 심 내용과

심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자세

히 설명하는 세부 내용이 있습

니다.문단의 심 내용과 세

부 내용을 구별하며 설명하는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내용

어려운 낱말을 국어사 에서 찾아

가며 을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

다.국어사 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알아 시다.그리고 낱말의 뜻을 찾

아 가며 을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3

어떤 일이나 문제에 한 생

각이나 의견을 쓴 을 ‘의견이

드러나는 ’이라고 합니다.의

견과 그 까닭을 알아보며 을

읽어 시다.

내용

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럿이 함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4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생

각하거나 느낀 을 쓴 입니

다. 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어

시다.

내용

설명서에는 일의 차례나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설명서를 읽고,알

려 주는 일의 차례나 방법을 정확하

게 악하여 시다.

내용

5

설명서는 물건의 사용 방법

이나 일의 순서를 설명한 입

니다.설명서에 나타난 일의

순서를 악하여 시다.

내용

문장은 쓴이가 표 하고자 하는

뜻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표 됩니

다. 을 읽고,여러 가지 문장이 표

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 시다.

뒷받침

내용

6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을 말

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의 내용

에 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은 사

람마다 다릅니다.독서 감상문에서

의견과 까닭을 구별하고,서로의 의

견을 비교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표 Ⅳ-8>3학년 『읽기』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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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인물

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의 차

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습

니다.일이 일어나는 차례에 따

라 이야기를 간추려 읽어 시

다.

당 성

내용

만화는 과 그림으로 인물의 마음

을 나타냅니다.인물의 마음이 어떻

게 표 되었는지 살펴보며 만화를

읽어 시다.

내용

8

독서 감상문에는 읽은 책의

내용과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담

겨 있습니다.문학 작품에

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을 읽어 시다.

내용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좋은 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

해집니다.시에 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나 그림으로 표

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책을 읽고 내 생각이나 느낌을 여

러 가지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써 시다.

뒷받침

내용

2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

는 을 보면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습

니다.일의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문단의 짜임에 맞게 을 쓰면 자

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고

효과 으로 달할 수 있고,읽는 이

는 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단의 짜임을 알아보고,문단의

필요성

내용

3학년 『읽기』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단원에서 학습하는 의 종류(문종)

에 한 설명이 많다는 이다.1학년 읽기 역의 의 수 과 범 (띄어 읽기

에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나 짧은 )나 2학년 의 수 과 범 (즐거움,기쁨,

슬픔,분노 등의 감정을 표 하는 )에 비해 3학년의 의 수 과 범 는 의

종류(문종)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수 으로(독서 감상문,만화,애니메이션,설명

서)제시되어 있다.이는 3학년 학습자 수 에서는 문종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교과서 집필진의 단으로 보인다.

<표 Ⅳ-9>3학년 『쓰기』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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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에 맞게 설명하는 을 써 시

다.

3

을 쓸 때에는 실제로 있었

던 사실을 쓰기도 하지만,그

사실에 한 내 생각을 쓰기도

합니다.그러한 내 생각을 의견

이라고 합니다.경험한 일을 사

실과 의견으로 구별하여 을

써 시다.

뜻

내용

상 방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달하기 해서는 알맞은

낱말을 골라 을 써야 합니다.알맞

은 낱말을 사용하여 주 사람들에

게 고마운 마음을 하는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4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을 하는 을 쓸 때에는 고

마웠던 일을 떠올려 보고 고마

운 마음을 잘 표 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고마운 마

음이 잘 드러나도록 을 써

시다.

방법

내용

안내문이나 설명서에 있는 그림은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니다.

과 그림을 활용하여 일의 순서나 방

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나 설명서를

만들어 시다.

뒷받침

내용

5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

는 을 읽고 잘 이해하지 못

하 던 경험이 있나요?설명하

는 을 쓸 때에는 읽는 이가

알기 쉽게 써야 합니다.읽는

이가 알기 쉽게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을 써 시

다.

발문

당 성

내용

같은 뜻이라도 문장의 종류를 달리

하여 표 하면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

하여 내 생각을 효과 으로 하는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6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을 쓸

때에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

여 써야 합니다.사실과 의견

이 잘 드러나게 주장하는 을

써 시다.

당 성

내용

의견을 로 나타낼 때에 읽는 이

를 고려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잘

할 수 없습니다.읽는 이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는 이를 고려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을 써 시다.

필요성

내용

7

책을 읽고 난 뒤,내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는 을 독서 감

상문이라고 합니다.책을 읽고,

내 경험과 비교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로 써 시다.

내용

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

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고,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여러 가지 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서 생각이나 느낌을 친

구들과 주고받아 시다.

필요성

내용

8

내 생각을 하는 문장의 종류

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써 시다.

발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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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기억에 남는 이야기의 장면

이 있나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 나게 말하거나 독

서 감상문을 써 시다.

발문

내용

쓴이가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

는 의도나 삶에 한 자세를 ‘주제’

라고 합니다. 거리,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

고 주제를 악하여 시다.

뜻

내용

2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듣는 목 을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듣는 목 에 따라

요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

니다.듣는 목 에 주의하며

설명하는 말을 듣고, 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시

다.

당 성

필요성

내용

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

니다.일이 일어나 차례 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요한 내용을 간추려

써 시다. ,간추려 쓴 을 발표

하여 시다.

필요성

내용

3

친구들과 어떤 문제를 의논

할 때에는 서로 존 하면서 듣

고 말하여야 합니다. ,의견

이 다를 때에는 내 생각과 비

교하여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서로 다른 의

견을 존 하며 차에 따라 토

의하여 시다.

당 성

내용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의견을 듣고 친구들과 의논하면

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에 따라 학 회의를 하면서

한 해결 방법을 찾아 시다.

발문

당 성

내용

4

웃어른께 편지를 쓴 경험을

떠올려 시다.편지를 받은

웃어른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

셨을지 생각하여 시다.높임

말을 써서 웃어른께 안부,감

사,사과,축하의 편지를 써

시다.

뒷받침

내용

소개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한

몸짓을 하거나 알맞은 표정을 지으

며 들어야 합니다.그리고 궁 한

을 물어보거나 함께 흥미나 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가야 합니댜.소개

하는 말을 듣고 극 으로 반응하

여 시다.

방법

내용

3학년 『쓰기』의 경우 구성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에 띄는 특징이나

문제 을 발견할 수 없었다.학습 내용에 한 필요성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히 설명이 되어 있었다.

<표 Ⅳ-10>4학년 『듣․말․쓰』 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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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수수’처럼 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경우

가 많습니다.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조사하고 정리

하여 시다.그리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시

다.

뒷받침

내용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기회가

많습니다.듣는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

게 발표하여 시다.

뒷받침

내용

6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하여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이

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좋

은 제안은 까닭이 분명히 드러

나야 합니다.문장 성분에 주

의하며 제안하는 을 써 시

다.

정의

방법

내용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꾸거나 고

쳤으면 하는 일을 겪습니다.이러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토의하고 제

안하는 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는 을 써 시다.

뒷받침

필요성

내용

7

그림책은 과 그림, 는 그

림만으로 만든 이야기책입니

다. 과 그림을 잘 어울리게

구성하여 나만의 그림책을 만

들어 시다.

내용

시화집은 시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친구들과 함께 시화집을

만들어 시하고 시를 낭송하여

시다.

내용

단

원

1학기 2학기

단원의 길라잡이 형식 단원의 길라잡이

1

시는 반복되는 표 을 살려

읽고,이야기는 인물의 성격을

살려 읽으면 실감 납니다.재

미있는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

어 시다.

방법

내용

시에는 특별한 분 기가 있어서 시

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기

분이 느껴집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고 이야기를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시의 분 기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생각하며 읽어

시다.

필요성

내용

4학년 『듣․말․쓰』 교과서의 경우 각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설명

되어 있다.1학기 3단원의 경우 당 성에 한 요소가 2번 제공되었는데 어떤

학습 내용을 꼭 해야 한다는 식의 진술이 연달아 제공되기 보다 4학년의 학습

자 수 에 비추어 학습자 스스로 토의 차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문이

나,방법의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표 Ⅳ-11>4학년 『읽기』단원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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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 보

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

다.이때,여러 가지 사 을 활

용하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잘 모르는 내용

은 사 을 찾아가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어려운 낱말이나 내용이 들어 있는

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이때,어려운 낱말이

나 내용을 설명하는 사 을 활용하

면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 을 활용하면서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3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여러 의견의 공

통 과 차이 을 비교하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습니

다.여러 의견을 비교하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어떤 상이나 상황에 하여 쓴

을 읽을 때에 쓴이와 다른 의견

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때,내 의견

과 비교하면 쓴이의 의견과 그 까

닭이 한지 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쓴이의 의견이 나타난

을 읽고 내 의견을 제시하여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4

상 에 따라 사말과 높임

말을 알맞게 사용하여야 할 때

가 있습니다.높임말을 사용하

는 방법을 알아 시다. ,

사말과 높임말이 상황에 알맞

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내용

에 나타난 표 에 따라 의 느

낌이 다릅니다. 을 잘 읽으려면

에 나타난 표 이 한지 단하

여야 합니다. 에 나타난 표 이

한지 생각하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5

우리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

을 때에 그 정보가 담긴 을

읽습니다.정보를 찾는 목 을

생각하며 을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

다.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

엇인지 생각하며 을 읽어

시다.

뒷받침

방법

내용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정보를 찾아

비교하면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여러 종류의 자료

에서 얻는 정보를 정리하며 을 읽

어 시다.

필요성

내용

6

에는 쓴이가 등장인물의

의견과 그 게 생각하는 까닭

이 담겨 있습니다. 에 담긴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의견

이 한지 생각하며 을 읽

어 시다.

뒷받침

내용

어떤 문제 상황과 련하여 쓴

에는 쓴이나 인물의 생각이 나타

나 있습니다.따라서,의견이 한

지 단하며 을 읽어야 합니다.의

견이 한지 단하며 을 읽고

토의하여 시다.

뒷받침

당 성

내용

7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생

각하거나 느낀 것을 은 을

기행문이라고 합니다.기행문

을 읽으면 쓴이의 여행 경험

필요성

내용

이야기에는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

을 펼쳐 나가는 배경이 있습니다.배

경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까

닭과 인물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뜻

필요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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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쓴이가 다닌 곳,여행에서 보

고 들은 것,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확인하며 을 읽어 시

다.

수 있습니다.배경을 생각하며 이야

기를 읽어 시다.

4학년 『읽기』 단원의 길라잡이의 특징은 반 으로 ‘뒷받침+방법+학습

내용’의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다.언어 사용 상황에 해 설명하

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소개한 다음,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구성 형식으

로 교사와 학습자가 읽었을 경우 큰 무리없이 단원의 학습 방향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진술되어 있다.

라.분석 결과

각 학년별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특징이나

문제 을 내용 요소를 분석한 표 하단에 기술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합 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4학년 반 으로 부분의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학습내용과 그에 한

필요성 요성,학습 방법, 과 담화의 종류,뒷받침 내용이 히 배당되

어 있었다.다만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 1학기 에 학습자의 수 에 맞추어

긴 에 한 부담감을 축소하기 해 학습 내용만 제공된 단원의 길라잡이가

있었다.

둘째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교육과정 상에 단원의 길라잡이에 한 정확

한 용어 사용이 없어 학년간이나 교과서 간에 연계성과 일 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다.1학년 『듣․말』,『읽기』,『쓰기』 단원의 길라잡이를 보

면 『듣․말』과 『읽기』단원의 길라잡이는 상자의 형태로 만 제공되어

있는데 『쓰기』는 상자 오른쪽 부분에 내용 상 불필요한 캐릭터가 삽입되어

있다.캐릭터의 모양이나 특징이 단원의 길라잡이 내용의 부연을 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의미없는 캐릭터가 『쓰기』의 모든 단원의 길라잡이에 삽입되어 있

어 윗부분에 있는 삽화와 발문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그림이 어지럽게 나열된

느낌이 들었다. 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원의 길라잡이가 2개의 문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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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문장인지에 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어느 교과서는 3개의 문장을

각 문장마다 들여쓰기 하여 제시하기도 하고,4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단으로

제시한 단원의 길라잡이도 있었다.내용 악면에서는 그다지 요하지 않은 사

항이지만 세 권의 교과서마다 단원의 길라잡이가 제시된 문장 모습이 무 달

라서 마치 수정보기 단계에의 미완성 교과서라는 느낌이 들어 일 성이 없

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 내용면에서도 단원의 길라잡이 내용에 한 지침이 없어서 각 학년별,

교과서별 집필진에 따라 내용의 수 이 달라진다는 이다.그 다 보니 2학년

『읽기』의 경우 1학기 “설명하는 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설

명하는 을 읽고, 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다.”단원의 길라잡이와 2학기

“설명하는 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새로 알게 된 내용을 생

각하며 을 읽어 시다.”단원의 길라잡이 사이에서 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비록 같은 학년이지만 한학기의 차이를 두고 같은 성취 기 을 학습하는

데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학습 수 의 차이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한

다는 것은 교과서의 지면이 낭비된다는 생각마 든다.

마지막으로는 발문에 한 사항이다.학습자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학습

할 내용에 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한 발문도 필요하지만,2~3개의 발

문이 연달아 제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단원의 학습 방향

과 성격을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학습 목표에의 도달을 해 제공되는 단원의

길라잡이에서 발문만 제공하고 그에 한 정확한 답변이나 안내 없이 학습 내

용 제시로 진행되는 것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단원의 길라잡이를 함께 읽어보

는 교사 한 단원의 학습 방향과 학습 정보를 정확히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단이다.

4.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안

지 까지 교과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단원의 길라잡이에

한 내용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보았다.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 로

더 효율 인 도입 학습을 한 개선 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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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도입 학습’용어에 한 도입의 필요성이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교육과정 상에 교과서 단원 도입면에 한 학습을 ‘도

입 학습‘으로 명확히 지칭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교실 장에서도 학습은 하지

만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교과서는 교수․

학습을 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더욱 효과 인 도입 학습을

한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 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이해학습이나 용학습에 비해 도입 학습에는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는

단이다.

둘째,지 보다 더 효율 으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삽화와 발문의 유형 분석에서는 등학교 1~4학년의 학습자 수 을

고려하여 동기유발 유형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에 띄는 문제 은 발

견할 수 없었다.하지만 간혹 학습 내용과 직결되기 어려워보이는 삽화나 삽화

만 보고는 어떤 언어 사용 상황인지 악할 수 없는 삽화와 발문도 있었다.차

시학습에서 학습할 의 소재가 삽화로 삽입된 경우처럼 집필진의 의도를 명확

히 알기 어려운 삽화도 있었다.물론 이것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에 수업

할 내용에 해 숙지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

지만,모든 수업마다 완벽한 비를 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

자가 삽화와 발문을 보고 쉽게 학습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다.

셋째는 단원의 길라잡이에 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앞선 도입 학습의

용어 도입처럼 도입 학습의 하단에 있는 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 수업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해 지칭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한 Ⅳ장의 3 단

원의 길라잡이 결과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상자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나

형식에도 일 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넷째,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에 한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과 교과서 간의

일 성 측면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본 연구에서는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 지만 학년 간의 연계성이나 교과서 간의 일 성

측면까지는 다루지 못했다.하지만 분석 간간히 같은 학년에서 1학기와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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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단원의 길라잡이의 수 차이나 교과서 간의 일 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

할 수 있었다.단원의 길라잡이는 그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학습의 방법,필

요성 등 학습 방향에 해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모든 단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한 부분인 만큼 학년 간에 학습 내용의 수 차이

를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교과서 간에 같은 학습 내용에 해서는 어떤 식으

로 반 하고 있는지를 면 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62 -

Ⅳ.결론 제언

본 연구는 도입 학습의 앙에 치한 삽화와 질문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

류해 보고 도입 학습의 하단에 치한 단원의 길라잡이의 구성 형태를 탐색해

으로써 더 나은 도입 학습 개발을 한 시사 을 찾고자 논의를 진행하 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 을 살펴보고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제한

을 설정하 다.

Ⅱ장은 도입 학습의 분석을 한 국어 교과서 특성에 한 고찰로,1 에서 기

존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개념 기능에 해 재정립하 다.2 에서

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에 해 살펴보았고,3 에서는 교과

서의 단원 구성 원리와 체제,구성 요소를 알아보았다.

Ⅲ장은 도입 학습의 의의와 특징에 해 알아보았다.1 에서는 도입 학습의

교육 의의를 알아보았고,2 에서는 도입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해 살

펴보았다.3 에서는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 유형 분석 시 필요한 유형 분류

기 을 마련하기 해 Keller의 학습 동기 이론에 하여 살펴보았다.Keller의

ARCS동기 이론의 4가지 요소로는 주의집 , 련성,자신감,만족감이 있고,

이 4가지 요소의 하 범주를 참고하여 삽화와 발문의 유형 동기유발 유형

분석을 한 범주를 마련하 다.

Ⅳ장에서는 도입 학습의 연구 방법에 해 살펴보고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구성 요소별로 나 어 분석하 다.도입 학습을 크게 삽화와 발문,단원

의 길라잡이 두 부분으로 나 어서 분석하 는데,삽화와 발문 분석은 삽화와

발문이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유형 분석을 하 다.삽

화와 발문의 유형은 동기유발,배경지식활성화,학습목표주지로 분류하 고,동

기유발 유형은 주의집 측면, 련성 측면,자신감 측면으로 하 범주를 정하

다.이에 따른 삽화와 발문의 분석 결과로는 동기유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경지식활성화,학습목표주지 유형 순으로 분류되었다.이는 등

학교 ․ 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한 한 유형 분류라고

단하 다.단원의 길라잡이 구성 형태 분석은 교사와 학습자가 단원 학습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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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학습 문제를 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악하며 단원의 본시 학습에 앞서

단원의 성격을 결정짓고 안내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단원의 길라잡이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분석 결과 각 학년의 학습자 특

성을 반 하여 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이 제공되어 있었다.하지만 단원의 길라

잡이 내용에 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발문으로만 단원의 길라잡이를 제공한

경우나,학년 간의 연계성,교과서 간의 일 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국어과 교과서의 도입 학습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향에 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도입 학습’용어에 한 도입의 필요성이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교육과정 상에 교과서 단원 도입면에 한 학습을 ‘도

입 학습‘으로 명확히 지칭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수업 장에서도 학습은 하지

만 이해학습이나 용학습에 비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이 든다.

둘째,지 보다 더 효율 으로 학습자가 동기유발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며 학습목표를 인식하기 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필요하다.간혹 학습 내용과 직결되기 어려워보이는 삽화나 삽화만 보고는 어떤

언어 사용 상황인지 악할 수 없는 삽화와 발문이 있다.교사가 모든 수업마다

완벽한 비를 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삽화와 발문을

보고 쉽게 학습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삽화와 발문의 제작이 요구된다.

셋째는 단원의 길라잡이에 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정확한 명칭이 없어

서 수업 상황에서 이를 지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상자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나 형식에도 일 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넷째,단원의 길라잡이의 내용에 한 학년 간의 연계성 측면과 교과서 간의

일 성 측면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모든 단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한 부분인 만큼 학년 간에 학습 내용의 수 차이를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교과서 간에 같은 학습 내용에 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 하

고 있는지를 면 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 네 가지 내용을 심으로 교과서 도입 학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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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학습은 이해학습이나 용학습처럼 한 차시 분량의 학습이 아니고 본시

학습 40분 수업의 일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상황

에서 도입 학습의 내용이 히 재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도입 학습의 요

성에 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한 차시 분량이 아닌 학습이라는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지는 못하다.단원 구성 체제와 수업 실을

반 하여 이런 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문,단원의

길라잡이의 질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더불어 도입 학습의 삽화와 발

문,단원의 길라잡이를 통해 기존의 교과서 보다 뚜렷한 단원의 학습 방향 제시

와,효과 인 본시 학습을 진행하기 한 단계로써의 역할,학년 간의 연계

성까지 악할 수 있는 도입 학습이 되기 해 이에 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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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Introductionlearning’inElementary

SchoolKoreanLanguageTextbookAccordingto

2007RevisedCurriculum

-Focusedon1stto4thGraders-

Choi,JiYoung

MajorinElementaryKoreanLanguag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Lee,JooSeop

Thisstudywasexecutedtoexaminewhathastobedonetoimprove

introductionleaninginKoreanlanguagetextbookbyperforminganalysis

dividingthetotalintroductionlearninginthefirstgradetothefourthgrade

textbooksintotwoparts.

Wejudged thatreviewing thetextbookswhich areutilized ascore

teachingandlearningmaterialsinclassroom sitesnotatanabstractlevelbut

puttingthefocusontheaspectthatthesearedirectlyinputtedtolearning

sites,and sharing the findings with site teacher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abouttextbooksaredirectlyrelatedtothequalityof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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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we judged thatitis necessary to carry outa study of

meticulouslyreviewingwhatistheobjectiveofintroductionlearningwhich

canbesaidtobethestartofaunitandinwhattypeintroductionleaningis

presentedtoachievesuchanobjective.

Whenwelookintothedetailedprocessofdiscussion,inChapterIIwhichis

thestudyontheoreticalbackgroundforanalysisofintroductionlearning,we

reviewedconceptandfunctionofatextbookinClause1.Westudiedlearning

motivationtheoryofKellerinclause2inordertoprovideatypeclassification

standardrequiredforanalysisofillustrationandtypeofintroductionlearning.

Inclause3,webrieflyinvestigatedthepartofrevisededucationalcourseof

2007relatedtothisstudyandreviewedcompositionprincipleandsystem as

wellascomponentsofunitsofatextbook.

InChapterIII,weanalyzed'introductionlearning'ofhearing,speaking,

readingandwritingunitsofrevisedelementaryKoreanlanguagetextbooks

of2007.Inclause1,weexplainedthemethodtoanalyze159introduction

learningsoftotal20volumesofthefirsttofourth gradetextbooks.In

clause 2,introduction learning was analyzed dividing itinto two parts,

episodewithepilogueandguidefortheunit,andwecouldnotfindanybig

problem intheoveralllookofthetypeofepisodeandepilogue.Incaseof

thefirstgrade,therewerefarmorecasesofmotivationtypeand,though

thereweremorecasesofmotivationtypeasthegradewentup,background

knowledge invigoration type also comprised somewhathigh weight.By

comparison,learninggoalremindingtypeshowedlow frequencyinallthe

grades.Atthefirstandthefourthgradelevel,wejudgedthatepisodesand

epilogueswhichinducelearningmotiveforthecontenttolearnintheunit

and invigoratebackground knowledgearemoreadequatethan guidefor

learning activitiesalittleformally unfolded which helpsthestudentsto

recognizeandresolvelearning goalswhenunfoldingintroductionlearning.

Thoughadequatecontentswerebeingprovidedforunitguidesinmos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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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inaccordancewiththelevelofeachgrade,therewasanecessityto

paysomemoreattentiontoconsistencybetweentextbooksandconnectivity

between grades.In Clause 3,we looked into the method to improve

introductionlearningonthebasisoftheresultofanalysiscarriedoutin

Clause2.

InChapterIV,weputtogetherwhatwehavediscusseduptonow and

proposedsuggestionsforintroductionlearninginKoreanlanguagetextbooks

andthedirectionofimprovementforbetterintroductionlearning.First,itis

necessarytostartusingtheterm 'introductionlearning'inthetextbooksor

intheguidesforteachers.Second,itisrequiredtoproduceepisodesand

epiloguesthroughcontinuousstudyinordertoefficientlyinducemotivation

oflearners and to help them to invigorate background knowledge and

recognizelearninggoals.Third,weneedintroductionoftheterm 'guidefor

unit'andguidelinesforthecontenttobeprovidedforthesame.Fourth,a

follow-upstudyisrequiredtobecarriedoutontheaspectofconsistency

andconnectivitybetweengradesandtextbooksofguideforunit.

Qualitativeimprovementofintroduction learning oftextbook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outby researchersthroughincessantinterestinand

studyonintroductionlearningwhichcanbesaidtobethestartoflearning

inaunitsothatthecontenttolearninthe'beginning'ofaunitsuchas

directionandnatureoflearningcanbeaccuratelyprovidedtolearnersand

teachersinadditiontoinducementofmotivation,invigorationofbackground

knowledgeandrecognitionoflearninggoals.

Keywords:IntroductionLearning,EpisodeAndEpilogue,GuideFor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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