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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5 본연구의목적은 개정교육과정으로개발된고등학교교과서의읽기자료특성을조사하여향후독서교육발전방향을
. , , , , 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주요교과를대상으로고등학교교과서의읽기자료를분석하였

, , , . , , 고 읽기자료의분석기준은주제유형 목적 학생활동이었다 연구결과 고등학교통합사회와통합과학교과서에는인간
, , , . 자유 문화 환경 지구등다양한주제의읽기자료가각단원의개념과연관되어제시되고있었다 특히국어교과는한단원에만

. ‘한 학기에한권의책읽기’라는단원이신설되어있었다 그러나대부분읽기자료가효과적인독서전략이나독서방향에
, . 대한안내가없으며 읽기자료의양이부족하고확장적독서를위한자료나정보가부족함을알수있었다 교과서의읽기자료가

. , 각단원의학습내용을단순하게보충하거나개념이해를위한단편적인단서로만제시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 교과의
, , 읽기자료제시가나열식으로단순하게전개되어있으며 읽기자료가학생들의독서흥미 독서의내면화그리고독서확장을

. , 위한도구로는미흡함을알수있었다 본논문은고등학교교과서의확장을위한읽기자료의보조자료를제안하고 교과서
.구성측면과수업방법측면에대한제안을통해교과서와독서교육의발전적관계를모색해보았다

키워드 개정 교육과정 읽기자료 독서 독서교육 : 2015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reading education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materials within the high school textbook developed a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this purpose, reading materials of high school textbooks were analyzed in Korean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integrated science, and integrated social studies. The analysis criteria of reading 

materials were subject type, purpose, and student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reading materials 

on various themes such as humanity, liberty, culture, environment, and district were presented in the 

integrated society and integrated science textbook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was composed of a unit called "reading one book in one semester" . However, most 

reading materials have no guidance on reading effective or reading direction, and lack of read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extended reading. The reader's reading of the textbook was found to be simply 

supplementing the learning content of each unit or presenting fragmentary cues for conceptual purpos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students' interest in reading, internalization of reading, 

and extension of reading. In this paper, we suggest supplementary materials of reading materials for 

expanding the high school textbooks, and explore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textbooks and 

reading education through suggestions on aspects of textbook composition and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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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언론과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차 산업혁명이다 차 산업혁명은 급변하4 . 4

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 현실세계의 사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차 산업혁명시대는 과학기술 간의 경계 실. 4 , 

재와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로 앞선 어떤 혁명보다도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 4

산업 구조와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여러 가4 , , (Internet of Things), 

지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일자리의 변동으. 

로 현재 직업군들의 일부는 대체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변화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화나 체계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인간이 지닌 능력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 

학교현장에서 학습하는 지식의 생존주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

에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 대부분은 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20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 

끊임없이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교육과정은 시기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사회의 끊임2015 . 

없는 변화를 읽고 파악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학습자는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 , 

과 대응 및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 2015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 ‧ ‧

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미래 사회가 , 

요구하는 핵심역량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마련 학습량의 적정화 등으로 총론의 개정 방향, 

에 반영되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핵심 역량을 도입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2015 , 

단원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의 재구조화와 학습량 적정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과거의 .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서 ‘무

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과의 기본적인 소양과 창, 

의융합적 사고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단일 교과의 기본적인 소양은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2015 

것이라 사료된다 창의융합적 사고는 타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 

를 위해 교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지식 확장과 창의적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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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위한 독서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일 교과의 기본적인 소양이외에 학습. 

자의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독서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도 .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의 ‘독서와 문법’ 선택과목을 제외한 교과에 

서는 학습 목표를 위한 읽기 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도서를 . 2015 

다시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어과 선택과목으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대한 논문은 다수 있었지만 대상이 국어교과 

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어과 교사들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전 교, . 

과에 해당되는 ‘독서’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교과서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읽기자료를 2015 

고찰하여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 , , 

통합과학 통합사회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교과 독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 , 

으로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 

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인 워크북을 재구성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1.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 교육과2015 

정이 개정된 것으로 년 월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15 9 2015 . 

고시된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년부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2015 2018‧

적용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표 .  2015 < 1>1)과 같이 ‘앞으로의 교육 모습’을 구상하면서 학생 , 

참여 중심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 모습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앞으로의 교육 모습∙

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교육 모습< 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실행하기 위해서2015 2015 

1) 교육부 에서 일부를 발췌함 , 2015b,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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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수준 시 도나 지역수준 학교의 특성이나 실정에 적합하도록 고시된 국가 교육과정, · , 

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창언 과 이근호 외 는 새로운 . (2015) (2015)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시기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 개정 교육과. 2015 

정은 개정 교육과정 보다 대부분의 교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별 주요 2009 ,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2.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개정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개2015 , 

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2) 핵심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 

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며 초 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 , , ·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 .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핵심역량 일반역량 과 교과 2015 ( )

학습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능력인 교과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3) 교과 역 

량은 표 < 2>4)와 같이 교육과정 총론 중 핵심역량 취지를 반영하여 교과별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를 살펴보면 총론의 핵심역량을 근거로 교과 역량을 개발하였지만 모두 구현하. < 2>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문제해결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만 다수의 교과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하고 처리 및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의 독서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런 점

에서 다른 역량에 비해 특히 독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에서 빗금 . < 2>

친 부분은 독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식 정보처리 역량만 선별한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안은 각 교과마다 교과가 지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2015 .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사안은 국어과 교과 역량 선정 국어과 교과 구조의 개선2015 , ,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독서교육과 한글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문서체제의 개선 등, , 

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 2015b). 2009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체계의 재구조화 및 성취

2)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창의재단 , , , 2015a, p.1.

3)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창의재단 , , , 2015a, p.31.

4)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 , 2015c, p.3; , 2015d, p.3; , 2015e, p.4; , 2015f, p.3; , 2015g, p.3; 

부 교육부 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2015h. p.1, p.15, p.29 ; , 2015i, p.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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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시 방식의 변화 학습자 참여형 수업 강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독서 , , , 

활동 강화 입문기 한글 교육의 강화 등이다 특히 독서 활동 강화를 위해 따로 , . ‘한 학기 한권

의 책 읽기’를 만들어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일반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2015 

학습의 결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들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 , 

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을 사회교과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 

교육부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 , 2015d, p.3). 2015 , 

통합적 구성 등을 강조하면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별 내용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며, , ,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2015 

로 수학 교과역량을 도입하였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각종 국제 학업 성취도 , , 

평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실생. 

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 등이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 2015 

개정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2015, 17-23). 2015 

에서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수학의 흥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교과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

총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랑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국어과
자기 성찰 ‧

계발 역량

자료정보 ‧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

사고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

관계 역량

사회과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수학과
정보 처리

역량

창의융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

량 추론 태도 , , 

및 실천 역량

과학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 

문제 해결력

영어과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표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역량< 2>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변화의 핵심은 2015 ‘통합’에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핵심 개념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과 간 (big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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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과 내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과학과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정립하고 핵심역량을 . ,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재구. 

성하여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인 내용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기능, , 

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이해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 

하였다 교육부 또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며 과정중심의 ( 2015). ,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관리역량’, ‘공

동체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포함 된다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 ‧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재구조화하였고 내용 체계표 구성에서는 특히 학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였다 성취기준 위계를 정교화하고 영어교사나 교과서 개발자들이 성취. ,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성취기준별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 방법을 예시로 제공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학년. 

급별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교과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 

년급을 막론하고 문학 영역지도를 보다 강조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독서교육을 따로 명시, 2015 

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와 독서교육의 연결이 미흡한 점을 발견할 ,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읽기자료가 덜 중요했던 것에 비해 개정 교과에서는 읽기자료의 . 2015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과별 교육과정에 풍부한 읽기자료를 수록하여 독서, 

교육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는 년에 사용될 개정 교과서가 현장에 안정적으2018 2015 

로 정착하기 위한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과의 독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교과의 핵심. 2015 

역량 강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교육과정 고등. 2015 

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읽기자료가 어떻게 수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2015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1. 

본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자료의 구성을 통해 고등학교 독서교2015 

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과서를 출판사별. 5)로 분석한 결과 검인정 교과서는 ,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2015 ‘성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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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집필되었다 읽기 자료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핵심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최신 이슈 등, , 

을 반영한 제재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제재와 제재 유형은 출판사별 집필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읽기 자료, 

가 지향하는 바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의 의미가 있을 뿐 교과서의 

전개 형식은 비슷하였다 본 연구는 출판사의 다양성 분석 보다 과목별 분석에 초점을 두어 .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과목. 2015 

을 통한 창의융합적인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총 단계의 절차를 통해 출판사를 선정한다 단계는 교과서 출판3 . 1

사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순위까지 추천한다 단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3 . 2

여 출판사 순위를 심의한다 단계는 학교장의 최종 승인으로 출판사가 선정된다 이에 본 . 3 .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최종 확정된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교A , 

과 개로5 6) 제한하였고 구체적으로 년도에 학년 학생들에게 사용될 국어 수학 영어 , 2018 1 , , ,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들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별로 읽기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교과서 구성 및 

특징 주제 유형별 목적별 학생들의 활동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여 살펴보고 독서교육의 , , , , 

바람직한 구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과 같다. < 1> . 

그림 연구 절차< 1> 

5)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는 국어 종 수학 종 영어 종 통합사회 종 통합과학 종 등으로  2015 11 , 9 , 11 , 5 , 5

출판되었음.

6) 국어 해냄에듀 정민 외 인 수학 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인 영어 지학사 민찬규 외 인 통합사회 비 ( , 26 ), ( , 6 ), ( , 7 ), (

상교육 박병기 외 인 통합과학 비상교육 심규철 외 인, 11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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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읽기자료 분석2. 

가 교과서 구성 및 특징. 

국어(1) 

개정 국어 교과서 해냄에듀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와 같다2015 ( ) < 2> . 

그림 국어 교과서 자료 예시 < 2> 

‘소단원 전개’의 ‘생각 열기’에서는 시나 읽기 자료를 통해 소단원 학습을 위해 알아야 할 

주요 개념과 지식을 정리하고 있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본문의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 ‘이해 목표 적용- - ’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 ‘적용’에서는 ‘이해 목-

표’ 단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심화된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읽기 자료는 다양하고 심화 .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는 .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구성하여 진로나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도록 하였다 교과서는 책을 고르는 . 

방법과 독서 일지 작성법 및 독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책을 읽고 질문에 , 

따라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읽기 태도를 성찰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읽기 자료는 단원의 목표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단원 내용의 부분적

인 확장만 다루고 있다 읽기 자료는 작품 감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 자료만 수록되어 있어. , 

단원 학습 후 학생들의 확장적인 독서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 ‘동백꽃’ 

작품을 배우고, ‘동백꽃’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동일 작가나 동 시대 작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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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및 작품 비평 주제가 갖는 역사성 등을 더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에 대한 안내가 , 

부족하다 물론 교과서에 부족한 내용을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단원의 확. . 

장적 차원에서 또는 심화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북의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수학(2) 

개정 수학 교과서 좋은책신사고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과 같다2015 ( ) < 3> .

그림 수학 교과서 자료 예시 < 3> 

‘도입 학습’은 대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수학자를 소개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단원 도입’에서는 실생활 상황을 제시한 읽기자료

를 통해 생각을 열고 관심을 높이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 ‘소단원 학습’의 ‘이야기 수학’ 은 수 

학 관련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읽기 자료& ’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관찰 실험 분석 발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구성하였고, , , , ‘세상 속 수학’은 

학습 내용이 융합적으로 응용되거나 확장되는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와 유용

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읽기 자료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 

들면 유클리드에 대한 소개를 보면 ‘당시 알려진 정수론 및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원론을 

집대성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나 저서가 가지고 있는 가, 

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학생들이 수학적 문제와 연결되는 수학 관련 서적을 통해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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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방식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영어(3) 

개정 영어 교과서 지학사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와 같다2015 ( ) < 4> . 

‘Starting Out’에서는 읽기 자료를 통해 단원 주제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Read’에

서는 읽기 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읽기 전략을 학습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읽기자료는 .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Inside Culture’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통해 개인 또는 모둠별로 창의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영어 교과서 자료 예시  < 4> 

그러나 단원의 읽기자료는 단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전체적인 ,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 ‘화성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고 화성과 천문학의 연결 고리나 학생들의 미래적 상상력을 유인하기에, 

는 부족하다 화성과 관련된 확장된 추가 자료를 통해 단원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영어 교. 

육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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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4)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 비상교육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와 같2015 ( ) < 5>

다. ‘도입 활동’의 ‘질문으로 시작하기’는 대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학습’의 ‘본문활동‧ ’은 주요 개념의 이해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읽

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개념사례‧ ’는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과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위

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단계적인 활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

으며, ‘주제 들여다보기’는 심화보충 주제를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

그림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 예시 < 5> 

그러나 읽기 자료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서 루소

가 말한 명언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명언이 갖는 맥락이나 루소의 저작 속에서 가지, 

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소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추가 자료가 제공되어있지 않아 학. 

생들은 단편적인 내용을 파악할 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학생들의 사회. 

과학적 지식 확장을 위한 거점이 마련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통합과학(5)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 비상교육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의 사례는 그림 와 같2015 ( ) < 6>

다. ‘ 단계 생각 펼치기1 ’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 읽기 자료가 제시되

어 있으며, ‘ 단계 해결하기2 ’는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을 위한 읽기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 단계 생각 넓히기4 ’는 과학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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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특징은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통합과학 교과서 자료 예시 < 6> 

그러나 읽기 자료가 다양한 매체나 도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단계 생각 넓히기4 ’에서 

‘단백질 입자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 자료는 신문 기사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교과 . 

서 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신문 기사를 참고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이 , ‘단백질 

입자와 구조’를 짧은 신문 기사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신문 . 

기사와 관련된 과학 이론서나 과학도서가 연계되어 안내된다면 학생들의 학문적 깊이와 확장

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학생들이 관련 자료의 추가 자료를 통해 단편적. 

인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활동, 

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분야를 찾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개 교과서에 나타난 읽기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가지 한계점을 찾을 5 , 3

수 있었다. 

첫째 자료 측면에서 학생들이 확장할 수 있는 안내와 지침이 부족하다, .

둘째 교사 측면에서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독서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안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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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 

셋째 학생 측면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활동과 사고 과정을 연계하기 , 

위한 추가 데이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위한 워크북 형태의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워크북. 

은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가 워크북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 

활용 프로그램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연수 및 연구가 필요하다.  

나 주제 유형별 분석. 

교과서의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은 아래 표 과 같다 국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문학과 < 3> . 

관련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학 교과서 읽기 자료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근하고 , 

재미있는 소재와 내용으로 수학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 및 즐거움을 주고 있다 수학적 개념을 . 

실생활에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학이 미래 직. 

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읽기 자료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타교과목과 연계된 읽기 자료를 통해 수학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 

록 하였다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인문사회과학 기술 분야의 소재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며. , ‧ ‧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상황을 소재로 한 자료들이 많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 

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수록하여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만을 학습하는 , 

것이 아니라 문화나 타 과목 연계를 통한 실용적인 정보와 기초 학문 영역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사회 읽기 자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의 소재나 핵심 개념과 관. 

련된 융복합적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개 교과서의 구체적인 주제 유형은 표 과 같다. 5 < 3> . ‧

그러나 독서가 주제 유형별로 교과마다 분절화 되어 있어 통합적 독서에 대한 전략이 부족

하다 예를 들면 . ‘과학 기술’이 여러 과목에서 주제로 다루어져 있지만 통합 독서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과에서 수록된 읽기 자료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공통 독서 목록과 선택 독서 목록이 마련되어야 하며 목록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 

교과 주제 유형

국어 시 작품 직업 관련 교육 관련 문학 관련 인물 문화 역사 다양한 담화 자료 및 매체 자료 등, , , , , , , 

수학
필즈상 수학이야기 카드놀이 직업 관련 과학 운동 경기 동물 역사 자연 예술 컴퓨터 환경 암호, , , , , , , , , , , , , 

코드 혈액형 자동차 로봇 공학 등QR , , , 

영어
직업 관련 색체 관련 음악 음식 여행 환경 동물과 식물 문학 관련 다양한 문화 사회 인권 세계 , , , , , , , , , , , 

시민 의식 과학 기술 등, 

통합사회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 가능한 삶 등, , , , , , , 

통합과학

우주 지구 직업 관련 외계 생명체 단백질 입자 구조 방사광 가속기 문화 생물 신소재 중력 안전장, , , , , , , , , , 

치 안전사고 환경 화산 지진 인공 세포막 효소 유전자 화석 연료 비료 소독약 전기 자동차, , , , , , , , DNA, , , , , 

전기 에너지 과일 최신 기술 등, , 

표 교과별 주제 유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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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과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독서 목록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 

다 목적별 분석. 

읽기 자료의 목적을 위해 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대부분의 교과5 < 4> . 

서는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읽기 

자료가 제공되었다 읽기 자료들은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 

거나 심화된 수준으로 제시한 것들이 많았다 국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소단원 학습을 시작하. 

기 전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소단원 전개의 . ‘적용’에서는 학습 목

표 달성을 위한 개념을 심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 교과서 읽기 자료는 . 

‘도입 학습’과 ‘소단원 학습’에서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의 내용으로 선수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프로젝트 읽기 자료& ’는 세상 속 수학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는 . ‘Read’에서 

소단원의 핵심 개념을 보충하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side 

Culture’ 는 타문화와 타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개념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통합 . 

사회 교과서 읽기 자료는 ‘개념사례‧ ’ 부분에서 소단원의 주제와 적합한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개념을 보충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 들여다보기’는 사회교과의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과학 교과서는 소단원 시작부분인 . ‘생각 펼

치기’와 소단원 마지막 부분인 ‘해결하기’에서 과학 지식을 제공하는 읽기 자료를 수록하였으

며, ‘생각 넓히기’에 핵심 개념을 학생들이 스스로 읽힐 수 있는 개념 심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마지막 . ‘해결하기’는 과학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표 는 . < 4>

읽기 자료의 목적을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대부분 , , . 

교과는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을 위해 읽기자료가 부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 . 

교과
읽기 자료의 목적

개념 보충 개념 심화 지식 제공

국어
소단원 도입

알아두기( )

소단원 전개

적용( )

소단원 도입

알아두기( )

수학
프로젝트 읽기 자료&

세상 속 수학( )

도입 학습 소단원 학습, 

이야기 수학( )

영어 Read Inside Culture Starting Out, Read

통합사회 주제 학습 개념사례, ‧ 주제 들여다보기 개념사례‧

통합과학
해결하기

과학과 생활( )
생각 넓히기

생각 펼치기 해결하기, 

최신 과학( )

표 교과별 읽기 자료의 목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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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 활동 유형 분석. 

학생의 활동 유형은 교과서 읽기 자료를 읽은 후 기대되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사고 지식의 , 

변화 등을 판단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조사 토의 및 토론의 . , 

활동을 유도하는 경우와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읽기 자료 후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 학생 활동 유형

국어
읽기 자료를 읽은 후 후속 질문 및 자유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구성하고 조사할 수 , 

있도록 안내된 읽기 자료

수학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적 상황 자료를 읽고 다양한 형식의 수학 탐구활동을 하고 창의융합 , ‧

프로젝트가 가능한 읽기 자료 

영어
단원 도입인 에 짧은 읽기 자료를 읽고 단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과 본문의 주‘Starting Out’

제에 적합한 확장된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읽기 자료

통합사회
도입 활동에 실생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통합 자료를 활용하여 , 

모둠별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읽기 자료, 

통합과학
소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과 소단원 및 중단원 마무리의 문제 

해결 과정이 가능한 읽기 자료 

표 교과별 학생 활동 유형 < 5> 

교과서 읽기 자료를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표 과 같다 교과서 구성 및 특징에서 < 6> . 

교과별에 따라 읽기 자료의 제시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배경 지식의 확장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소단원 및 중단원의 마무리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다 읽기 자료의 , . 

주제 유형은 교과서별 단원의 목표에 적합한 주제들을 선택하여 읽기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

으며 교과별로 중복되는 주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 직업과 관련한 교과 기술 , . , , , 

등이다 읽기 자료의 목적은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단원의 성격에 따라 혼합 . , ,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활동 유형은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자료조사 탐구활동. , ,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학생 활동 양식이 , . 

부족하며 다양한 양식이나 틀을 제공하는 워크북이 개발된다면 밀도 있는 수업이 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된다. 

분석 기준 범주

교과서 구성 및 특징 교과서 단원의 구성과 교과서 특징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공학 환경 예술 수학 로봇 등, , , , , , , 

읽기 자료의 목적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 , 

학생 활동 유형 자료조사 탐구활동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 , , 

표 읽기 자료의 분석 기준과 범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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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 발전방향. Ⅳ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과 핵심역량을 재정립하여 교과2015 

서를 개발하였다 물론 문제해결역량은 교과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은 총론의 핵심역량을 바. 

탕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은 교과의 지식정보 처리역량을 위한 읽기 자료를 분석. 

하여 독서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워크북 보조자료 개발1. 

교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읽기 자료가 수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자료의 양

이 부족하거나 독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학습자가 소단원을 학습한 후 추가 , , 

독서를 위한 자료 제시 등이 부족하다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된 교과서가 년 신입. 2015 2018

생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보충할 . 

수 있는 워크북이 필요하다.

가 워크북 목록 개발. 

기존 교과의 교과서 읽기 자료를 소개하거나 보충하는 워크북을 위하여 교과 공통 주제에 

적합한 도서 목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서 목록은 타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통 목록. 

필수 목록 과 단일교과의 개별 목록 선택 목록 을 구분한다( ) ( ) . 

독서 워크북은 학습자의 적정량을 고려하여 학기 최소 권 권의 공통 목록과 최대한 1 5 ~6

교과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목록으로 선정한다 공통 목록의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 

되는 월에 학습자에게 과제를 주어 독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과는 공통 목록의 독서가 3 .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교과 수업을 시작한다 교과의 선수학습이나 배경지식의 확장으로 . 

필요한 도서라면 학습자가 단편적으로 읽기 자료를 읽을 때 보다 확장된 사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개별 목록은 교과서 내용의 보충이나 심화 및 지식 제공을 위해 안내 자료로 활용. 

한다 교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할 때 개별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독서 워크북은 목록뿐만 아니라 독서 전략 소개 독서 방법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 검색에 , , 

대한 안내 사이트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독서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통 목록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 

월의 마지막 주에 공통 목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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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도서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해가 , . 

부족한 학생은 가정에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은 독서 퀴즈나 모둠별로 독후 활동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 구성한다. 

온라인 독서 시스템 개발2. 

스마트 교실이 증가하면서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 교사가 만든 자료를 수업시. 

간에 제공하여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선진학교에서는 온라인의 자료나 콘텐츠를 수업시간에 

제공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습자는 자료 접근성이 편리하고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 ,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온라인 독서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읽기 자료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 

조성하고 학습자가 독후 활동한 내용을 여러 학습자와 함께 공유함으로서 토론 및 토의할 ,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런 장을 통해 학습자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교과서 연구회에 독서전문가 참여3.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 사용은 년부터이다 개정 교과서 사용을 위해 2015 2018 . 

국가 차원에서 자료 제공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제공해야 한

다 교과군 내의 교과서 단원과 성취기준의 배치 순서에 대한 연구와 통합형 자료 개발을 위해 . 

교사 연구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구회 조직을 할 때 독서전문가 참여를 권장한다, . 

독서전문가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이해 독서 전략 독서 방법 아동 발달에 따른 독서 자료 등, , , 

의 지식이 풍부하다 교과 교사와 함께 연구회를 진행한다면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독서전문가. 

의 독서에 대한 지식이 시너지를 이루어 학습자의 독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4. ‧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개정을 통해 학습자가 배움을 2015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강조한다 현재 교과와 관련하여 . ‧

거꾸로 수업이나 하브루타 수업 등으로 방법을 개선하고 있지만 독서와 관련된 평가는 국어

과를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의 수행평가를 과제 독서로 .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과제 독서는 워크북 공통 목록에 대한 평가를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어과에 그동안 국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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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던 독서를 전 교과 과제 독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통 목록이나 개별 목록에 대한 독서. 

를 수업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과제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의 개인 독서와 , , , 

협동 독서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의 과정 중심에서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수 . 

있도록 서평쓰기 주제별 소논문 작성 사제동행 독서활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 .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는 곧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결론. Ⅳ

요약1. 

본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분석하여 독서교육 발전 2015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을 조사하였고 교과의 . 2015 , 

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 

수 있었고 주요 개 교과서의 읽기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개 교과서의 , 5 . 5

읽기 자료는 교과서 구성 및 특징 주제 유형별 목적별 학생 활동 유형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 , , 

고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 

첫째 교과서의 읽기 자료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자료, , 2015 

는 제시 순서가 교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러나 대부분 교과학습을 위한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 배치되었다. 

둘째 읽기 자료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 문화 직업과 관련한 교과 기술 등과 , , , , 

주제가 주요 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서별 단원 목표에 적합한 주제를 선5 , 

정하여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읽기 자료의 목적은 교과서 개념 이해 개념 심화 지식 제공으로 단원의 성격에 따라 , , , 

혼합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생들의 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자료조사 탐구활동 토론 , , , ,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활동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타교과간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간의 유기적인 2015 ,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독서교육은 국어 교과서에 강조되고 있을 뿐 다른 교과는 소단. 

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읽기 자료의 나열로 학습자의 추가 독서 확장을 위한 안내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앞으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워크북 보조자료 개발 온라인 독서 시스템 개발. , , 

교과서 연구회에 독서전문가 참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개,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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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와 독서교육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언2.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위해 앞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문제를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북 활용과 독서 자료의 활용에 대한 추후 교사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교과교사와 독서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독서 워크북 개발 , 

연구와 효과에 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융합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별 기본 목록, 2015 

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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