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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국의 등학교 3, 4학년 국어 교과서의 이아웃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 논문이다. 

교과서는 시 의 흐름에 따라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을 한 도구인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등학교의 교과서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기 인 지식을 

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해서는 이아웃 디자인이 요하다.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

트 이션, 색, 여백을 잘 결합하여 균형 있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이 되어야 교과서의 내용이 아동에게 잘 

달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이아웃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자인 으로 뒤처져 있는 국 

교과서의 부족한 을 악하여 개선 을 제시하고자 하 다. 

■ 중심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레이아웃∣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yout of Korean textbooks in Korea and China 

in the 3rd and 4th grades. According to the times, textbooks are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in various fields from contents to design. But a tool for learning remains was 

unchanged. Especially,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are aimed at conveying basic 

knowledge by inducing interest of children. So the layout design is important. By combining 

typography, illustration, color, and margins in a well-balanced and uniform design, the contents 

of textbooks can be well transmitted to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layout and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by grasping the lack of Chinese textbook 

which is lagging behi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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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이해시키기 하여 

만든 자료이다. 즉, 학교에서 사용하기 해 만든 교재

이며, 교사와 학생의 학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수업 

장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 인 목표와 가치가 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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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사회·문화  배경, 국가의 이

상까지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

하는 데 요한 수단이다.

국어 교과는 민족의 삶과 문화, 역사가 배어 있는 국

어를 배우는 과목으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된다. 국어 

교육을 통한 어휘력의 향상은 다른 교과의 기 능력 함

양과 사회 인 소통에도 향을 끼친다. 등학교에서

의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교육 실행에 향을 주는 큰 요

인으로,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 국

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

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 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담

고 있는 국어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디자인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집디자인의 핵심인 이

아웃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싫증나지 않도

록 하며, 내용을 잘 달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디자

인이 되어야 한다.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는 의미와 내용 달

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삽화나 

사진 등의 자료 역시 교과서의 매우 요한 요소가 되

었다. 특히 등학교의 경우, 학습에 한 이해와 흥미

를 높이기 해 사용되고 있는 삽화와 텍스트 등은 사

고능력과 학습범 를 고려하여 발달의 단계에 부합되

도록 제작이 되어야 한다.

국의 국어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보다 체계 이지 

않다. 국 문화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어야할 

국의 국어교과서는 1949년도 이후 최근 까지 약 10차례 

개편을 통해 사회에 부합되는 내용을 달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2]. 국교육청에서는 국 기 교육용 교과

서의 폰트에 해서 표 을 제시하고 있는데[3], 이것은 

교과서의 구조와 폰트에 한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디

자인을 재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에서 정

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

고 디자인 으로 많이 뒤처져 있으므로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국의 등학교 3, 4년 국

어 교과서를 상으로 이아웃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

성과 차이 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 향후에 국 교

과서 제작 시에 이를 참고하기를 기 하며 국 교과서

의 편집디자인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교과서는 종이가 갖고 

있는 질감과 활자와 그림이 인쇄 되어진 특유의 시각  

감각을 그 로 느낄 수 있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교과서를 비롯하여 종이로 된 도

서들에 있는 텍스트는 메시지를 달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요성에 해 필원은 

《 국근 교과서연구논평》에서 재까지 텍스트 형

식은 여 히 역사 자료로써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신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언 했다[4]. 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은 재 스마트 

교육의 일환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도 매우 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제

외한 종이로 된 등학교 3·4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한

정을 두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교과서와 이아웃의 개

념을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한국과 국의 등학교 3·4

학년 국어 교과서의 이아웃의 요소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교과서의 개념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

장 기본 인 교재를 의미하며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선

정  조직된 내용을 단순화하여 학생들이 배우기 쉽도

록 다시 편집하고 제시하는 것을 요한 기능으로 가지

고 있다. 한 학습과 행동 과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

지기 해 학습동기 유발, 학습자의 기본 요소 제시, 탐

구활동 과정의 유도, 연습 자료 제시, 표   실기 요령 

제시, 보충·심화 학습의 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하고 있

다[5].

이러한 교과서에 한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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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분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1]

은 분류에 따른 교과서의 다양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교과서에 대한 정의[6]

분류 정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교수와 학습에 필요로 하는 지식 내용을 교
육과정에 따라 제시한 수단

두산백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
된 교재

위키백과 사람이 교육받을 때 쓰는 책

교과서 백서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0)

2. 레이아웃의 개념과 원칙

일반 으로 이아웃은 배열, 설계, 그림, 계획, 구

성, 정리 등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형태와 공간의 경

[7]이라 일컬어지는 이아웃은 책이나 신문, 잡지 따

에서 이나 그림 등을 효과 으로 배치하여 정리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 설계, 공간 분할 등의 의

미로 시각  요소의 효과를 최 한 나타낼 수 있게 일

정한 공간 속에서 배열을 통해 시선을 계획 으로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8].

교과서에서 이아웃의 궁극 인 목 은 효율 인 

교과 내용 달과 이해에 있음으로 교과의 내용에 따

라,  내용의 요도에 따라 디자인 인 요소들을 어

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요하게 작용한다. 국어 교과서

의 이아웃은 국어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체계 인 일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습하는 아동들의 흥미를 유

발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국어에 한 

학습을 효율 으로 하기 해 디자인 요소들을 배열하

고 구성하여 보고, 읽고, 이해하고, 느끼기 쉽게 해주는 

작업이 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아웃은 5가지 구성 원칙[9]과 디자인  

요소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이션, 여백, 색채를 고

려하여 행해지는데 디자인 요소에 해서는 제Ⅲ장에

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아웃의 5가지 구성 원칙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요소

들을 잘 배열하여 달할 메시지가 일 이고 구성된 

요소들이 많더라도 체 으로 통일되어 보이도록 하

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균형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

소들이 서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결합의 원칙으로, 디자인  요소들이 효과

으로 결합되어 지면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이동의 원칙이다. 내용을 달하는데 있어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요하므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들의 특징에 따라 시선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내용이 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강조의 원칙으로, 어떤 한 요소가 강조

되기 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상 으로 축시키거

나 약하게 하여 가장 요한 요소를 집 으로 강조해

야 한다. 크기와 형태, 색상을 이용해 강조하거나 여백

을 이용하여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아웃의 5가지 구성 원칙
통일성의 원칙

균형의 원칙 

결합의 원칙

이동의 원칙

강조의 원칙

표 2. 레이아웃의 5가지 구성 원칙

3. 초등학교 3·4학년의 아동의 특징

등학교 3·4학년의 아동은 부분 만 8~9세의 연령

으로 이 시기는 기  지식을 학습하는 시기이다. 집과 

가족에게 의지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학교와 사회에 

심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부르는

데 잠복기는 아동 기의 혼란과 동요에서 벗어나 안정

을 취하고 바깥 세계로 심을 돌려 새로운 기술과 지

식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다[10]. 이 시기 아동은 어느 정

도 논리  추리를 진행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  지식 학습에 있어서 가장 요한 단계로, 

아동들에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학교 교

육이다. 이는 교과서가 아동에게 미치는 향을 의미한

다. 아동들은 내용 인 측면부터 심미 인 측면까지 모

두 교과서의 향을 받을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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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린(赵祥麟)과 왕성서(王承绪)1)가 번역한《두

2)의 교육 논 선(杜 教育论著选)》에 따르면 교육 

과정에는 심리학  측면과 사회학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요해서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아동) 사이의 갈등

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아동의 심리에 외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한 이러한 종류의 

압력의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12]. 학습이 이루어지

는 아동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으며 지  발달과 연결되는 요한 매체이다.  

때문에 교과서를 하는 아동의 연령과 주의력, 흥미, 

특성 등을 반 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하고, 한 

아동의 심과 흥미, 학습에 한 동기를 유발하고 교

과 내용을 효과 으로 잘 달하기 해서는 교과서의 

이아웃 디자인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Ⅲ. 한·중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레이아웃 비교 

이아웃은 시각 인 정보 달을 효과 으로 하기 

해 디자인 인 요소를 서로 잘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교과서의 이아웃은 미 인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연

령 아동의 주의력, 지각력, 이해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이아웃의 기본 요소라

고 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 이션, 여백과 

색채를 잘 활용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교과서의 이아웃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문자의 조형성이나 심미성보다는 주목하기 

쉽고 읽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일러스트 이션의 주된 기능은 주의를 끌고 이해를 

돕는 것이다. 표 성이 무한하며 색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선을 유도하여 집 하게 만드는 효

과가 있다. 한 보는 것과 동시에 의미를 악할 수 있

고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는 요소이다. 

1) 조상린: 1906년생, 교육사 회장. 화동华东师范大学 교수. 왕성서: 

1912년생, 교육가.

2) 두 : John Dewey，1859년생, 미국철학자, 교육자.

여백은 요소들 사이의 공간과 주의 공간, 즉 시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제외한 배경을 말하는 

것이다. 여백의 크기와 치, 형태, 방향에 따라서 시각

인 요소의 의미가 강조되거나 희석되기도 하며, 공간

의 균형을 맞추는 요한 요소이다.  

색은 타이포, 일러스트 이션, 여백과 함께 사용되어 

이것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교과서 지면에 특성

을 부여한다. 색은 그 자체로서 주 를 끄는 감각 인 

언어로 직감 으로 내용을 인식시키게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고 배

치되어야 교과서의 기능을 제 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요소 정의
타이포그래피 낱자와 낱말, 행과 문단, 정렬 

이미지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

여백 분위기의 전달, 중요한 것을 강조

색 체계, 표현, 영향

표 3. 레이아웃 디자인 요소의 정의[13]

1.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커뮤니 이션을 강렬하게 표 하는 시각  형태이며 

언어인[14]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자를 의미

하는 ‘Type’와 기록법과 기술을 의미하는 ‘Graphy’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사  의미를 살

펴보면 활 술,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며 특히, 문자 

는 활  기호를 심으로 한 2차원  표 을 칭한

다. 하지만 차 뜻이 바 어 그래픽 디자인 체를 가

리킨다. 즉, 이미지, 타입, 그래픽 요소, 색채, 이아웃, 

디자인 포맷 등 디자인에 여된 모든 행 를 총체 으

로 리하는 시각디자인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15]. 

교과서에서 타이포그래피는 일반 인 다른 서 보다 

요하다. 교육 인 내용과 지식을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야하기 때문에 서체의 선택이 매우 요하며, 

서체의 크기와 간격, 문단간의 한 조화와 정돈이 

필요하다. 

1.1 한국 국어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

한국의 국어 교과서는 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효과

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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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크기와 스타일, 색상을 달리하는 등의 다양한 표

을 활용하여 심미성과 가독성을 높여 3·4학년 아이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4]는 한국의 국어 교과서 본문이다. 통일성을 갖

고 있으면서도 한 페이지라는 작은 화면 안에서도 다채

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큰 제목과 소제목이 구분되도

록 서로 다른 크기로 표 하 으며, 본문에서도 요한 

부분은 서체의 색상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강조하고 있

다. 이것은 시각 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시선

을 유도하고 쉽고 빠르게 정보를 달시키고 이해시키

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학년 4학년

표 4. 한국 국어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

1.2 중국 국어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

[표 5]의 국의 국어 교과서 본문을 보면, 서체는 통

일성이 있으나 변화 요소가 없어서 화면이 단조롭게 보

인다. 자의 간격과 행간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으나, 

체 본문이 동일한 서체로 크기와 색이 변화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이것은 체 으로 안정성을 띠지만 3·4학

년의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없고 지루함을 

다. 한 한자가 갖는 조형 인 특수성 때문에 체

으로 정돈되어 보이지 않고 산만하다. 때문에 국의 

국어 교과서는 아이들의 심과 학습을 효율 으로 돕

기 해서는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선택해야 하고, 

요한 부분에는 색을 사용한다거나 크기의 변화, 다른 

서체를 함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표 5. 중국 국어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  

3학년 4학년

2.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과 포토그래피

   (Photography)

시각 인 이미지의 언어는 지각하는 동시에 직

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주 나 흥미를 불러일으

키는데 있어서는 일반 언어보다 기능 인 면에서 앞서

고 있다. 그 게 때문에 교과서에는 효과 인 지식 

달과 이해를 돕기 해 시각  이미지가 텍스트와 더불

어 사용되고 있다. 시각  이미지인 일러스트 이션과 

포토그래피는 문장의 보조 인 기능은 물론 그 자체

으로도 독립 인 기능으로 내용을 효과 으로 달하

거나 설득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텍스트로도 표

될 수 없는 내용까지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사용되는 경우, 선택에 있어서 신 을 기해야 한다.  

일러스트 이션의 어원은 ‘to make light'로 보이지 

않는 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시각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의

미이다[16]. 

교과서에 사용되는 일러스트 이션의 경우, 개인

인 감정이나 지식과 같은 주 인 것들이 반 되기 쉬

우므로, 기획자와 작가가 충분히 의하고 소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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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다음 교과서에 삽입 되어야 한다. 

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철 하게 객 이어야 하

고 사실을 달해야할 경우,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

기 하여 일러스트 이션보다 포토그래피를 사용해야 

한다. 심미 인 것보다는 내용 달과 이해에 충실한 

포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2.1 한국 국어 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포토그래피

일러스트 이션과 포토그래피는 달하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 상징하고 있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 제

시된 일러스트 이션은 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

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일러스트

이션을 활용함으로써 교과의 내용을 쉽고 친숙하게 이

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습하는 아동의 흥미를 

끌기 해 만화형식을 활용하거나 재미를 더하기도 하

고, 통 인 방식으로 표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국어 교과서에 삽입된 일러스트 이션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좀 더 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평면 이고 1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일러스트 이션을 입체 으로 표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포토그래피의 경우, 당한 

크기로 삽입되어 있으며, 화질이 선명하고 뚜렷하여 교

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다.

3학년 4학년

표 6. 한국 국어 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

3학년 4학년

표 7. 한국 국어 교과서의 포토그래피

2.2 중국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

등학교 아동에게 교과서의 일러스트 이션과 포토

그래피는 텍스트보다 더 요하다. 읽고 싶고, 보고 싶

다는 자극을 직 으로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 

국어 교과서의 경우, 3학년 교과서와 4학년 교과서에 

사용된 일러스트 이션과 포토그래피는 100 여개 정도

이다. [표 8]과 [표 9]의 국 교과서에 삽입된 일러스트

이션을 살펴보면 국의 통 인 수묵화(水墨画) 스

타일이 있고 ‘소인책’[17]이 있다. 여기에서 국의 통

과 문화를 아동에게 교과서를 통해 인지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삽입된 통 인 수

묵화 일 의 일러스트 이션은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

이며, 체 으로 어둡다. 이것은 등학교 3·4학년

의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효과 으로 달하지 못하

며,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고루함을 다. 

포토그래피 한 한국의 교과서보다 선명하지 못하다. 

일러스트 이션과 포토그래피는 아동에게 교과서의 내

용을 기억해내는 요한 수단이다. 3·4학년의 아동들 

부분이 이미 컴퓨터나 핸드폰 등 첨단화되고 다양한 

시각  매체를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볼 때 국의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일러스트 이션은 시 에 뒤

떨어져 있으며, 아동에게 시시하고 학습에 한 동기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다양한 지식과 사례를 경험

하여야 하는 아동에게 사고력과 이해력을 확장시켜주

기 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일러스트 이션과 포

토그래피가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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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4학년

표 8. 중국 국어 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 

3학년 4학년

표 9. 중국 국어 교과서의 포토그래피

3. 여백(White Space, 공간)

여백은 사  개념으로 그림에서 묘사된 상 이외

의 부분을 일컫는 말로 동양화에서 먹이나, 다른 색으

로 채워지지 않은 본래의 색이 그 로 남겨지는 것을 

의미한다[18]. 

여백은 시각  작용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  화면의 

형상으로 시선을 유도하고, 형상에 집 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한 여백은 인 하고 있는 형상과의 도를 

유지하여 자극을 이완시켜 의 피로감을 감소시켜주고 

이를 통해 제시된 형상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아웃에서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의 여백은 다른 일러스트 이션에서 나타

나고 있는 것과 달리 작가의 행 가 가해지지 않은 종

이 본래의 색이 그 로 남겨진 사  의미의 여백이 

부분이고 작가의 조형의식과 화면 구성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의도되어진 여백은 그

리 많지 않은 편이다. 

3.1 한국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여백

한국의 국어 교과서는 여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고 

있다.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거나 그릴 수 있도록 

지면에 많은 여백을 두고 있다. 여백은 교과의 내용을 

쉽게 달하기 한 목  이외에도 화면을 정돈하고 단

순화하여 시각 인 부담감과 학습에 한 심리 인 부

담감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여백이 많은 교과서의 

지면은 공간감이 있어 시선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 달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일러스

트 이션이나 텍스트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3학년 4학년

표 10. 한국 국어 교과서의 여백

  

3.2 중국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여백

국 교과서의 사이즈는 146mm*210mm으로 한국의 

교과서보다 크기 면에서는 작지만 두께가 있어 많은 내

용을 담고 있다. 많은 내용을 달하기 해서인지 한

국의 국어 교과서에 비해 여백은 매우 인색하게 사용되

었다. 여백은 불필요한 것이라 인식하여 장식 인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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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러스트 이션을 넣어 화면을 텍스트로 가득 채우

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지면을 인식하는 순간 시선

인 여유가 없어 부담감과 답답함을 갖게 한다. 이것은 

학습에 한 흥미를 떨어뜨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래할 수 있으므로 여백을 활용하여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디자인 이고 략 인 시도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3학년 4학년

표 11. 중국 초등 국어 교과서의 여백 

4. 색(Color)

괴테는 “노랑은 과 심장을 설 게 하는 태양빛이며 

빛에 보다 근하는 색채이며, 쾌활함, 즐거움, 부드러

움을 나타낸다. 랑은 무언가 어두운 느낌을 주며, 빨

강은 태양과 달이 서로 피하지만 새벽과 황혼은 빨강의 

신비스런 탄생이다.”[19]라고 색에 해 시 인 표 을 

하기도 하 다. 

색은 교과서의 이아웃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 인 

힘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색이 사용된 타이포나 일러스트 이션은 교과 

내용의 분 기와 감정을 나타내며 시선을 유도하여 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한 요소이다. 특히 신체 , 

정신 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색이 

주는 감정과 정서 인 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지각되는 색에 따라 긴장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며, 심리 인 안정감을 찾기도 한다. 

4.1 한국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색

일본의 색채학자 도가다강은 “빨강은 굉장히 따뜻하

며, 강하고, 리하고, 무거우며, 주황은 아주 따뜻하며, 

확 되고, 화려하며, 노랑은 따뜻하며, 부드럽고, 가볍

고, 유쾌하며, 록은 습하며, 청록은 시원하며, 단단하

고, 수축되며, 랑은 굉장히 시원하며, 습하고, 수축되

고, 품  있으며, 보라는 둔한 듯 리하다"[20]고 하

다. 한국 3·4학년 국어 교과서는 색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상징 인 의미와 감정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다. 상황

에 맞게 색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아동

의 시선과 뇌가 함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텍스

트는 거의 검정색이며 요한 부분에는 색에 변화를 주

어 다른 색으로 표 하고 있다. 이는 내용의 요성과 

가독성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들에게 시각 으로 편안

하면서도 교과의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색을 잘 

활용하고 있다. 

3학년 4학년

표 12. 한국 국어 교과서의 색 

4.2 중국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서의 색

국의 국어 교과서에도 한국의 교과서와 같이 다양

한 색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인쇄의 질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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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큰 단 이다. 아무리 느낌이 좋고 아동의 심

리의 좋은 색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고 하여도 인쇄된 

색이 탁하거나 제 로 표 되지 않을 경우, 가독성에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본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

을 잘못 인지할 우려가 있다. 한 심미 인 효과와 강

조를 해서 색을 사용하 다면 제 로 된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국의 교과서는 색을 잘 표 해  종이를 

잘 선택하는 것이 먼  행해져야 할 것이다. 

 

3학년 4학년

표 13. 중국 국어 교과서의 색 

  

  

IV. 결 론 

호 일은《Layout ＆ Grid》에서 이아웃의 주목

은 들이 의식 인 노력 없이도 시각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달하는 데 있다고 언 하고 있다. 

한 훌륭한 이아웃은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어떤 

종류의 매체이건 상 없이 들로 하여  필요한 부

분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

아웃의 구성방식은 디자이 의 감각에 의존하는 리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 으로 디자인에서 이아웃이

란 주어진 공간 안에 시각  구성요소들을 보기 좋게 

배치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요

소 외에 더불어 주목성, 가독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 

등도 고려해야 할 기본조건에 해당한다[21].

교과서는 배열 형식 방면에서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미학  수요를 만

족시켜야 한다.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 표제와 결론을 

다른 폰트 혹은 기호로 표시해야 하며 선명하고 아동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지, 도표, 일러스트 

등은 렷하고 선명하면서 보기 좋아야 한다. 폰트 크

기가 당해야 하고 책을 튼튼하게 제본해야 하며, 크

기와 두께가 규격에 맞고 휴 하기 편해야 한다[22].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여 한국과 국의 등 3·4학

년 국어 교과서의 이아웃의 요소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교과서는 이아웃의 원칙인 통일성과 균

형, 결합, 이동, 강조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공학 으로 디자인 되어 심미성과 가독성

이 높고 아동들이 교과서의 내용에 주목하고 집 할 수 

있도록 서체와 일러스트 이션, 색, 여백이 하고 조

화롭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의 교과서는 

폰트, 일러스트 이션, 색, 여백 등 개선되어야할 부분

이 많았으며, 국의 국어 교과서의 개선 에 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타이포그래피는 학습자에게 가독성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하므로, 3·4학년 아동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

도록 서체와 의 간격, 의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의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 동일한 서체로 통일감은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어 지루하고 단조롭다. 재 사

용 인 송조체보다 좀 더 정돈된 서체의 용이 필요

하다. 그리고 요한 낱말이나 문장에는 서체 크기나 

색상에 변화를 다면 산만함과 지루함이 개선되어 가

독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타이포그래피와 더불어 일러스트 이션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는 어린 시 부터 텔 비

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시각  이미지에 익숙하

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일러스트 이션으로 정보를 받

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다. 만화,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방식의 일러스트 이션을 활용하여 교과의 내용에 흥

미를 갖게 해야 하며 디자인 으로 정돈하고 세련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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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이션의 사용이 요구된다. 

셋째, 교과서에서 여백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지

면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아동들에게 심리 인 부담감

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백은 규칙 으로 

배열되어 있는 텍스트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국 교과서는 이러한 여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텍스트나 일러스트 이션으로 지면을 가득 메운 

이아웃으로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면에 

여백에 두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고, 아동들의 심

리  부담감과 시선의 답답함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처럼 다양한 색의 사용

이 필요하다. 색은 시선을 유도하여 형태와 집 하게 

하는 힘이 있다. 색이 사용된 텍스트나 일러스트 이션

은 색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주목이 잘 되며, 지면에 재

미와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탈피시켜 학습에 효율

이다. 때문에 국의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처럼 다양

한 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는 재미있게 학습

하고 이를 잘 이해시키고자 교과서 맨 뒷부분에 별첨자

료를 덧붙이고 있다. 이것들은 직  교과서에 붙여가며 

학습하는 스티커 형식과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

는 형식 등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아동들의 학습

을 효율 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국의 국어 

교과서에도 첨부된다면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교과서를 친근하게 여길 것이다. 

나날이 발 하고 있는 국의 추세로 볼 때 교과서의 

디자인부분도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와 같은 결론이 국의 교과서 디자인에 반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 교과서는 종이 형식으로

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환되고 있다. 디지털 형식의 

교과서라 할지라도 교과서가 학습을 한 매체이기 때

문에 기본 으로 갖춰야할 디자인 인 요소는 변함이 

없다.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아날로그 인 감성을 그리

워하는 추세다. 디지털 형식에 감성 인 부분이 첨가되

어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아이들의 학습에는 물론이고 

정서 으로 좋은 향을 끼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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