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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국어과 교과서의 ‘놀이터’분석

- 등 1～4학년 국어 교과서를 심으로-

서 미 숙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국어교육 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본 연구는 2007개정 등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내용 구성을 분석함으로

써 학습자의 창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놀이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다.본 연구는 재 진 인 개편과정에 있는 교과서의

보 실태를 고려하여 2010년 재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장에

보 된 등 1～4학년 교과서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구체 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Ⅱ장에서는 연구 배경에 한 이론 고

찰로,1 과 2 에서는 교과서의 개념 기능에 해 재정립하고자 하 다.

3 에서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체 인 특징 구성체제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Ⅲ장에서는 놀이터의 의의와 특징을 논의하 다.1

에서는 놀이터의 의의를 살펴보았는데,놀이터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유용한 교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창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학

습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국어 학습 요소들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2 에서는 놀이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놀이터는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에 을 두어 구성하 으며,학습자가 능동 으로 참



- v -

여할 수 있을만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어휘 국어 교과 련

내용은 물론,사회․문화의 문제에 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

며,교사용 지도서에는 놀이터 지도에 한 안내를 따로 제시하고 있었다.3

에서는 ‘놀이터’의 구성 인 창의 사고 능력의 개념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놀이터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

서는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 놀이터의 활동 유형에 따라 분류하 다.

먼 창의 구성 요소에 따라 유창성,융통성,독창성,민감성,정교성으로

나 어 분석․정리하 으며,활동 유형에 따라 놀이활동형,창작활동형,감상

활동형,정보탐색활동형으로 나 어 분석․정리하 다.

2007개정 교과서의 놀이터에 한 분석 결과,놀이터의 개선 방안에 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첫째,학습자가 활동하는 놀이터의 학

습 분량에 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둘째,학습자의 자율 학습을

해 활동에 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셋째,학년별로 활동 유형의 수를

균형화할 필요가 있다.

놀이터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 의욕 고취 창의 사고 능력 향상을

해 매우 유용한 공간이다. 한 학습자가 국어 교과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국어 학습에의 능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놀이터 학습을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춰 효과 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2007개정 국어 교과서,창의 사고 능력,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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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과에서는 학습자들이 높은 수 의 창의 사고력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국어과 교육의 목 을 ‘창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으로

제시하 을 뿐 아니라,2007개정 국어 교과서1)편성에서도 ‘창의 인 사고를

함양하는 교과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어과에서 창의 사고의 향상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신헌재(1991)는 창

의 사고의 개념을 “기존의 념이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지식의 범 를 확

하는 인류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으며 어떤 문제에 해서도 만족스럽고

도 독창 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 한 능력”으로 정의하 다.이재승

(2002)은 창의 국어 능력이란 언어 표 과 이해 과정과 련된 도 문제

사태를 창의 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며 이는 창의 사고 발달과 언어

성장을 도모할 때에 길러지기 때문에 국어 학습이 창의 사고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 고,노명완(2004)은 창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창출, 리,

활용은 지식을 다루는 언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게 표 하고 이해하는

언어활동이야말로 창조 사고 과정임을 강조하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의 사고 능력이란,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

하고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을 기존의 의미와는 달

리 다른 으로 바라보고,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표 할 수 있는 능력으

로 해석한다.즉,듣고,말하고,읽고,쓰는 활동을 통해 자기 나름의 이나

세계 에 기 하여 재구성하기 해 언어를 분석 ,비 ,창의 으로 바라보

는 능력이 국어과에서 말하는 창의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는 해당 단원 학습과는 독립 으로 국어 교

육의 창의 사고력 증진시키기 해 구성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물론,국어

과 각 단원의 도입,이해, 용 정리 학습에서 다양한 교수 자료 방법을

1) 하에 는 ‘제7차 과정에  어과 과 ’  ‘제7차 어 과 ’로, ‘2007 개정 

과정에  어과 과 ’  ‘2007 개정 어 과 ’로 줄여  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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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창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놀이터’는 교

과 내용과 계없이 독립 으로 학습자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에

을 두어 구성된 것이다.

한,‘놀이터’는 정규 수업 상이 아니고 평가의 상도 아니라는 을 분명

히 하고 있다.따라서,학습자들이 즐겁게,부담없이 창의 언어 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 으며,수업이 시작되기 이나,수업의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

며,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자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구성으로 언어 사용과 련된 다양한 활동을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정규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의 상도 아니라는 특

징 때문에 ‘놀이터’활동에 한 이론 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놀

이터’활동이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효과 으로 활용한다면,

국어과 교육의 궁극 목표인 창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한 유용한 제재

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구 된

‘놀이터’의 의의 황과 특징을 살펴보고,‘놀이터’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여

교육 장에서 놀이터의 활용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는 재 교육 장에 보 된 1～4학년 국어과 교과서의 놀이터 내용

구성을 분석하여,놀이터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창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

시키기 한 구체 인 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 연구의 Ⅱ장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특징에 한 고

찰로 1 과 2 에서는 각각 교재로서의 일반 인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에 해

서 살펴보았다.3 에서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일반 특징과 가장 큰 특

징인 구성체제의 변화에 하여 탐색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 ‘놀이터’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다.1 에서는 놀이터의 설정 의의에 하여 알아보고,2 에서는 놀이터의

황 2007개정 국어 교과서 안에 구 된 놀이터가 제7차 교과서의 쉼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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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본 후 놀이터의 특징에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3

에서는 Ⅳ장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터의 유형 분석의 이론 배경이 되는 창의

사고 이론에 하여 창의 사고의 개념과 창의 사고의 구성요소로 나

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이론 토 에 근거하여 놀이터 활동 내용의 유형 분석이

이루어진다.1 에서는 놀이터의 구성 인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본 연구에서는 Torrance의 분류에 근거하여 유창성,융통성,독

창성,정교성,민감성에 따라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2 에서는 놀이터를 활

동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본 연구에서는 놀이터를 활동 유형에 따라 놀이

활동형,창작활동형,감상활동형,정보탐색활동형의 네 범주로 나 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3 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 놀이터의 문제 을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Ⅳ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놀이터 구성에 고려해야 할 원리와

놀이터 개발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갖는다.

첫째,이 연구에서는 2010년 재 교육 장에 보 되어 활용하고 있는 1～4학

년 2007개정 국어 교과서를 상으로 하 다.따라서 5～6학년 2007개정 국어

교과서가 보 되는 2011년에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이 연구에서는 놀이터의 활동 형태와 내용에 을 두어 진행하 다.

각 단원 역별 특징과 연 지어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련한 어떠한

시사 을 제시할 수 없다.

셋째,이 연구의 논의는 교과서 고찰을 통한 이론 탐색에 기반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향에 의하여 실제 교육 내용에 목시켜보는 작업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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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국어 교과서의 특성

1.교과서의 개념

Gall(1981)은 교재를 ‘교수-학습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하여 사용되는 표상

이고 물리 인 실체’라고 규정하 으며,이성 (1995)은 교재란 ‘교육과정 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 ,표상 실체’를 가리킨다고 설

명하고 있다.즉,교재란 학교 장에서 교수-학습이 효율 으로 진행되기 해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것을 말한다.녹음자료 상자

료,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자료가 교재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수업 장에서

가장 심이 되는 교재는 교과서이다.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가장 핵심 인 교재인 교과서의 개념은 각

시 의 교육 사조나 교육 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지 까지 논의

된 교과서의 개념에 한 여러 학자들의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

반․ 상 자 작물 등을 말한다(‘․ 등교육법’의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한 규정’제2조 2항, 통령령 제20740호,2차 개정 2008.2.29).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구체화시켜 학교 수업 장에 제공되는 교수-학습의 심

자료이면서,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목표 심의 교재이다(노명

완 외,2004,p.12).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이라는 제도의 외연을 보여주는 명료하고 고정된

실체라 할 수 있다(김창원,2003,p.45).

․교과서는 교재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서,교육과정 운 을 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선정․조직한 제재들의 유기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최 섭 외,2008,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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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논의된 개념을 살펴보면,교과서란,교실 수업 상황에서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해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반 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사와 학생

의 상호작용을 한 요한 매개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직 이고 강력한 향을 받는 치에 있으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에게 강력한 향을 미치는 치에 놓여 있다. 한 교과서는 사회

가치를 직‧간 으로 반 하며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구체화된다.이러한

교과서의 상을 고려하여 노명완 외(2004)는 교과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

첫째,교과서는 사회와 한 련을 맺으며 그 사회의 가치를 반 하고,윤

리 인 계도를 하며,교육의 질 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교과서는 계

하고 있는 사회의 반 인 양상을 반 하는데,교과서가 사회를 하고 바르

게 반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교과서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교실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간 매개체인 교

과서는 그 내용과 내용을 포장한 내 ‧외 체제에 의해서 교실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셋째,교과서에는 교육과정과 련하여,교육과정의 철학과 내용을 재해석하

고 구체화하는 기능이 있다.교과서는 교사나 학생이 직 해서 이해하기 어

려운 교육과정의 목표,내용,교수-학습 방법,평가 등을 구체 으로 해석해 주

는 역할을 한다.

넷째,교과서는 교수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하면서,평가를 안내

하며,언어 사용의 모델을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교과서는 교사에게 무엇

을 어떻게 가르치고,평가할 것인지 친 한 교수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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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학습 자료를 제공하며,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교과서는 학습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배워야

할 것을 구체 으로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학생들이 교과서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본 으로 재미있는 교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교과서는 특정 사회 맥락과 교수-학습 상황 속에

서 교육과정의 향을 받으며 교사와 학생에게 직 인 향을 미친다.이러한

교과서의 기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교과서는 사회 필요나 요구를 반 하여

교육과정을 재해석하고 구체화하며,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한 교사에게는 구체 인 교수 자료로서 학생

에게는 재미있는 학습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

가.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체 특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반 하고 있는,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학교

장에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요한 자료이다.물론,교사가 학교와 학 상

황에 맞게 자료를 직 제작하거나 교과서를 재해석·재구성하여 교육내용을 구

체화 시킬 수 있으나 실제 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따라

서 교과서는 교육 목표와 학생 는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요한 매체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개발한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

징을 교사용 지도서(pp.34-3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부합하는 교과서

2)텍스트 수용과 산출 심의 교과서

3)창의 인 사고를 함양하는 교과서

4)언어 사용의 실제(목 )을 강조하는 교과서

5)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풍부하게 일어나게 하는 교과서

6)학습 방법을 안내해 주는 교과서

7)교과서 사이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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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교과서

9)단원 학습 개 방식의 다양화

10)삽화 편집 체제가 매력 인 교과서

이처럼 2007개정 국어 교과서는 기존의 제7차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벗어나

지 않고 있으나 2007개정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인 언어 사용의 실제(목 )의

강조,텍스트의 생산이나 수용을 심으로 한 지식,기능,맥락의 통합,창의

인 언어 활동의 강조,언어의 부분보다는 체를 강조하는 교육,학습자의 흥미

나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언어 사용의 맥락 강조,매체 언어 교육 강화 등을

최 한 반 하고자 하 다.

나.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구성 체제

2007개정 국어과 교과서는 1～3학년에는 『듣기·말하기』,『쓰기』,『읽

기』의 3권 분책체제,4～6학년에는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2권 분책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에서는 제7차 국어 교과서와 동일하다.그러나 구성 체

제면에서 제7차 국어 교과서와 두드러지게 달라진 은,제7차 국어 교과서는 5

개 단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2007개정 국어 교과서는 1학기에 8단원,2

학기에 7단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는 제7차 국어 교과서에서 나

타났던 단원 크기의 과다, 단원 내의 소단원 간의 연계성,지엽 인 학습의

복성 등의 단원 체제의 문제 을 개선하여 단원의 크기가 축소되고 단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기본 단원 구성 체제

는 <표 Ⅱ-1>,<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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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듣기/말하기』/『쓰기』의 단원 구성 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텍스트(담화․ ․언어 자료․작품) 텍스트(담화․ ․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용 학습

정리 놀이터
이해 학습 용 학습

•단원명

•문제 상황

•단원 학습

목표

•차시목표

•이해(지식,기

능 맥락)학습

활동

•차시 목표

•이해(지식,기능,맥

락)학습 활동

•차시 목표

• 용 학습 활동

•정리

•평가

•실천

(생활)

•사고력

신장을

한 학습

1쪽 2쪽 짝수(2,4쪽) 홀수(3,5쪽) 1쪽 홀수(1쪽)

<표 Ⅱ-2>『읽기』의 단원 구성 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텍스트(담화․ ․언어 자료․작품) 텍스트(담화․ ․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용 학습

정리 놀이터
이해 학습 용 학습

•단원명

•문제상황

•단원학습

목표

•차시목표

•이해(지식, 기

능 맥락)학습 활

동

•차시 목표

•이해(지식,기능,맥

락)학습 활동

•차시목표

•이해(지식,기능

맥락)학습 활동

•차시 목표

•이해(지식,기능,

맥락)학습 활동

•정리

•평가

•실천

(생활)

•사고력

신장을

한 학습

1쪽 2쪽 짝수(4,6,8쪽) 홀수(9,11,13쪽) 4,6쪽 1쪽 홀수(1쪽)

표에서 나타났듯이 각 단원은 도입,이해학습, 용 학습,정리,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놀이터는 실제 정규 수업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 학습’은 삽화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단원의 학습 목표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으며,‘이해 학습’은 7차 교과서의 ‘원리 학습’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 략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이해 학습 부분은 교과서 상의 다른

구성 요소보다도 단원의 목표 도달을 한 핵심 요소로서,그리고 용 학습의

비단계로서 매우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다(이주섭,2008).‘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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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 학습’에서 익힌 지식,개념, 략을 활용하여 하나의 텍스트를 온 히

이해하거나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단원의 마지막 차시인 ‘정리 학습’은

공부한 내용을 정리 평가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마지막으로 ‘놀이터’는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을

길러주는 내용에 을 두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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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007개정 국어 교과서 ‘놀이터’의 의의와 특징

1.‘놀이터’의 의의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 ‘놀이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의의를

지닌다.첫째,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 구성으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

는 유용한 교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둘째,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불러일으키

는 내용을 제시하여 창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셋째,유연하면서도 부담 없

는 내용이지만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국어 학습 요소들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이다.여기서는 ‘놀이터’의 활용이 국어 수업

반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첫째,‘놀이터’는 말놀이 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

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필요

동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그에

따른 의지는 학습을 이끄는 에 지이자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놀이터’에

는 수수께끼,끝말잇기,십자말풀이 등의 말놀이 활동은 물론,즐거운 노래 부르

기 시 감상하기,풍부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의 쓰기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느끼는 교과서에 한 생각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친숙한 교과서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따라서 ‘놀이터’는 학습자가 즐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함

으로써 교과서가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국어과 학습에 한 의욕을 고취

시켜,학습자가 즐겁게 언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용한 교재 역할을 할 것

이다.나아가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재미있는 교과서,열린 교과서 을 가지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놀이터’는 학습 내용으로 다양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제

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 사고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놀이

터’는 해당 단원 학습과는 독립 으로 주로 학습자의 창의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구체 으로 ‘놀이터’에서는

우리 반,친구,동물 등의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소재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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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과의 화,사막 여행,요술 지팡이,무인도,마법사 등과 같이 실에서

가능하지 않지만,학습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했던 흥미로운 소재들을 제

시하여 다양하게 사고해 보도록 유도한다.학습자들은 이러한 소재들을 활용하

여 자기 나름의 으로 비 ,창의 으로 해석하고 표 해 으로써 창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놀이터’는 학습자들이 알아야할 국어 학습 요소들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놀이터’는 정규 수업 상이 아님은 물론 직

인 평가의 상도 아니다.따라서 수업의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이나 자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놀이터’학습을

유연하고 부담 없이 느끼게 하며,학습자들이 즐겁게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그러나 ‘놀이터’에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익히기를 비롯하여,주제

에 따른 짓기, 용어 속담,바른 표기법 익히기,우리 문화 련 내용 살

펴보기에 이르기까지 국어과에서 학습자들이 익 야할 국어 학습 요소들을 다

루고 있다.따라서 학습자들은 흥미롭게 놀이터 학습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연스

럽게 국어 학습 요소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국어과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원활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함을 고려할 때 ‘놀이터’가

갖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놀이터’의 특징

가.‘놀이터’ 황

앞에서 살펴보았듯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 ‘놀이터’는 제7차 국어 교과서

‘쉼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단원의 정리학습 다음의 마지막 부분에 1쪽 분량

으로 제시되어 있다. 재 1～4학년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놀이터’는 총159개이다.1～3학년까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3

권으로,4학년은 『듣기․말하기․쓰기』,『읽기』 2권으로 각각 1학기에는 8개,

2학기에는 7개씩 1쪽 분량이 제시되어 있는데,1학년 1학기만은 6개의 소단원으

로 놀이터 역시 6개씩 수록되어있다.1～4학년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놀이터의 개수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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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 듣 ․말하 쓰 계

1학
1학 6 6 6 18

2학 7 7 7 21

2학
1학 8 8 8 24

2학 7 7 7 21

3학
1학 8 8 8 24

2학 7 7 7 21

4학
1학 8 8 16

2학 7 7 14

<표 Ⅲ-1>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놀이터 개수

실제 교과서에 구 된 놀이터는 일반 으로 제목,활동 안내,활동 시,활동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나,활동 시 자료는 ‘놀이터’의 내용에 따라 생략하여 제

시된 경우도 있다.다음은 2학년 1학기 4단원 『쓰기』에 제시된 놀이터를 로

든 것이다.끝말잇기를 통해 만들어낸 두 낱말을 이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

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쓰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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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동 내

활동 시

활동 료

[그림 Ⅲ-1]놀이터의

주.출처 2학년 1학기 『쓰기』(p.52)교육과학기술부.2010.서울:미래엔컬처그룹.

‘놀이터’의 제목은 학습 활동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말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

다. 의 와 같이 활동 방법을 제시하여 제목만 보고도 학습 활동을 악할

수 있거나,놀이활동명,제시된 자료의 핵심어, 는 활동 내용을 함축 으로 제

시하고 있다.

활동 방법을 제목으로 제시한 경우는 <정확히 발음하기>,<즐겁게 노래를>,

<그림 읽고 꾸미기>,<문장 속 동물 이름 찾기>,<생각 많이 떠올리기>,<간

단한 그림으로>등이 있다.놀이활동명을 제목으로 제시한 경우는 화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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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재미있는 십자말풀이>,<수수께끼>,<재미있

는 끝말잇기>,<삼행시 짓기>등이 있다.제시된 자료의 핵심어를 제목으로 삼

은 것은 <존 >,<백일홍 이야기>,<‘괜찮다’의 뜻>,<잠자리> 등이 있으며,

활동 내용을 나타낸 제목으로는 <돼지가 꿀꿀거리는 까닭은?>,<요술 지팡이

가 생긴다면>,<값이 있을까,없을까?>,<어디에 쓰면 좋을까?>등이 있다.

활동에 한 안내는 제시된 활동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보통 2～3문장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

의 높이에 맞추어 활동 방법을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단어 문체로 제시되

고 있다.

활동에 한 시는 활동 안내 문장 다음으로 제시되어 활동 방법에 한 구

체 인 를 보여주고 있다.활동 시는 의 그림과 같이 보기로 제시되어 활

동 안내에 한 직 인 활동의 를 보여주거나 그림이나 만화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간 으로 학습자의 연상을 돕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활동 시가 직 인 ‘보기’로 제시된 경우는 주로 간단한 단어나 문장 만들

기 활동, 는 끝말잇기 등의 말놀이 활동이며,간 인 그림 형태로 제시된

경우는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말하거나 써 보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상

상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 보는 활동에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활

동 내용에 따라 활동 시가 생략된 놀이터도 있다.

활동 자료는 활동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 는 사진으로 제시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해 이나 빈 공간을 제공하 다. 의 그림과 같이 <끝말 이어 짧

은 쓰기>의 끝말잇기에 활동에 어울리는 기차그림으로 제시하거나 < 자

비가 내려요>2)라는 틀린 자 찾기 활동에 자를 빗방울 속에 넣어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한 활동 자료는 언어 설

명을 최소화하고 그림 는 사진자료의 세 한 찰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

사고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놀이터’활동에 따라 낱말풀이나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낱말풀이는 주로 <할머니의 자장가>3)와 같은 옛 노래나 시 등의 읽기

활동의 놀이터에서 제시되고 있으며,정답은 <수수께끼>4)와 같은 활동의 놀이

2) 1학  2학  『쓰 』 2단원

3) 2학  1학  『 』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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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거꾸로 제시되어 있다.

나.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와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비교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는 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을 가지고 있다.

첫째,다양한 활동과 제시 방식은 학습자들이 국어 교과서를 흥미롭게 인식하

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놀이터’ ‘쉼터’에는 다양

한 말놀이 활동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내

용의 표 활동이나 읽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제시된 방식 한 사진,그림,만

화 등 학습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학습자들이 국어 학습을

놀이로 느끼게 함과 동시에 교과서가 재미있는 교재라는 인식을 심어 수 있

을 것이다.

둘째,학습 목표와 직 련되지 않는 요한 국어 사용에 한 내용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놀이터’ ‘쉼터’는 다양한 어휘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사회에 한 근과 우리말 사용에 한 내용까지 범 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국어 학습과 련이 있으나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정규 수업 상이 아니므로 기타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학습자

들이 자율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놀이터’ ‘쉼터’는 해당 단원

학습과는 독립 으로 구성되어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이는 학습자들이 학습에 한 부담을 이고 단원을 마

무리 하면서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그러나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는 활동 내용의 개수 구성의

에서 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제7차 국어 교과서에서 1～4학년의 총 ‘쉼터’의 개수는 110개이고,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놀이터’가 159개로 총 49개의 활동이 늘어났다.이는 교과서

가 단원 체제에서 소단원체제로 환됨으로써 나타나는 상으로 보여진다.

4) 2학  1학  『 』 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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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제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마지막에 쉼터가 하나씩 제시되어 각 학

기별로 5개 정도의 쉼터가 제시되었던 반면,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소단

원의 마지막에 제시된 놀이터가 각 학기별로 7～8개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한,‘놀이터’는 주로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수업을 강조하며

창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는 '국어 문화에 한 자 심 고양,국어 사랑의 의식(태도)고취,창조

국어 생활에 한 인식,국어의 발 을 한 태도 고양'등을 목 으로 신설되

었다.그리고 '국어 문화(우리말과 우리 ),국어 사랑 국어 생활,국어의 기

원 형성,국어의 쓰임새,어휘의 이해'등으로 범주화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자 하 다 그러나 무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고,쉼터 내용 간의 계열성이 특별

히 없어서 교과서 개발자의 임의 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에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는 학습자의 창의 사고를 북돋아 주기

한 내용에 을 두어 구성되었다.이주섭(2008)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쉼

터'라는 용어를 '놀이터'를 바꾼 까닭은 정규 수업의 상이 아니고,더군다나

평가의 상도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이 즐겁게,부담 없이 창의

언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함이다.

다.‘놀이터’의 특징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

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 ‘놀이터’는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에 을 두어 구성하 다.창의 인 사

고를 함양하는 교과서를 주안 으로 두고 있는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놀이터’를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 사고를 북돋아 주고자 하 다.

둘째,국어사용에 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고 능동 으로 참여하도록 말놀

이 심의 활동 창의 사고와 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놀이터는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말놀이,상상하여 말하

기,간단한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놀이터 구성은 학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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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한 부담감을 이고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수

있다. 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심의 놀이터는 학습자에게 이해하고 익

야할 학습거리가 아니라 즐겁고 편안한 놀이거리로 다가갈 수 있다.이는 학습

자의 흥미를 높일 뿐 아니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

의 사고 증진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기본 어휘 국어 교과와 련된 내용은 물론, 통 문화 놀이에

해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해 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

하고 있다.‘놀이터’에서는 말놀이 활동 흥미 주의 어휘 학습 련 활동으

로 학습자들이 놀이를 한다고 느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학습에 필요한 기본

어휘를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재미있는 상상을 통한 짓기나 속담을 소재로

한 활동 등의 국어 교과와 련한 기본 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한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5),<우리 놀이,우리 노래>6)과 같은 활동에서는 래동요를

소개하고 그 노래를 부르며 함께하던 통놀이까지 소개함으로써 우리말과

을 넘어 통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문화에 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손으로 표 하는 말>7)의 활동에서는 수화로 말하여 보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말과 에 하여도 심을 갖으며,<살기 좋은 한민국>8)의 활동

에서는 리집을 통해 제안을 해 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 을

해 보는 등 놀이터에서는 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심을 가지도록 의

도하고 있다.

넷째,교과서 내용 외에 ‘쉼터’지도에 한 안내 자료가 없었던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2007개정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놀이터 지도 한 안

내를 따로 제시하 다.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에서는 지도에 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나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때가 있었다.이러

한 을 보완하여 개정 교과서의 지도서에서는 활동에 한 시 답안을 제시

하고,활동에 따라서는 기타 련 활동을 소개하거나 학습지를 첨부한 놀이터도

있다.

5)3학년 2학기 『읽기』 2단원

6)4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 8단원

7)4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 1단원

8)4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쓰기』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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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놀이터와 창의 사고 이론

가.창의 사고의 개념

창의 사고의 개념에 한 논의는 학자마다 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개념을 찾기는 어렵다.그러나 여러 정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창의

사고 개념의 핵심 요소는 ‘새로움(독창성,독특한,새로운,신선한, 기치못한)’

과 ‘ 성(유용한,구체화된,가치 있고 의미 있는,과제 조건을 충족시키는)’이

다.여기에서는 김효진(2006)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여러 학자들의 창의 사고

의 정의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Torrance는 창의 사고란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하여

빠진 요소나 잘못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이러한 결함에 해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 그 추측과 가설을 평가하고 검증하며,이것들을 재수정하고 재검증하여 마

지막으로 그 결과를 알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즉,그는 문제 상황을 찾아

서 해결하는 과정을 창의 사고로 보았다.

Helpern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하여 아이디어들의 새로운 결합을 형성

하기 한 능력이라고 정의하 으며,Perkins는 창의성이 발 되는 과정으로서

의 사고 과정을 의미했다.

Rogers는 창의 사고란,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의 출 이며,

그것은 그 개인의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사건,사람,자료,자기의 생활상의 어

떤 상황 등에서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하 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창의성은 여러 개념을 포 으로 포함

한 개념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다양한 생각에 보다 을 둔 용어라 할 수 있

고,반면 창의 사고란 사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과정과 결과에 을 둔 용

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창의 사고의 구성요소

창의 사고의 구성요인은 인지 인 요인과 정의 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근할 수도 있으나, 부분의 학자들은 인지 요인과 정의 요인을 함께 제시

하며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요하게 제시하 다.조은숙(2004)의 연구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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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여 창의 구성요소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lliams는 창의 사고의 구성요인을 인지 요인과 정의 인 요인으로 나

어 설명하 다.그는 인지 요인은 유창한 사고,융통 사고,독창 사고,

정교 사고로 제시하 으며,정의 요인은 호기심, 험감수,복잡성,상상력

으로 제시하 다.

Urban은 확산 사고와 행동,일반 지식과 사고 기반,그리고 특정 역의

지식과 같은 요인을 인지 요인으로,집 력과 집착력 동기,그리고 개방성과,

애매 모호함에 한 참을성 등을 정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6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하 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사고 교육 로그램 모형에서 창의 사고 구성요

인으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을 창의 사고 성향으로 민감성,자발성,

독자성,근면성,지 호기심,변화에 한 개방성을 들고 있다.

Guilford는 지능구조모델(Structureofintellectmodel.SOI)에서 지능은 정신

작용 5가지,내용 4가지,산출물 6가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육면체의 모형을

이루어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120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문제 상황에

서 다양한 생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인 확산 사고에 한 하 역으

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민감성,재정의로 나 었다.

Torrance는 창의 사고요소로 문제에 한 민감성,유창성,융통성,정교성,

독창성,추상 반응,개방성,정서,명료성,활동 표 의 환,독특한 심상화,

경계확장,유머,풍부한 심상,감각기 을 활용한 심상,환상 등의 요소라 하

다.

Arieti는 기억,인지,평가,수렴 사고,확산 사고라 하 으며,Treffinger

는 호기심,상상력,생산성,사고와 단에서의 독자성,지속성,문제에의 몰두,

미래와 미지의 것에 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기 한 노력으로 창의 사고

와 성향이라고 하 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창의 사고의 구성요소에 한 견해는 학자들마

다 조 씩 다르게 나타나 어떤 합의 을 찾기는 어렵지만 부분의 학자들이

창의 사고의 인지 요인으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을 제시하고 있

다.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검사로 리 사용되고 있는 Torrance의 창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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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민감성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유창성

Guilford에 의하면 유창성은 지각한 문제에 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Torrance는 문제해결의 여러 가지 안을 산출할 수 있는 사

고 능력을 의미한다. 한 Williams에 의하면 많은 질문,생각,해결책 혹은

안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기능을 의미한다.즉,유창성이란 문제에 한 해결방

안 는 물건에 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생성해 낼 수 있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유창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는 ‘특정한 사물과 련 된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

기,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해 보기’등이 있다(이

미란,2007).

2)융통성

Guilford는 융통성을 습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즉,융통성이란 고정 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넓고 다양하게 근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문제해결 방

법을 생각해 내는 사고 능력이다.

융통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는 ‘결과부터 거꾸로 생각하기,사물의 속성을 기

로 의도 으로 다양한 생각하기’등이 있다(조은정,2009).

3)독창성

독창성이란 이 의 것을 탈피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

력을 말한다.즉,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기존의 해결 방안이나 생각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나름 로 색다르고 참신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

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독창성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하기’,‘기존의 생각이나 념을 부정하

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용하여 생각해보기’등의 활동으로 길러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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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재,1991).

4)정교성

정교성이란 기존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거나 문제에 포함된 의미를 명확하

게 이해하여 보완,수정하는 것과 련된 사고과정을 의미한다.즉,피상 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다 재미있고 완 한 것으로 확 시켜가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5)민감성

민감성이란 문제를 리하게 찰하고 새로운 탐색 역으로 확장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즉,어떤 것을 보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민감하고 철 하게 들여

다보며 지속 으로 질문해 가면서 해답을 찾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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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007개정 교과서 놀이터의 유형 분석

민경미(2003)의 연구에서는 제7차 국어 교과서를 상으로 하여 ‘쉼터’의 유형

을 활동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 표 과 언어 표 사이의 상호 련성을

의미하는 활동의 형태의 긴 성과 활동 내용의 정체성의 두 가지 방향에서 살

펴보고 있다.활동 형태의 긴 성에 따른 쉼터의 분류는 말놀이 활동을 심으

로 말놀이와 련 있는 것과 말놀이와 련 없는 것으로,활동 내용의 정체성에

따라서는 국어 문화와 련된 것,바른 국어 사용과 련된 것,창의 국어 사

용과 련된 것으로 나 어 살펴 보고 있다.

유 희(2003)도 지 한 바 있듯이 이는 말놀이라는 제한된 활동을 심으로

‘쉼터’를 분류하 기 때문에 체를 총 하는 분류로 보기는 어렵다.게다가 ‘말

놀이’는 국어 교과서 ‘쉼터’의 한 부분일 뿐인데,이를 체를 분류하는 기 으

로 삼고 있기 때문에,‘말놀이와 련 없는 것’으로 분류된 ‘읽을거리’와 ‘생각거

리’가 지나치게 넓은 범주를 차지하게 되는 분류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제7차 국어 교과서의 ‘쉼터’에서 ‘놀이터’로

용어를 바꾸어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에 을 두어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창의 언어 활동을 수행

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터’활동을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활동 유형 따른 분류로 나 어 제시하고자 한다.

1.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2007개정 국어 교과서 ‘놀이터’의 창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구성

에 따라 제시된 놀이터를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9)와 련하여 유창성,

9)기존에 연구들을 살펴보면,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인지 ·정의 ·환경 측면으로 나 수 있

으며 창의성의 인지 요인으로 연구자에 따라 구성 요소가 조 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검사로 리 활용되고 있는 Torrance의 창의성 구성 요소인 유창성,융

통성,독창성,정교성,민감성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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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독창성,정교성,민감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 다.창의 구성 요소

에 따른 분류에서는 한 가지 활동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아 그 가장 심이 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분류하 으며,활동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창의 사고력과 련짓기 어려운 속담이나 격언 풀이 시 등을 포함한 읽을거리

를 이해하는 유형의 놀이터는 분류 항목에서 제외하 다. 창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학년별 놀이터 분포 황을 살펴보면 <표 Ⅳ-1>와 같다.

학

 
1학 2학 3학 4학 계

창 18 6 9 3 36

통 7 7 4 2 20

독창 3 14 13 7 37

정 4 7 6 1 18

민감 1 3 2 6 12

계 33 37 34 19 123

<표 Ⅳ-1>창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학년별 놀이터 분포 황

체 으로 창의 사고 능력 련 놀이터는 2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

으며 4학년에 그 분포수가 가장 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의 능동 표 활동보다 정보를 달하는 읽을거리 주의 이해활동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까닭이다.구성 요소별로는 독창성과 유창성 련 활동이

가장 많고 민감성 련 활동이 가장 게 분포하고 있으며,1학년에는 유창성

활동,2학년부터는 독창성 련 활동의 분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유창성 련 놀이터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로 분류한 놀이터 활동 다수의 놀이터가 유창성

련 놀이터에 포함된다.유창성 련 놀이터는 문제 해결에 한 여러 가지



- 24 -

안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 내는 활동으로 1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4

학년는 그 분포수가 다.유창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Ⅳ-2>과 같다.

학년

창의

사고 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창성

․네모와 동그라미

․생각 많이 떠올

리기

․항아리에 담고

싶은 것은?

․ 자만들기놀이

․ 가 가 많이

모았나요?

․요술지팡이가 생

긴다면

․무슨 생각이 떠

오르나요?

․상상의 나라로

떠나요

․와,이런 모양도

있네!

․ 자를 모아서

․재미있는끝말잇기

․요술 항아리

․우주로여행가서

․나에게 날개가

생긴다면?

․내가 투명 인간

이 된다면?

․길 따라가기

․내가만드는문장

․ 자노래

․ 자 만들기

․가운데 자로

이어 가기 놀이

․여러 가지로 상

상해요

․재미있는끝말잇기

․한 자 열쇠

․ 자를 찾아라!

․우리는 단짝

․듣고 싶은 말,해

주고 싶은 말

․재미있는 낱말

놀이

․생각나는 것

․무엇처럼어떠하다

․ 이고 늘리고

․말은 달라도 마

음은 같아요

․떠오르는 생각

․ 같은 말이 되

풀이 되는 재미

․생각의 실타래

․ 자를 모아서

말 만들기

․같은 듯 다른 듯

<표 Ⅳ-2>유창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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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련 놀이터는 주어진 상황이나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산출해 내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를 들면,1학년의 <생각 많

이 떠올리기>10)는 주어진 낱말과 련하여 떠오르는 낱말을 최 한 많이 써 보

도록 하고 있고,2학년의 <여러 가지로 상상해요>11)는 그림을 보고 다양하게

상상해보도록 하 다. 한,3학년의 <떠오르는 생각>12)은 생각 그물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단어에 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 으로써 감에 알

맞은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 고,4학년의 <같은

듯,다른 듯>13)은 비슷한 느낌의 네 자로 된 의태어를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이밖에도,끝말잇기 등의 여러 가지 말잇기 활동은 제시된 음 을

활용하여 다양한 낱말을 생각해 내야 하므로 유창성 련 놀이터로 분류하 고,

<요술 지팡이가 생긴다면>14),<나에게 날개가 생긴다면?> 15)등은 융통성

독창성 련 활동이기도 하지만 지 과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은 여

러 가지 일들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유창성 련 놀이터로 분류하

다.

나.융통성 련 놀이터

융통성 련 놀이터는 주어진 문제에 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으로

근해 가는 활동으로 1～4학년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융통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Ⅳ-3>과 같다.

10)1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 2단원

11)2학년 1학기 『읽기』 8단원

12)3학년 2학기 『쓰기』 6단원

13)4학년 2학기 『읽기』 5단원

14)1학년 1학기 『쓰기』 3단원

15)1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 7단원



- 26 -

학년

창의

사고 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융통성

․옛날에는

․웃음소리가 재

미나요

․문장 속 동물

이름 찾기

․재미있는 이야

기 만들기

․문장만들기놀이

․재미있게 나타

내어요

․흉내 내는 말

․소리를 그림으

로 그려 요

․돼지가 꿀꿀거

리는 까닭은?

․낱말 만들기

․속담바꾸어쓰기

․내가 만든 노래

․수수께끼

․간단한 그림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지개의색깔은?

․놀이할 때 부

르는 노래

․‘괜찮다’의 뜻

․우리말 다듬기

․어울리는 말,어

울리지 않는 말

<표 Ⅳ-3>융통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융통성 련 놀이터는 체로 주어진 상황이나 주제를 다른 으로 생각하

여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면,1학년의 <웃음 소리가 재미나

요>16)는 동물들의 웃음소리를 변화된 에 의해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3학년의 <무지개의 색깔은?>17)은 무지개와 련하여 오색이라고 생각

하던 우리 조상들과 일곱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서양,그리고 네 가지 색이라고

생각하는 아 리카 부족의 생각을 비교함으로써 일반 인 생각에 해 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학년의 <수수께끼>18)활동은 어떤 사

물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 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로 상에 해 기

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근해야하므로 융통성 련 활동으로 분류하

다.

16)1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 2단원

17)3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 5단원

18)2학년 1학기 『읽기』 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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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창의

사고 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독창성

․이야기를 꾸며

보세요

․괴물이 나타났

어요

․내가 지은 이름,

정말 멋져요!

․외계인과의 화

․삼행시 짓기

․끝말 이어 짧

은 쓰기

․재미있는 우리말

․이름을 지어

주세요

․상상해볼까요?

․어떻게꾸 까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우리말 간

만들기

․이상한 이야기

․제목을 지어요

․나라면 이 게

․내가 거인이

된다면?

․숫자로 이야기

만들기

․독수리와 사자

가 만나면

․나도 발명가

․요리 교실

․재미있는 화

번호

․별난 결

․내가 지은 이름

․그림 읽기

․사행시,오행시

․무슨 일이 일

어났을까요?

․색깔로 말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 자로그린그림

․ 자 노래,숫자

노래

․이야기 만들기

․한 로 아름답

게 꾸며요

․그림읽고꾸미기

․어떤 이야기일

까요?

․이런 시화도

있네요

․이야기 꾸미기

․무슨 일이 일

어날까요?

<표 Ⅳ-4>독창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다.독창성 련 놀이터

독창성 련 놀이터는 유창성 련 놀이터와 함께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

로 분류한 놀이터 활동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독창성 련 놀이터는 문

제에 직면하 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지 못한 새롭고 독특한 방식의 발견

을 요시하는 활동으로 2,3학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1,4학년에도 다양한

독창성 련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독창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

보면 <표 Ⅳ-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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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련 놀이터의 내용은 주어진 주제에 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제시하

거나 상황에 알맞은 이야기를 꾸며 써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를 들

면,1학년의 <이야기를 꾸며 보세요>19)는 네 개로 구성된 그림을 보고 참신한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고 있으며,2학년의 <외계인과의 화>20)는 외계인에게

보내는 암호문을 독창 으로 생각하여 보도록 하고 있다.3학년의 <나도 발명

가>21)는 생활주변의 물건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창 인 아이디어를 생

성해 보게 하고 있으며,4학년의 <이런 시화도 있네요>22)는 시를 읽고 시에 어

울리는 나만의 시화를 꾸며보도록 함으로써 독창성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있다.

라.정교성 련 놀이터

정교성 련 놀이터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보다 세부 이고 구체 인 수 으

로 확 하는 활동으로 체로 2,3학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정교성 련 놀

이터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Ⅳ-5>과 같다.

학년

창의

사고 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교성

․나는 구일까요?

․나는무엇일까요?

․어울리는 말

․보물을 찾아라!

․어울리지 않는

낱말은?

․ 을크게떠요

․같은 찾기놀이

․알쏭달쏭 낱말

풀이

․바른 말 고운 입

․요술 인형은 어

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졌

을까?

․값이 있을까,

없을까?

․더 자세히 생각

하여 볼까요?

․이야기십자말풀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재미있는 십자

말풀이

․이야기 속 지

혜와 재치

․순우리말로 설

명해요

<표 Ⅳ-5>정교성 려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19)1학년 1학기 『읽기』 4단원

20)2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 8단원

21)3학년 1학기 『쓰기』 4단원

22)4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쓰기』 7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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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 련 놀이터는 제시된 상황을 자세히 찰하고 선택된 아이디어에 세

부 사항을 덧붙여 정교하게 생각해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를 들면,

1학년의 <나는 구일까요?>23)는 지워진 그림을 자세히 찰하여 정답을 유추

해가도록 하고 있으며,2학년의 <어울리지 않는 낱말은?>24)은 범주가 같은 낱

말과 범주가 다른 낱말을 가려 보도록 하고 있다.3학년의 <더 자세히 생각하

여 볼까요?>25)는 을 읽을 때 더 자세히 장면을 정교화하여 상상하도록 하고

있으며,4학년의 <순우리말로 설명해요>26)는 그림을 보고 제시된 순우리말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십자말풀이 활동은

가로 세로 교차하는 음 을 기반으로 십자말을 완성하여야 하므로 자세하고 정

교하게 사고하는 활동으로 분류하 다.

마.민감성 련 놀이터

민감성 련 놀이터는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로 분류한 놀이터 활동 그

분포수가 가장 게 나타났다.민감성 련 놀이터는 4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으며 놀이터 유형별 분류와 련지어 살펴보았을 때,정보탐색형 놀이터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놀이터이다.생활과 련된 주변의 여러 상

에 심을 가지고 민감하고 철 하게 찰하는 정교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Ⅳ-6>과 같다.

23)1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 3단원

24)2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 5단원

25)3학년 1학기 『읽기』 3단원

26)4학년 1학기 『읽기』 7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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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창의

사고 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민감성
․ 자비가내려요

․사막을건 야지

․알아맞 보세요

․ 가이겼을까요?

․말,말,말놀이

․ 한 질문

․나는 구일까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 카드는?

․ 구일까요?

․도 체 무슨

말인지?

․생활 속에서

차 찾기

․살기 좋은

한민국

<표 Ⅳ-6>민감성 련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민감성 련 놀이터는 4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주어진 상황을 자

세히 찰하여 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를 들

면,1학년의 < 자 비가 내려요>27)는 틀린 자로 된 빗방울을 찾는 활동이며,

4학년의 <나는 구일까요?>28)는 그림책의 앞표지를 세 하게 찰하여 숨어

있는 동물을 알아맞 보는 활동이다.

2.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

놀이터는 국어 학습에 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의욕을 높

이기 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여기에서는 재 1～4학

년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159개의 놀이터를 활동 유형에 따라 크게

놀이활동형,창작활동형,감상활동형,정보탐색활동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① 놀이활동형 :재미를 주는 놀이의 요소들이 활동 과제로 등장하여 학

27)1학년 2학기 『쓰기』 2단원

28)4학년 2학기 『읽기』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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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즐겁게 국어 사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유형을 놀이활동으로 분류한다.

② 창작29)활동형 :다양한 자료 는 상황을 제시하여 상상한 이야기를 말

하거나 로 쓰는 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유

형을 창작활동형으로 분류한다.

③ 감상활동형 :시 는 노래 자료의 감상 련 활동을 통해 학습자

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제시된 유

형을 감상활동으로 분류한다.

④ 정보탐색활동형 :읽을거리 주의 정보를 제공하여 교과 학습 내용에

한 참고 자료 우리말과 에 한 지식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유형을 정보탐색활동으로 분류

한다.

활동 유형에 따른 학년별 놀이터 분포 황을 살펴보면 <표 Ⅳ-7>와 같다.

학

 
1학 2학 3학 4학 계

활동형 23 21 17 13 74

창 활동형 13 20 16 6 55

감상활동형 2 3 8 2 15

정보탐색

활동형
1 1 4 9 15

계 39 45 45 30 159

<표 Ⅳ-7>활동 유형에 따른 학년별 놀이터 분포 황

29) 여  ‘창 ’  미는 문 창 에 강조점  는 것  니라 ‘문학 품에 한 능동적 

 강조한 것 로 문학적 표현 활동  도’( , 1999)한 것 다. 즉 제시  품  능

동적 로 수 하고 그 결과  다 한 식 로 표현하는 든 창조적 학습 활동  창 로 

보는 점  취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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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놀이활동형 놀이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감상

활동 정보탐색활동형 놀이터의 분포수가 가장 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학

습자들의 재미있고 능동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 심,흥미 심으로 구성

된 놀이터의 구성상의 특징 때문으로 보여진다.활동 요소별로는 놀이활동형 놀

이터는 1학년에 그 분포수가 가장 많으며,고학년일수록 그 분포수가 어들고

있다.이는 어휘를 익히기 한 말놀이 활동이 1학년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한 창작활동형 놀이터는 2학년에,감상활동형 놀이터는 3학년에,정보

탐색활동형 놀이터는 4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별 분류와 놀이터 활동 유형별 분류를 련지

어 살펴보면 <그림 Ⅳ-1>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Ⅳ-1]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별 놀이터 활동 유형 황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별 놀이터는 주로 놀이활동

형 창작활동형으로 많이 구 되고 있으며 감상활동형이나 정보탐색활동형은

그 분포수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놀이터의 유형별 분류에서 놀이

활동형이나 창작활동형의 분포수가 많기도 하지만 감상활동형이나 정보탐색활

동형 놀이터는 창의 사고력 활동과 련짓기 어려운 속담이나 격언 풀이,정

보 달하는 읽기,시나 노래 감상하기 등의 읽을거리를 이해하는 활동이 많

아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별 분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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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에 따라 제시된 놀이터 황을 학년별로 세분화 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놀이활동형

[그림 Ⅳ-2]놀이활동형 놀이터의

주.출처 4학년 1학기 『읽기』(p.110)교육과학기술부.2010.서울:미래엔컬처그룹.

학습자 언어 활동에 흥미를 신장시키기 하여 설정된 놀이터의 속성에 따라

다수의 ‘놀이터’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이 유형의 놀이터는 재미있는 놀이 활동

을 통해 주로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한 다양한 말놀이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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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학습자가 국어 교과를 지루한 텍스트 심의 교과가 아니라 즐겁게,

부담 없는 언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활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놀이활동형의 놀이터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가 텍스

트 심의 지루한 교과가 아니라 즐겁게 친숙한 교과임은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 알아맞히기,십자말풀이,낱

말 는 문장 만들기,연상하여 쓰거나 그리기,소리 같은 말 찾기 등으로 세분

화 할 수 있다.놀이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를 학년별로 분석,정리하여 <표 Ⅳ

-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Ⅳ-8>놀이활동형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학년

유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알아맞히기

․나는 구일까요?

․나는무엇일까요?

․ 자비가내려요

․보물을 찾아라

․어울리지 않는

낱말은?

․알아맞 보세요

․수수께끼

․한 자 열쇠

․무엇이달라졌을까?

․정확히 발음하기

․ 자를 찾아라!

․속담에 담긴

생활모습

․말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우리말?우리말!

․나는 구일까요?

․ 구일까요?

․나는 구일까요?

십자말풀이
․알쏭달쏭 낱말

놀이

․이야기 십자말

풀이

․재미있는 십자

말풀이

․십자말풀이

소리 같은

말 찾기

․재미있는 끝말

잇기

․길 따라가기

․가운데 자로

이어 가기 놀이

․재미있는 끝말

잇기

․생각의 실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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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계속

낱말 는

문장 만들기

․ 자만들기놀이

․ 가 가 많

이 모았나요?

․ 자를 모아서

․문장 속 동물

이름 찾기

․문장만들기놀이

․어울리는 말

․내가만드는문장

․내가 지은 이

름,정말 멋져요!

․마법사가 되어

․ 자 만들기

․낱말 만들기

․재미있는 우리말

․바른 말 고운 입

․ 자를 찾아서

․재미있는 낱말

놀이

․무엇처럼 어떠

하다

․내가 만든 속

담 한마디

․우리말 다듬기

․한문장 만들기

․ 자를 모아서

말 만들기

․어울리는 말,어

울리지 않는 말

․같은 듯 다른 듯

연상하여

쓰거나

그리기

․네모와동그라미

․생각 많이 떠올

리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와,이런 모양

도 있네!

․괴물이 나타났

어요

․옛날에는

․웃음소리가 재

미나요

․흉내 내는 말

․소리를 그림으

로 그려요

․같은 찾기

놀이

․이름을 지어 주

세요

․간단한 그림으로

․ 을 크게 떠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즐겁게 노래를

․재미있는 화

번호

․별난 결

․색깔로 말해요

․내가 지은 이름

․그림 읽기

․값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발명가

․요리교실

․이야기 속 지

혜와 재치

․한 로 아름답

게 꾸며요

․무슨 일이 일

어날까요?

의 표를 살펴보면 모든 놀이활동형 놀이터가 각 학년에 체로 고루 제시

되어 있으며,놀이활동형 에서도 낱말 는 문장 만들기나 연상하여 쓰거나

그리기 활동의 형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 알맞은 정답을 생각해 내는 수수께끼 풀이의 알아맞히기30)형태의 놀이

30)알아맞히기 형태의 놀이터는 교과서에 제시된 물음에 한 정답을 찾아보는 활동은 물론,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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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1～4학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1학년에는 모양을 보고 알아맞히기, 자

를 색칠하여 알아맞히기,틀린 자 알아맞히기의 비교 단순한 활동이 제시되

어 있고,2학년에는 범주가 다른 낱말 알아맞히기,설명에 해당하는 낱말 알아

맞히기,수수께끼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3학년에는 주제와 련된 낱말

알아맞히기,북한 말 알아맞히기가 제시되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4학년에는 지역별 방언 알아맞

히기,특징을 읽고 알아맞히기,스무고개의 난이도 높은 알아맞히기 활동이 제

시되고 있다.

주어진 조건에 합당한 낱말들을 풀이하여 가로와 세로의 교차하는 말을 생각

해 내는 십자말풀이 형태의 놀이터는 2학년부터 제시되고 있다.2학년의 십자말

풀이는 간단한 낱말 풀이 활동,3학년에서는 이야기 주인공이나 거리,제목으

로 풀이하는 활동,4학년에서는 문장에 어울리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낱말에서 문장 구성까지 학년에 따라 난이도를

차 높여가고 있다.

소리 같은 말 찾기 형태의 놀이터도 학년에 따라 난이도를 높여 활동을 제시

하고 있다.1학년에서 끝 자가 같은 낱말로 새로운 낱말을 연결해 가는 끝말

잇기,2학년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가운데 자가 같은 세 음 연결하여 낱

말을 만드는 가운데 낱말잇기,단순한 끝말잇기를 변형한 주어진 주제와 련된

낱말을 연결해 가는 끝말잇기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4학년에서는 낱말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연상해 보도록 하되,처음과 마지막 그림을 제시하여 그 사

이에 당한 낱말을 연결해 보는 높은 난이도의 말잇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낱말 는 문장 만들기 형태의 놀이터 역시 제시된 순서 학년에 따라 어

휘 학습에 한 난이도가 차 높아지고 있다.1학년에서는 자를 모아 낱말을

만드는 활동,단어의 호응 계를 익 문장 구성의 기 를 학습할 수 있는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2학년에서는 단순한 낱말 만들기가 아니라 창의 사고 과

정을 거쳐 주어진 낱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고 더 나아가 바른

언어 에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 다.3학년에서는 주어

구들과 짝을 지어 내가 알고 있었던 수수께끼 묻고 답하는 활동 등 다양한 말놀이 활동을 통

해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한 알아맞히기 형태의 놀이터에 해서는 지

도서에 기본 으로 정답 는 시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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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낱말을 배열하여 시를 완성하기,상황이나 사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낱

말이나 문장으로 표 하기,속담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련된 어휘로 바꾸어

보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4학년에서는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문장 구성 성분을 이해하고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연상하여 쓰거나 그리기31)형태의 놀이터는 1학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

으며,학년이 높아짐에 차 어들고 있다.이는 난이도가 높은 언어 표 이

어려운 학년에서 간단한 낱말이나 그림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흥미 주의 다

양한 활동들이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1학년에서는 주로 주어진 그림이나

낱말에 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떠올려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2학년에

서는 청각 ·시각 이미지의 특징을 악하여 그림으로 표 하기,기 을 정하

여 공통 과 차이 찾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3학년과 4학년에는 이 낱말과

노래 련짓기,숫자를 상황에 알맞게 언어화하기,이야기에 알맞은 이름 짓기,

자 꾸미기 등 좀 더 난이가 높은 연상하기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31)놀이활동형에서 연상하여 쓰거나 그리기 유형은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해 상상하여 이야

기를 쓰거나 꾸며 말하는 활동이 심인 창작활동과는 달리 놀이 심의 활동으로써 연상을

통하여 간단한 낱말이나 그림으로 표 하는 생각 떠올리기 형식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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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작활동형

[그림 Ⅳ-3]창작활동형 놀이터의

주.출처 2학년 2학기 『쓰기』(p.90)교육과학기술부.2010.서울:미래엔컬처그룹.

학습자의 창의 인 사고 창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고자 구성된 놀

이터의 목 에 맞게 놀이활동형 다음으로 많은 유형의 놀이터가 창작활동형으

로 제시되어 있다.이 유형의 놀이터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그림 자료

이야기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하여 쓰거나 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만약

○○라면’의 주제로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상상을 하도록 하는 유형의

놀이터도 다수 제시되어 있다.

창작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는 활동 내용에 따라 짧은 짓기,이야기 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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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활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짧은

짓기

․재미있는 이야

기 만들기

․재미있게 나타

내어요

․삼행시 짓기

․끝말 이어 짧

은 쓰기

․우리는 단짝

․듣고 싶은 말,해

주고 싶은 말

․더 자세히 생각

하여 볼까요?

․사행시,오행시

․떠오르는 생각

․ 같은 말이 되

풀이 되는 재미

․순우리말로 설

명해요

상황에 따른

이야기

꾸미기

․항아리에 담고

싶은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요술 지팡이가

생긴다면?

․상상의 나라로

떠나요

․요술 항아리

․우주로여행가서

․나에게 날개가

생긴다면?

․내가 투명 인

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꾸며

보세요

․무슨 일이 있

었을까요?

․후유!

․사막을 건 야지

․외계인과의 화

․어디에 쓰면

좋을까?

․어떻게꾸 까요?

․내가 거인이

된다면?

․나라면 이 게

․숫자로 이야기

만들기

․돼지가 꿀꿀 거

리는 까닭은?

․여러 가지로 상

상해요

․ 가이겼을까요?

․무슨 일이 일

어났을까요?

․요술 인형은 어

디에 있을까요?

․그림 세계 상상

하기

․독수리와 사자

가 만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

어날까요?

․생각나는 것

․무슨 일이 일

어났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 이고 늘리고

․마음을 더해요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꾸미기

․내가 받고 싶

은 칭찬 카드는?

․어떤 이야기일

까요?

기,바꾸어 쓰기,상황에 따른 이야기 꾸미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창작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를 학년별로 분석․정리하여 <표 Ⅳ-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Ⅳ-9>창작활동형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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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계속

이야기

완성하기

․상상해 볼까요?

․이상한 이야기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림 읽고 꾸

미기

바꾸어 쓰기

․속담 바꾸어

쓰기

․내가 만든 노래

․우리말 간 만

들기

의 표를 살펴보면 창작활동형 놀이터는 각 학년 2학년에 가장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학년에서는 체로 짧은 짓기,조건에 따른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주를 이루고,2학년에는 모든 창작활동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으며,4학년에서는 창작활동형 놀이터의 분포 수가 감소하고 있다.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상활동형 는 정보탐색형 활동의 분포수가 많아짐에 따

라 나타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짧은 짓기32)형태의 놀이터를 살펴보면 1학년에는 그림을 골라 문장을 만

들어 보기, 상을 비유 으로 나타내보기의 그림을 활용한 자연스럽게 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2학년에는 삼행시 짓기,낱말을 이용하여 쓰기

의 쓰기 활동에 재미를 불어 넣어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3학년

에는 사행시,오행시,주어진 두 낱말로 쓰기,내 생활과 련된 짧은 쓰기

등의 생활 경험과 련된 감을 스스로 선택하여 을 쓰게 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4학년에는 만화 형식의 활동 자료가 제시되어 말풍선에 화문

을 완성하여 보는 활동과 그림을 순우리말로 설명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

다.

상황에 따른 이야기 꾸미기33)형태의 놀이터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

32)짧은 짓기 형태의 놀이터는 놀이보다는 쓰기 활동에 을 둔 창작활동형 비교 짧

은 을 표 하는 활동으로 삼행시나 사행시 짓기 등의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33)상황에 따른 이야기 꾸미기 형태의 놀이터에는 ‘만약 주어진 상황이라면…’의 가정에 따른



- 41 -

활동형 에서 가장 을 두어 제시되고 있는 활동으로 분포수도 가장 많다.

한 체로 1,2학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학년에 높아질수록 그 수가 어

들고 있다.1,2학년에는 투명인간,무인도,외계인과의 화,거인 되어 보기 등

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여 을 써 보게 하는 활동들

을 제시하고 있으며,3학년에는 주어진 상황에 한 원인과 결과를 상상하여

을 써 보는 활동,4학년에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배경,사건 등의 주어

진 자료를 선택하여 을 써보는 활동으로 발 시키고 있다.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써보는 이야기 완성하기 형태의 놀이터는 2학년부

터 제시되어 있다.이 형태의 놀이터는 활동 제시 자료의 방법이 다양하여,2학

년에는 주어진 에 이어지는 이야기 상상하기,3학년에는 만화를 읽고 이어지

는 이야기 상상하기,4학년에는 이 쓰여 있지 않은 몇 장면의 그림을 보고 이

어지는 이야기 상상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바꾸어 쓰기 형태의 놀이터는 2학년에만 제시되어 있는데,속담이나 노랫말을

자신의 경험과 련지어 바꾸어 써 보는 활동과 상 의 특징을 악하여 외래

어나 외국어 간 을 우리말로 바꾸어 써 보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나 그림이나 을 읽고 내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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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상활동형

[그림 Ⅳ-4]감상활동형 놀이터의

주.출처 1학년 1학기 『읽기』(p.40)교육과학기술부.2010.서울:미래엔컬처그룹.

감상활동형 놀이터는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고 말의 재미를 느끼도록 시, 래

동요와 즐거운 노래들이 읽을거리로 제시되어 있다.이 유형의 놀이터는 작품을

읽고 표 과 운율을 느끼는 정서 단순 작품 수용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 시 바꾸어 쓰기, 통 놀이 경험하기,시화 꾸미기 등의 작품을 자기

수용하고 즐겨 체험하는 극 인 의미의 감상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감상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는 제시된 제재에 따라 시와 노래로 세분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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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감상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를 학년별로 분석,정리하여 <표 Ⅳ-10>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학년

제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 ․제목을 지어요!

․수수께끼 시

․말,말,말놀이

․ 자로그린 그림

․고민을 해결하

는 방법

․ 내리는 밤

․ 자노래,숫자

노래

․이런 시화도

있네요

노래
․ 자 노래

․잠자리

․할머니의 자장가

․딱지 따먹기

․놀이할 때 부

르는 노래

․무지개의 색깔

은?

․우리 놀이,우

리 노래

<표 Ⅳ-10>감상활동형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의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감상활동형 놀이터는 3,4학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1,2학년에서는 체로 짧고 재미있는 노래 감상하기 활동이 주를 이루고,

3,4학년에서는 노래는 물론,다양한 시 감상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시가 제재로 제시된 놀이터는 2학년부터 나타나는데,2학년에는 시를 읽고 시

의 제목을 지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3학년에는 시를 낭송하고 생각해

보는 활동 이외에 수수께끼로 구성된 시,같은 소리가 들어 있는 시,사물의 형

태를 본떠 지은 시의 다양한 형태의 시가 제시되어 언어 유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 다.4학년에는 시 낭송하고 어울리는 그림을 이용하여 시화를 그

려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노래가 제재로 제시된 놀이터는 각 학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1학년에는

래 동요를 불러 으로써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2학년에는 노랫말을 통해 정

서를 느끼고 재미있는 표 을 익히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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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에는 래 동요를 부르면서 래 놀이를 체험 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라.정보탐색 활동형

[그림 Ⅳ-5]정보탐색활동형 놀이터의

주.출처 4학년 1학기 『읽기』(p.28)교육과학기술부.2010.서울:미래엔컬처그룹.

정보탐색활동형 놀이터는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국어 교과와 일정한 상 성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유형의 놀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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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바른 국어 사용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한 내용을 다룸으

로써 국어과 학습과 련된 문제에 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

다.

이 유형의 놀이터는 제시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속담 격언 련 정보,언

어 련 정보,사회 문화 련,역사 유래 련 정보로 세분화 할

수 있다.정보탐색활동형 형태의 놀이터를 학년별로 분석,정리하여 <표 Ⅳ

-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년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속담

격언 련

․작은 것이 모이면

어떻게될까요?

․ 와 나,우리

는 친구

․도 체 무슨

말인지?

언어

련

․듣는이에게 알

맞은 말

․‘괜찮다’의 뜻

․ 한 질문

․존

사회

문화 련

․생활 속에서

자 찾기

․살기 좋은

한민국

․손으로 표 하는

말

․몸으로 말을?

역사

유래 련

․할머니,할아버지

의 국어 교과서

․책에 한 재

미있는 기록

․백일홍 이야기

․연에서 찾은 이

야기

<표 Ⅳ-11>정보탐색활동형 놀이터의 학년별 구성



- 46 -

의 표를 살펴보면 정보탐색활동형 놀이터는 주로 4학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년에서는 국어 학습에 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활동이나 자유롭게 연상하여 을 써 보는 활동을 심으로 놀이

터를 구성한 반면,고학년에 어들면서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이나 사회·문화에 한 정보를 탐색해 보는 활동의 수를 늘려 구성한 것으

로 보여진다.

정보의 내용이 속담 격언으로 제시된 놀이터는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

에 분포되어 있는데,1,2학년에는 속담,4학년에는 격언이 제시되어 있으며 모

두 만화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언어 련 내용의 놀이터는 3학년에 제시되어 있는데,말의 정확한 의미

를 알고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이해할 뿐 아니라,일상생활에서 지켜

야 할 언어 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4학년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 문화 련 내용의 놀이터는 자와 수화의

도입을 통해 말과 의 범 를 확장시킴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 생각

을 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 <몸으로 말을?>34)을 통해 다양한 용

어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살기 좋은 한민국>35)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어 사용은 물론,우리 사회에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 유래 련 내용의 놀이터 역시 4학년에만 제시되어 있으며,국어 교

과서의 역사 책에 한 여러 가지 기록,문화재와 련된 이야기나 유래 등

다양한 소재의 학습 자료를 통해 국어 교과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놀이터의 개선 방안

개정 교과서의 놀이터를 유형별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 놀이터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학습자가 활동하는 놀이터의 학습 분량에 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34)4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쓰기』 6단원

35)4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쓰기』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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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놀이터는 비교 간단한 어휘 학습 창의력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자들이 학습에 한 부담 없이 놀이의 개념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놀이터는 해당 단원의 학습과 같이 1차시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활동 분

량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를 들면,2학년의 <숫자로 이야기 만들기>

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써 보는 활동으로 제시된

쓰기 활동 분량이 많아 학습자에게 하기 싫은 과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학습량은 학습자들이 놀이터를 하나의 수업 내용으로 인식하면

서,놀이터에 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학습자의 자율 학습을 강조하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학

습자를 한 활동에 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놀이터는 해당 단원과는 별

개로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그래서 학습 활동 안내가 비교 자세하고 시 자료를 첨부하여 학습

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놀이터에 따라 활동에 한 안내

가 모호하거나 문제에 한 풀이를 제시하지 않아 스스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셋째,학년별로 활동 유형의 수를 균형화 할 필요가 있다.놀이터의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놀이활동은 주로 1학년,창작활동형은 2학년,감상활동

형은 3학년,마지막으로 정보탐색활동형은 4학년을 심으로 제시되어 있다.이

는 학년별 국어 사용 능력의 발달을 고려한 것이겠으나,고학년으로 갈수록 흥

미 주의 창의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학습자들이 놀이터에 능동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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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제언

본 연구는 2007개정 국어과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터’의 의의와 구성을 살펴

보고,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놀이터 구성에 한 시사 을 얻기

하여 진행하 다.

이 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교과서의 일반 개념과 기능에 해 살펴보고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 Ⅳ장의 놀이터 분석을 한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를 탐색

하 다.

Ⅲ장에서는 ‘놀이터’의 의의를 고찰한 후 2007개정 국어 교과서에 설정된 놀

이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놀이터’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유용한 교재이며,다양한 사고를

일으키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창의 사고력을 증진시킴은 물론,학습자

들이 알아야 할 국어 학습 요소들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에서 교육 의의를 지닌다.

‘놀이터’는 1～4학년까지 총 159개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각각의 놀이터는

일반 으로 제목,활동 안내,활동 시,활동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우선 학습자의 창의 인 사고나 창의 인 국어 사용 능력

을 길러주는 내용에 을 두어 구성하 으며,국어사용에 한 학습자의 흥미

를 이끌고 능동 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 다. 한 국어 교과와

련된 내용은 물론 통 문화 우리 사회에 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놀이터의 극 인 활용을 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놀이터 지

도에 한 안내를 따로 제시하 다.

2007개정 국어 교과서의 ‘놀이터’와 7차 국어과 교과서의 ‘쉼터’는 학습자들

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정규

수업시간과 련 없이 요한 국어 사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원 체제를 벗어나 단원의 크기를 축소하고 단원의 수가 늘어난

2007개정 국어과 교과서의 특징에 따라 단원의 마지막에 제시되는 ‘놀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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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쉼터’보다 많은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내용 선정을 범주화하 던 ‘쉼터’

와는 달리 ‘놀이터’는 학습자의 창의 인 사고를 북돋아주기 한 내용에

을 두어 구성되었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활동 유형 창의 사고의 구

성 요소에 따라 놀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놀이터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놀이터’를 활동 유형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

다.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는 놀이활동형,창작활동형,감상활동형,정보탐색활

동형으로 세분화하 으며,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와 련하여서는 유창성,융

통성,독창성,정교성,민감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 다.

이상의 논의 결과, 행 놀이터의 개선 방향에 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

을 수 있었다.첫째,학습자의 즐겁고 부담 없는 활동을 해 놀이터 분량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둘째,학습자의 자율 인 놀이터 학습을 해 학습자 수

에 맞는 활동에 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놀이터에 한 꾸

한 심을 갖도록 하기 해 학년별로 활동 유형의 수를 균형화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지 까지 2007개정 국어과 교과서의 ‘놀이터’활동을 분석하고 유형함으로써

앞으로의 놀이터가 개선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앞서 살펴보았듯 ‘놀

이터’활동은 학습자의 학습 의욕 고취 창의 사고 능력 향상을 해 매우

유용한 공간이다. 한 학습자가 국어 교과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국어 학습

에의 능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놀이터 학습을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춰 효과 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밝히기 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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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Noriteo'in ElementarySchoolKorean

LanguageTextbookAccordingto2007RevisedCurriculum

-Focusedon1stto4thGraders'-

SEO,MISOOK

MarjorinElementaryKorean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Ch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Lee,JooSeop

This study aims at seeking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Noriteo

(Playground)'forenhancing creativeKorean useabilitiesoflearnersby

analyzingthecontentsof'Noriteo‘intheKoreantextbookrevisedin2007,and

setsthetextbookfor1stto4thgradeelementarystudentssuppliedtoschools

asthestudysampleinaccordancewiththeCurriculum Revision2007in

consideration ofsupply statusoftextbook currently being in processof

gradualrevision.

To examine the detailed discussion process in ChapterⅡ,Clause 1

intendstore-establishprinciplesandfunctionsoftextbookfortheoretical

considerationinrespectofthebackgroundofstudy.Clause2specifically

examinesthecharacteristicsoftheKoreantextbookrevisedin2007,and

conductedacomparativeanalysisof'Noriteo'in thetextbookrevis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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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and'Shimteo(RestingPlace)'inthe7thtextbookedition.Clause3

coverstheprinciplesofcreativethinking capabilitieswhich arethecore

conceptofandcomponentsofNoriteo.InChapterⅢ,themeaningandthe

characteristicsofNoriteoarediscussed.Clause1examinesthemeaningof

Noriteothatitplaysausefulstudymaterialrolewhichinducesmotivation

oflearners,improves creative thinking,and organizes must-know study

elementssothatlearnersmay study in naturaland enjoyableways.In

Clause2,thecharacteristicsofNoriteoarecovered.Noriteoisorganizedand

focused on the contents which may help students to develop creative

thinking and Koreauseabilities,and consisting ofactivitieswhich may

inducethem toactivelyparticipateinactivities.Inaddition,itsuggestsbasic

vocabularies,Korean curricularcontents and various activities regarding

society and culture,and particularly theinstruction forteachersgivesa

guide for instructing Noriteo.Chapter Ⅳ analyze the type ofNoriteo

contentsandsuggestsmeasuresforimprovement.Thisstudyclassifiesthem

bytypeofactivitiesandelementsofcreativethinking.Thosecontentsare

analyzedandsummarizedby classifying again thetypeofactivitiesinto

playing activities, creative activities, appreciative activities,

information-search activities, and the creative elements into fluency,

flexibility,creativity,sensitivityandelaboration.

Asa resultoftheabove-refenced analysisofNoriteo in theKorean

textbook revised in 2007,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ntents ofNoriteo.First,the amountofNoriteo forlearners activities

shouldbeconsidered.Second,adetailedguidefortheactivitiesaimingat

voluntary study oflearners.Third,thenumberofactivitiesneedstobe

balancedbyeachgrade.

Noriteoisaveryusefulmethodforinspiringmotivationoflearnersand

enhancing creative thinking capabilities oflearners.Italso make them

interestedinKoreantextbookandinducestheiractiveparticipation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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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bject.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put and

researchersarerequiredtobeconductedfordiscovering ifsuch'Noriteo

learning'maybecomeaneffectivemethodofeducationsuitingthedemand

andinterestoflearners.

Keywords:TheKoreantextbookrevisedin2007,Theprinciplesofcreative

thinkingcapabilities,Nori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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