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2017년부터 교육 장에 도입된 2015년 개정 교육과

정[1]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문·이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한 다양한 기 소양

을 고루 배양(培養)하여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속에서발

생할 수있는 다양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갈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로 육성하기 한 핵심역량을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력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습득한 지식을

선택, 조정,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새로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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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한 교과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등학교

1∼2학년 군 국어과 교과서이다. 이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학습효과 증 를 하여 학습 흥미가 발생하는 기제를 기 로

흥미 유발 인자를 도출하여 문가 집단의 심층 인터뷰 토의를 통해 교과서 디자인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시각 학습

흥미 유발요소로 작용하는 만화 캐릭터와 색의 조합, 밝고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한 그래픽 요소, 학습 내용과 련된 래

집단의 삽화, 산세리 체의 탄력 인 사용 등이 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과 일러스트 이션의 한 혼용 부족, 학습

도우미 캐릭터의 추가 개발, 여유 있는 여백을 활용할 수 있는 단 구성, 그래픽 이미지 설계 그리고 색과 시각이미지를 활용

하는 조형 인 이아웃의 연출 부족 등을 개선 으로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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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elementary school 1∼2 grade that forms the basis of the textbook 

to nurture the creative convergence talent with the core competence required by the future society. In order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based on the textbooks, the interest inducing factors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the 

learning interest, and the textbook design was analyzed by the in - depth interviews and discussions of the expert 

group. As a result, Graphic elements using bright and soft colors, illustrations of peer groups related to learning 

contents, and resilient use of sans serifs. However, issues such as lack of proper mixing of photos and illustrations, 

further development of learning helper characters, configuration of spare margins, graphic image design, and lack 

of a structured layout that utilizes color and visual images were cited a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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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해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미래사회를

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 리 역량’, ‘지식정

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의

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다[2].

이러한 핵심역량 함량을 해 학교 장에서는 교과

서를 기본으로 한 토론학습, 력학습, 탐구활동, 로젝

트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해 이루어지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기본이 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어 교과서의 경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한 타교과학습의도구 역할을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능력을 신장시킴으로 다양한 지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

켜 창의 융합 역량향상을도모할수 있는 근간의 역할

을 하게 된다[3].

국어 능력이 제 로 육성되지 않을 경우 학습 부진이

되어 학교 부 응, 사회 부 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학교 1∼2학년의 한 해득 능력 함양을 이

룰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4].

이를 해 등학교 1∼2학년 군 국어 교과서 디자인

은 학습자의 수 과 기호를 악하고 배려한 교과서 디

자인의 요소를 기획하는 것이 요하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효율 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재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교과서[5] 디자인

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해 학습효과 증 를 유도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디자인되어야 하는 것이다[6].

이에 등학교 1∼2학년 군 국어과 교과서 디자인 요

소를 악하여 각 요소의 역할과 특성에 하여 고찰하

고 등학교 1∼2학년에게 학습 흥미가 발생하는 기제를

이해하며 이를 근거로 흥미 유발 인자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흥미유발 인자를 기 로 등학교 1∼

2학년 군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합한 교과서 디자인을 정리하여 학습자의

창의융합 역량 향상을 한 등학교 1∼2학년 군 국

어 교과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련 연

2.1 연   

등학교 1∼2학년 군 국어과 교과서 디자인을 통해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제를 이해하기 해 흥미

와 련한 문헌과 연구 논문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 로

등학교 1∼2학년 군을 상으로 다양한시각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통합 으로 정리하여 교과서 디자인

요소별로 시각 학습 흥미 유발 요소를 도출한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디자인에 ‘편집디자

인’의 개념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용어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 디자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교과서 디자인의 요소를 분석하기 해 교과서

디자인 련한 체제와 항목을 제시한 총 35개의 연구논

문(학 논문 17개, 학술논문 18개)을 분석하여 이결과를

디자인 문가 집단 4인의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다.

연구방법은 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도출된 학습 흥

미 유발 요소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등학교 1∼2학

년 군 국어 교과서 디자인에 합하게 용되어 학습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문가 집단의심층 인터뷰 토의를 통해 교과서디

자인 요소별로 분석하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통합 정리

한 후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등학교 1

∼2학년 군 국어 교과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범 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과서

인 ‘국어’, ‘국어활동’, ‘교사용 지도서’ 에서 등학교 1

∼2학년 군 학습자가 직 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어’

교과서와 ‘국어활동’ 교과서로 한정한다.

2.2 과   체제  

교과서는 ‘국가의 시 교육 가치를 반 한 교육 목

표를 실 하기 한 수단으로 교수와 학습을 해 편찬

한 매체’로서 역할[7]을 하며, 교과서 디자인은 학습자에

게 학습내용을쉽고 정확하게학습할수 있도록 학습동

기를 유발하며 가독성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수한 목 을 갖는 문 서 이므로 일반 편집을 한

디자인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교과서 디자인 련한 체제와 항목을 제시한 총

35개의 연구논문(학 논문 17개, 학술논문 18개)을 분석

하여이 결과를 디자인 문가 집단 4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련한 체제 명칭과 항목을 정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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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교과서 디자인 련한 체제를 정의하는 용어로는 ‘편

집디자인’이 22개(6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다

음으로는 13개(37%)의 ‘외형체제’, 11개(31%)의 ‘외 체

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교과서 디자인 련 체제에

련한 명칭은 ‘편집디자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요소 항목은 유사 항목

을 통합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시

각이미지(52개)’, ‘ 이아웃(35개)’, ‘타이포그래피(35개)’,

‘ 형(27개)’, ‘색상(26개)’, ‘지질(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이미지’는 문가 집단의 기 에 맞춰 사진, 삽화

(그림, 일러스트 이션), 그래픽 요소(아이콘, 선, 면)를

취합한 수치이다. 이를 기 로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디

자인 요소 항목을 ‘ 이아웃’, ‘시각이미지’, ‘색’, ‘지질’,

‘타이포그래피’, ‘ 형’ 6개로 정리하 다.

2.3 학습 흥미  

학습자에게 있어 수업시간에 집 도를 높이고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무엇보다 ‘학습 동기

(Motivation)’가 요하다[8].

Caroll(1963), Rigby, Deci, Partrick & Ryan(1992)은

동기를 ‘내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 동기

(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9]하 는데 등학교 학

습자의 경우 부분 공부를 해야 하는 명확한 목 의식

이 형성되기이 이기 때문에 칭찬, 포상, 체벌등의 보상

으로인한 ‘외 동기’로 학습 동기를 만드는것이 효과

이다[10].

무엇보다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습

자의 흥미, 요구에 의한 내 강화로 스스로 학습이 이루

어지는 자연스러운 내 동기유발[11]이 첫 단계이며 가

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기 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

검정기 (교육부 2015)’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학

습자 심의 교과용 도서’를 핵심 기 을 밝힌 바 있다.

흥미 연구를 최 로 시작한 독일의 교육학자이자 철

학자인 Herbart(1806), 학습 흥미를 으로 개념화시

킨 Dewey(1913)[12], 학습 흥미란 학업에 있어서 학습자

가 심 있는 과목에 하여 심과 주의가 향상된 심리

상태라 언 한 Hidi(2006)와 정종진(1996) 그리고 임창재

(2005), 김태균(2009) 등 흥미와 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학습 흥미를 ‘학습자와 학습하는 내용을 효율

으로 연결하는 감정 매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의 학습 흥미가 요한 이유는

흥미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학업

흥미 정도에 따라 학습 활동에 향을 주게 되며 학습자

의 경험 자체가 흥미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이다[13].

그리고 Reynolds & Anderson(1982), Schraw,

Flowerday & Lehman(2001), 박성익, 이재진(2004), 윤

란(2006), 강훈식, 김민경, 노태희(2007),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2008), 우연경(2014), 윤 채(2015)의 선행 연구들

을 통해 개인 흥미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등

학교 1∼2학년 군의 학교 수업에는 교과서를 이용한 직

교재 흥미 유발 략을 통해 상황 흥미를 자극하

는 것이더 정 인 학습 효과를 기 할 수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지각 교재 흥미인 교과서를 최 한 활용하여 상황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등학교 학습을 한 가장 효

과 인 방법[14]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교과서 편집디

자인 측면에서 ‘교재흥미’를상승시킬 수있는 방법은시

각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재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교과서의 ‘ 자체의 변

화’, ‘삽화 삽입’, ‘참신한 일화를 포함하는 구성 방식’ 등

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항

목은 ‘타이포그래피’, ‘시각이미지’, ‘ 이아웃’으로정리된다.

교과서의 시각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편집디자인

의 요소에 반복, 조, 강조, 조화, 변화등의 조형 원리를

용한 표 으로 시각 으로 ‘보는 재미’를 부여하는 것

[15]을 의미하며 디자인의 조형 원리가 용된 편집디자

인은 시각 주목성을 높일 수 있고, 조형 인 심미성을

만들어 내며,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각의 흐름을 유도하여 학습 내용 습득이 용이하게 하

는 것이다.

등학교 1∼2학년 군을 상으로 다양한 시각 흥미

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련한 선행연구 김정희(2011),

진경아(2012), 손지성, 손정회(2014), 김정아(2015), 이민

경(2016)[16-19]이 정리한 요소들을 통합 으로 정리하

여 도출된 편집디자인 항목별 시각 학습 흥미 유발 요소

는 아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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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isual Learning Interesting Elements

layout

Use of margins

Image-oriented composition for unit activity

Expression by applying molding principle

Visual
image

Graphic elements that emphasize color

Use peer group image illustrations(pictures).

Cartoon characters

color
Bright and soft color

Text color of monochrome or two colors

Typo
graphy

Changes in font size and arrangement

(Rounded) Font of cute sans-serif style

Easy-to-read fonts for text

Table 1. An interesting visual learning element 

that creates interest for elementary 

school learners

3. 시각적 학습 흥미   분

등학교 1∼2학년 군을 상으로 시각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편집디자인 요소의 첫 번째는 ‘조형 원리가

용된 구성과 여백을 충분히 활용한 이미지 주의 이

아웃’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조형 원

리가 용된 부분의 사례는 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1. Korean language 2-1(B)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단원의 도입부인 단원의 경우에는 색과 그래픽 요

소와 시각이미지의 조화로 비, 변화, 강조를 통한 균형

과 리듬을 이루어냈으나 본문의 경우에는 단순한 1단

이아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 으로 탄력

인 조형 원리를 용하여 시각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해 펼침 페이지와 단면 페이지

를 교차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여

백 활용에 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한 세심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했다.

학습 내용과 련한 이미지의 사용 상황은 2009년 개

정 교육과정에 비해 교과서 반에 걸쳐 학습 내용과

련한 이미지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단원별로

학습 내용과 련한 다양한 스타일 한 다양하게 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지의 극 인 활용과 상단 라인 구성이

여백 활용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충분한 여백 활

용이 유도할 수있는 시각 흥미 유발부분은미약한것

으로 드러났다.

Fig. 2. Korean language 1-1(A) class 1 of the 2015 

revision curriculum 'Preparation' page layout

시각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편집디자인 요소 두 번

째는 ‘컬러가 강조되는 그래픽 요소와 래 집단의 삽화,

만화 인 캐릭터 등의 시각이미지 요소를 사용’하는 것

으로 색과 만화 인 캐릭터를 이용한 그래픽 요소의

표 사례는 학습 단계별 소단원을 표시하는 악센트 디

자인에 있다.

Fig. 3. Graphic elemen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learning phase (Evalu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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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스타일의 삽화와 더불어 등학교 1∼2

학년 군이 실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만화 캐릭터를 교과

서에서 하게 되면서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

져오고 있다.

Fig. 4. Korean language 1-2(B) 10 unit cartoon 

characters

세 번째, 시각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편집디자인 요

소는 ‘밝고 부드러운 색의 그래픽 요소와 이미지를 사용

하고 단색 는 두 가지 색을 사용한 본문 서체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다.

Fig. 5. Image of Korean Language and Textbook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등학교 1∼2학년 군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둡고 무

거운 색의 삽화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 교

육과정은 반 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의그래픽 요소와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체 크기와 배열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귀여운 산세리 양식의 서체와 보기 편한 본문용 서체’

를 편집 디자인 요소로 사용할 경우 시각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원명, 타이틀, 학습 목

표와 같은 표제형 문자(display type)에는 산세리 체를

용하 고, 본문용 문자(text type)에는 산세리 체와

세리 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원명과 학습 목표는 ‘나눔바른고딕 OTF Bold’를 크

기와 배열에 변화를 주어 사용하 고, 학습 단계별 소단

원 타이틀 경우 끝이 둥그 고 귀여운 느낌의 ‘미래엔 백

제 Bold’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Fig. 6. Korean language 1-2(B) 7 unit type in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4. 결론  제언

세계 각국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

용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e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20]1)와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21]2)의 2015년 결

과는 우리나라의 교육 실과 학생들의 성취 특성을 여

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한국의 교육이 성취도는 높지만 학생들의

1) The results of the PISA2015 showed that the achievement

score wa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score, but Korea

was ranked 4th to 9th, Maths 6 to 9 and Science 9 to 14

among the 70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Are in the third to eighth places of reading, the first to

fourth places of mathematics, and the fifth to eighth places

of science.

2) The results of TIMSS2015 showed that 4th grade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ranked 3rd, 2nd in science

achievement, and 2nd grade in middle school were ranked

2nd and 4th in mathematics achievement and science

achievement respectively. However, most of the confidence

and interest scores in learning were at the lowest level

among the survey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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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한 흥미나 자신감을 제 로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한 내용을 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제 로 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을 드러낸 것

이었다.

상황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등학교 학습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각 교재 흥미

인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을 통해 교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각 학습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에 등학교 1∼2학년 군을 상으로 다양한 시각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통합 으로정리하여 도출

된 결과에 근거하여 시각 학습 흥미를 유발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편집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조형 원리가 용된 구성과 여백을 충분히 활용

해야하며학습 련이미지 주로 이아웃되어야한다.

둘째, 컬러가 강조되는 그래픽 요소와 래 집단의 삽

화, 만화 인 캐릭터 등의 시각이미지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밝고 부드러운 색의 그래픽 요소와 이미지를 사

용하고 단색 는 두가지색을 사용한 본문 서체의 색을

사용한다.

넷째, 서체 크기와 배열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귀여운

산세리 양식의 서체와 보기 편한 본문용 서체로 운

한다.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을 통해 교재 흥미를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각 학습 흥미를 자극하는 편집디자인

의 용 여부에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체계 인

색의 운 과 시각이미지의 조화로 비·변화·강조 등 조

형 원리가 용된 균형과 리듬으로구성된 이아웃들도

있었으나 부분은 1단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어 조형

인 이아웃 용에 따른 시각 학습 흥미 유발은 미흡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학습 단계별로 발 변형된 만화 캐릭터들

과 색을 조합하여 강조한 학습 단계별 소단원 타이틀에

는 시각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편집디자인 요소가 있

었으나 그로 인해 여백의 활용이 제한되어 오히려 학습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본문 항목들에 사용된 밝고 부드러운 색의 그래

픽 요소와 학습 내용과 련된 래 집단의 이미지 사용,

그리고 산세리 체를 사용한 단원명과 학습 목표, 귀여

운 느낌의 산세리 체를 사용한 소단원 타이틀 서체 등

시각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편집디자인요소들이 다양

하게 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시각 학습 흥미 유발 인자를 한 편집디

자인 용 여부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같은 결론으

로 통합 정리되었다.

등학교 1∼2학년 군의 성장 단계에 맞춘 시각이미

지를 사용하고 색을 극 으로 활용해 스스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등학교 1∼2학년 군에게 시각 학습 흥미 유발 요

소로 작용하는 만화 캐릭터와 색의 조합, 밝고 부드러

운 색채를 사용한 그래픽요소, 학습 내용과 련된 래

집단의 삽화, 산세리 체의 탄력 인 사용 등의 편집디

자인이 용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이미지의 삽화 사용에 있어서는 사진과

일러스트 이션의 한 혼용이 요구되며 학습 도우미

캐릭터의 응용 동작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여유 있는

여백을활용할수 있는단 구성과 그래픽 이미지 설계그

리고 색과 시각이미지를 활용하는 조형 인 이아웃의

연출 부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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