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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
이 주 연*

＜초 록＞
본 연구는 인정 교과서 체제로 개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1, 2,
3학년 공용)(2013년 3월 1일 발행 기준) 10종을 내용 분석 기준 가운데 ‘내용 선정과 조직’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 것이다.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 영역 및 항목들은 기존에도 다양
한 관점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석 기준들과 더불어 중학교 미술 인
정 교과서를 담당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인정 도서 개발상의 유의점(공통)’, ‘중학교 미술 개발
상의 유의점’, ‘교과서 및 지도서 심사 기준’ 등에 기초하여 내용 분석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미술교과교육 이론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교과서 분석 기준으
로 ‘내용의 선정과 조직: 1) 내용 구조의 체계성 및 연계성, 2) 학습 동기의 유발’ 두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준하여 교과서 내용과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점검하였다. 출판사별로 내용 구
성 체제 및 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검정에서 인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
환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내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관련 교육 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교과서 개발 주체가 시·
도교육청의 인정 교과서 질 관리 업무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심의 기준과 사후 수정·보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미술과 교육과정(2009 National Art Curriculum of Korea), 중학교 미술교과
(middle-school art subject), 중학교 미술 교과서(middle-school art textbook), 교과
서 분석(textbook analysis), 분석기준(standard of analysis), 내용 선정 및 조직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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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우리의 교육 현장은 수시 교육과정 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과서 개발과 활
용의 순환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분석, 발행 및
개발, 실행과 활용 등에 대한 연구도 보조를 같이 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
관련 연구를 학문적 탐구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은 교육의 질을 좌
우하는 잣대로서 중요 관심 연구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시켜 학교 수업 현장에 제공되는 교수·학습 중심의 자료이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목표 중심의 교재(진재관, 서지영, 김국현, 이난영,
2007)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자료로서의 역할(노명완, 정혜승, 윤준채, 박정진, 2004)을
해야 한다. 이는 미술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b)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b)에 의해 개발된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2013년 3월 1일에 발행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
서 실시 중이므로, 관련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서는 교육과정을 혼
동하고 있어(박현의, 20111); 송유나, 20132)), 정확한 교육과정의 구분과 이에 따른 교과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 체제가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국·검정 교과서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 관리도 필요하다(심재호, 윤지훈, 최
숙기, 박지현, 2011; 홍후조, 함수곤, 윤광원, 조성준, 2006). 따라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
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인정 교과서 도입의 목적을 담당기관, 교과
서 개발자 및 공급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연계해 나갈 때만이 질 관리 업무가 구체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서지영, 임찬빈, 김정효, 2013)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한
인정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김재춘, 이경환, 김만곤, 박상철,
박소영, 2011; 김진영, 이건재, 이혜영, 조난심, 2010; 서지영, 김정호, 노희방, 유은미, 2007;

1)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을 목적으로 한 2011년 연구로,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인
반면, 교과서는 2010년 3월 1일에 출간된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b)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분
석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 구분(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a; 교육인적자원부, 2007a)에 따라 중학
교 미술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발행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2013년에 인정 체제로
처음 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과서 분석은 맞지 않다. 또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도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으로 표기해야 옳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분석한 것으로, 2013년에 발행된 교과서를 2013 개정 교과서로 제시
하여 혼돈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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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외, 2011; 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 2010; 이병욱, 강연흥, 조혜숙, 2009; 조난
심, 홍후조, 송현정, 김지현, 2004)에 기초하여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교과만의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교과서 관련 연구들은 교육과정, 교과서 체제, 개발, 선정과
심사, 이의 현장 적용과 질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인정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의 하나로서 교과서 내용 선정과 조직에 중점을 두고 내용 분석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과서 내용 선정과 조직은 미술
교과서 분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적 분석 기준 중 하나로, 미술교과교육의 이론
을 준거로 미술교과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미술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은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정 교과서 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 인정 교과서 선정, 평가를 위한 심의 기준 개발과 더불어, 사후 수정·보완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하나의 피드백으로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와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은 2010년 정부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c)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하
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선택권의 확대를 위하여 인정 중심의 자율화·다양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교과서 정책이 모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 도서 39종(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등 총 184종
의 도서가 인정 도서로 전환되었다. 이후 인정 도서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2011년 각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이후 구분 고시 제2010-1호(교육과학기술부, 2010b), 제
2010-21호(교육과학기술부, 2010a), 제2011-29호(교육과학기술부, 2011a)에 의해 중학교
의 국어, 도덕, 사회를 제외한 모든 교과의 도서가 인정으로 전환되었다(김만곤 외, 2013).
이러한 구분 고시에 따라 이전에 50%를 넘던 국정과 검정 도서의 비율은 16%로 축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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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 도서의 비율은 84%로 확대되었다(서지영 외, 2013, p.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 관련 업무는 각 시·도별로 인정
교과서 심사 및 개발 교과(도서) 분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맡게 되었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제2009-41호(교육과학기술부, 2009b)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제2011-361호(교육과학기술부, 2011b)에 따른 ‘인정 도서 개발상의 유
의점 및 인정 기준’에 준하여 개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외형 체제는 자율이며, 본문 용지
는 기존 교과서 용지(75±3g)에 S/W120g/㎡(후에 아트지 120g/㎡로 수정됨)로 제한되었다.
2013년도 중학교 미술 인정 도서 심사 예비 합격 명단(경상북도교육청, 2012b)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발행된 중학교 미술 교과서 10종(김선아, 안금희, 장지성, 윤영
섭, 김현정, 2013; 김영길 외, 2013; 김용주, 김경서, 조익환, 신상란, 김용순, 2013; 김
인규 외, 2013; 박동진 외, 2013; 심영옥 외, 2013; 연혜경, 김혜경, 윤명화, 2013; 이경
애, 민미순, 박기욱, 배수희, 2013; 이주연 외, 2013; 장선화, 김향남, 고주연, 2013)과
이의 내용 체계별 단원 구성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
10종의 내용 체계별 단원 구성
출판사

쪽수

2009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별 단원 구성 (괄호 안은 관련 단원 수)

판형

체험(1) 지각과 소통·그리고 미술(7)
A.
㈜
교학
도서

240

225×297 표현(3) 창의적 주제 표현과 방법(16), 전통과 현대미술문화의 조화(13), 생활과 소통하는
디자인(13)
(국배
변형) 감상(1) 미술사 탐험과 미술비평(16)
부록(재료와 용구, 요점정리, 미술인명, 미술용어, 참고문헌, 활동지)
체험(1) 조화로운 삶(5)

자연과 호흡하는 삶(2), 사회 속 나, 그리고 우리(2), 시각문화
의 이해(2), 거리에서 만나는 미술(4), 미술과 함께하는 직업
(2)

발상과 주제표현 표정이 있는 인물(4), 살아있는 정물(2), 시선이 머무는 풍경
(6)
(3), 즐거운 상상(3), 다시 보는 착시(3), 느낌이 있는 추상(2)

B.
㈜
금성
출판사

조형 언어의 이해
조형언어(2), 선과 드로잉(2), 찬란한 색(3), 색과 함께(3)
(4)
278

210×297
표현(5)
(국배판)

매체와 표현(6)

전통의 향기(4)

다양한 평면 표현(2), 판위에서(4), 공간 속의 입체(4),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4), 렌즈로 보는 세상(3), 환상의 만화와 애니메
이션(2)
일품의 먹향(2), 채색의 향연(3), 예술혼이 담긴 글쓰기(5), 장
인의 숨결(3)

삶을 풍요롭게 하 쾌적한 환경 디자인(2),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6), 기능성을
는 디자인(4)
살린 디자인(4), 디자인의 흐름
감상(2)

미술작품과의 대 보고 듣고 말하는 비평(2), 찾아 읽는 미술(3), 미술관 체험하
화(3)
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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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의 이해(3) 우리나라 미술, 동양미술, 서양미술 (우리시대의 미술)
부록(미술용어, 미술재료와 용구, 참고연대표, 인터넷박물관·미술관찾아보기, 사진자료출처,
활동지)
체험(2) 미술과 친해지기(4), 소통·나눔의 아름다움(2)
C.
두산
동아

260

235×282

표현(3) 아름다움의 원리(2), 무엇을 표현할까(7), 어떻게 표현할까(12)
감상(2) 재미있는 미술 여행(6), 행복한 미술 감상(3)
부록(미술퀴즈, 미술재료사용법, 미술가 및 미술용어, 자료출처, 미술사연대표, 활동지)
체험(1) 체험의 즐거움(2) 주변 환경, 그리고 나(4), 세상과의 소통(6)
표현의 아름다움 흥미로운 조형의 세계(3), 다양한 표현의 세계(4), 재료로 보는
(5)
입체 표현(5), 새롭게 바라보기(5), 판화의 세계(5)

D.
㈜
미래엔

268

아름답고 쓸모 있
생활 속 디자인(5), 재미있는 공예의 세계(4)
210×297 표현(4) 게(2)
(국배판)
전통의 숨결(2)
먹과 색의 조화(4), 서예·문자로 표현하는 예술(5)
움직이는 그림·이
빛과 시간이 있는 영상 표현(3), 이야기가 있는 그림(2)
야기 그림(2)
감상(1) 감상하는 마음(2) 미술 보는 즐거움(3), 미술 읽는 즐거움(30
부록(용어 및 인명사전, 참고자료 및 사진출처, 실습활동지)

E.
미진사

268

210×297
(국배판)

체험(1) 미술과 세계(3)

사랑을 말하다(3), 자연을 만나다(2), 문화를 만들다(4)

표현(1) 조형의 세계(3)

조형과 만나다(7), 보는 방식에서 시작하자(4), 이미지는 살아
있다(2)

감상(1) 감상의 세계(3)

감상이 즐겁다(2), 알고 보면 더 잘 보인다(4), 미술사가 보인
다(3)

부록(미술재료와 용구,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학습 총정리, 활동지)
체험(1) 주변 환경과 아름다움의 체험(5)
F.
비상
교육

232

보고 느낀 것 표현하기(4), 공간속의 입체 표현(6), 판으로 찍기(5), 느낌과 생각
표현(8) 을 자유롭게(3), 색과 디자인(5), 새로운 매체와 미술(3), 전통의 멋을 살려서(6),
230×297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4)
감상(1) 미술작품과의 만남(5)
부록(용어해설, 인명사전,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실습지)
체험(3) 자연과 함께(4), 소통하는 시각미술(4), 함께하는 나(5)

G.
㈜
아침
나라

236

다양한 주제 표현(8), 소중한 전통미술(6), 재료의 세계(6), 아름다움의 표현(6),
210×297 표현(5) 생활을 위한 디자인(6)
(국배판)
감상(4) 시대를 담은 미술(7), 미술의 의미(6), 미술 읽기와 보기(5), 미술과의 만남(5)
부록(학습정리, 용어, 인명사전, 출처, 활동지)

H.
천재
교과서

272

체험(2) 나와 우리(6), 자연과 생태(5)
220×300 표현(4) 조형과 미술(10), 재료와 표현(7), 디자인과 생활(11), 전통의 아름다움(5)
(변형
국배) 감상(2) 미술과 문화읽기(7), 미술비평(5)
부록(학습정리, 인명사전, 참고문헌·사진출처, 내가 도와줄게, 실습지)
체험(2) 체험하는 미술(4), 소통하는 미술(5)

I.
천재
교육

256

220×300 표현(5) 미술과 조형(3), 미술에서의 주제(5), 매체와 표현의 확장(6), 디자인과 생활(4),
전통의 향기(5)
(변형
국배) 감상(2) 미술비평하기(4), 미술의 역사(4)
부록(우리나라의 미술관·박물관, 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유산, 출처, 실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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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1) 인간과 자연-아름다움을 보다(8)
J.
형설
출판사

240

210×297 표현(1) 인간과 예술-조형을 하다(26)
(국배판) 감상(1) 인간과 문화-예술을 알다(11)
부록(단원정리, 그림출처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활동지)

<참조>
1. 출판사별 가나다순으로 정리함.
2. 괄호 안은 하위 단원(활동) 총수임. 부록을 비롯하여 각 단원(활동)별 심화 학습, 단원 정리/단원 마무리/학
습 정리, 함께 해보기/스스로 해보기, 읽을거리/읽기 자료, 프로젝트/프로젝트 학습, 퀴즈 등은 제외하였음.
3. 총 10개의 교과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의해 최종 합격하고 2013년 3월 현장에서 실시되는 중학교 미술 교
과서에 근거한 것이며, 추가 합격한 ㈜교학사(노영자, 이인숙, 2014)는 목록에서 제외하였음.
4. 총 쪽수는 판권 표기 쪽수 이 전 활동지까지를 포함하였음.
5. 교과서 앞의 A부터 J까지의 표기는 교과서 분석 시 교과서 대신 활용하였음.

2.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은 교과서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되는 교과용 도서 개발상의
유의점 및 심사 기준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교과서를 보는가에 따라
그 기준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차 년도에 걸친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의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들(진재관 외, 2007; 진재관 외, 2008; 진재관 외, 2009)에
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총 6개의 평가 영역과 17개의 평가
기준, 40개의 평가 항목3)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
하는가가 중요하나, 국가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권역별로 보다 공통된 틀이 제공되기도
한다. 미국 Nevada Department of Education(2013)이 제시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조직 및 내용 영역 평가표(<표 2> 참조)는 그 한 예이다. 합의와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제시할 수 있는 ‘학년별 수준’에 의거한 평가 항목들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25번
평가 항목에서는 협동,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등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개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대적 특성을 평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를 보여준다.
미국 테네시 주 Jefferson County Schools(2014)의 교과서 평가틀(<표 3> 참조)에는 타
3)

제1차년도를 거쳐 제2차년도에는 ‘교육과정’, ‘내용’(선정, 단원 구성), ‘교수·학습’, ‘평가’, ‘편집 및 표현·표기, 내구성’으
로 제시되었으나, 제3차년도에는 ‘교육과정’(‘교육과정과의 부합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학습 내용 선정’(‘수준의 적
절성’, ‘정확성’, ‘중립성’, ‘참신성’,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내용 조직’(‘교과서 구성 체제’, ‘연계성 및 계열성’, ‘시각 자
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유도’, ‘교수·학습 활동의 유
용성’,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학습 평가’(‘다양한 평가 활동 안내’, ‘종합적 사고력 평가’), ‘표현·표기 및
외형 체제’(‘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등으로 명칭과 하위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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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과의 연계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영역간의 상승효과가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이 외에도 Zenger & Zenger(1976)는 교과서 평가를 위한 11개의 평가 영역과
기준4)을 제시한 바 있다(박진용 외, 2011, pp. 22-23, 재인용).
<표 2> 미국 네바다 주 교육청(2013)의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평가표(조직과 내용 영역)

<표 3> 미국 테네시 주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2014)의 교과서 평가표
3
fully
evident

criteria

2
mostly
evident

1
partially
evident

0
little/no
evidence

Overall
rating

Textbook provides a useful table of contents,
glossary & index
Organization/
Format
(organizational
feature)

Layout is consistent and chapters are arranged
logically
Chapters contain clear and
introductions and summaries

comprehensive

Textbook contains references, bibliography and
resources
Information is accurate & current
Reading level is appropriate for age/grade
Size and format of print is appropriate
Format is visually appealing & interesting
Other (please specify)
Total:

Real-life applications are given
Content

Information and directions are clearly written
and explained
Activities ar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4)

‘저자’, ‘학습자 검증과 수정’, ‘일반 특성’, ‘물리적·기계적 특성’, ‘철학’, ‘자료 조직’, ‘목표’, ‘교과 내용’, ‘가독성’, ‘수업 보
조 자료와 보완 자료’, ‘교사용 지도서나 매뉴얼’ 등의 1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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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text content (maps, graphs, pictures) are
accurate and well integrated into the text
Lessons/activities are interdisciplinary
Activities apply to a diversity of
abilities, interests and learning styles

student

Activities include guiding questions which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higher-level
thinking skills
Other (please specify)
Total: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경상북도교육청(2012a)에서 제시
한 ‘인정도서 개발상의 유의점(공통)’([부록 표1] 참조), ‘중학교 ‘미술’ 개발상의 유의
점’([부록 표2] 참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인정 교과서 및 지도
서 심사 기준’([부록 표 3] 참조)에 의거하여 마련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2012a)
의 심사 기준이 일반적인 교과서 평가 기준(진재관 외, 2009) 및 수요자 중심의 특화
된 관점에 따른 교과서 체제(박진용 외, 2011)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이들을 비교하는 <표 4>를 제시하였다.
<표 4>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 비교
중학교 미술 교과서 심사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2012a)

교과서 평가 기준
(진재관 외, 2009)

1. 교육과정 목표 반영 정도
Ⅰ.
2. 교육과정 내용 반영 정도
교육 3.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과정의 반영 정도
준수
4. 교육과정 평가 반영 정도

8. 학생의 관심과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자료(작품, 참

교육과 교육 목표 구현 방식
정의
반영
(교육
목표의 단원 목표 제시 방식
구현)

1. 교육과정 부합성
I.
교육
과정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단원별 균형적 학습
분량, 시수에 적절한 학
습 내용)
3.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년 수준에 맞는 내
용과 개념,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하는 정도)

5. 중학교 학습 내용(성취 기
준)과 시간 배당 기준에 따른
단원수, 학습 분량의 적정성

6. 영역별(체험-표현-감상) 학
Ⅱ.
습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한
내용의 고른 내용 선정 및 조직(내용
선정 의 중복이나 누락 피함)
및
조직
7. 자기 주도적 학습(각 단원
별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요
지식 및 개념, 용어, 자료 등
의 안내)

수요자 중심 교과서 체제
(박진용 외, 2011)

II.
학습
내용
선정

4. 정확성(검증된 자료
에 근거하여 개념 및
이론의 정확성, 명확한
출처 및 도표, 그림, 사
진, 지도 등의 사용, 최
신자료)
5. 중립성(개방적, 균형
적 관점과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내용)
6. 학습 동기 유발(흥미
와 호기심 자극)

학습 분량의 적절성
내적
체제
5)

수준의 적정성
학습
내용의
학습 동기 유발
선정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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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판, 삽화, 사진 등) 및 소
재 선정
9. 각 단원의 내용과 유기적으
로 연계된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

7. 효과성(유용한 학습
요소로 구성)

단원 전개 및 구성 체
제
단원의 연계성

10.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
의 적절성 및 창의성

8. 단원, 학년간, 학교급
간 연계 및 계열성(단
순 중복이나 비약 없
음), 학습의 내용 구성
(본문-활동-문제)간의
유기적 연결

11. 다양한 미술 양식 및 타문
화 이해를 위해 시대별, 지역
별, 영역별, 양식별 다양한 자
료의 고른 제공

III.
학습
내용
조직

12. 정보 통신기술(ICT), 멀티
미디어 등 각종 교육 매체의
의미 있는 활용
13.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
한 다양한 평가 방법 및 과제
의 제시

14.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최
신의 것으로 정확하며 쉬운
용어로 설명

15. 편견 없는 공정한 기술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IV.
교수
학습
활동

V.
학습
평가

16. 최신의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작가명, 국적,
생몰연도, 작품명, 재료, 크기,
연도(시대) 등)

9. 시각 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 배치)

19. 표현상의 오류 없이 정확
한 기술
20. 사진과 삽화는 선명하며,
작품은 원작의 색을 잘 살려
제시하였는가?

학습
내용의
조직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용
이성

10.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학습 내용의 이해
를 돕는 다양한 참고
자료 및 관련 활동)

교실 학습 변화에 대한
대응성

11.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의 적용

12.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교수·
학습
방법

13.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4. 다양한 평가 활동
15. 종합적 사고력 평
가

16.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17. 자료의 명확한 출처 제시
(저작권)

18. 정확한 표기 및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 준수

각종 자료의 효과성

VI.
표현
표기
및
외형
체제

실생활
활동

문제해결학습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
성 및 유용성
학습
평가

평가 방법의 적절성,
다양성, 자기점검평가
의 적절성

표기·
표현

글자크기, 글씨체, 이해
하기 쉬운 표현, 어려
운 용어·개념·이론 등
에 대한 설명

표지·학습 활동 디자인
편집
의 흥미 유발, 지면 구
디자인
성의 학습 편리성
교과서
외적
외
체제 참고자
료

17. 편집 디자인 및 내
구성

학생 참여 증진 학습
활동

지도서·활동지·지도자
료의 유용성, 교육매체
(CD, 온라인 자료 등)
제공 정도

교사 참여도, 저자 인
저자
지도 및 전문성, 출판
및
사의 인지도 및 출판
출판사
경험
물리적 종이 질, 제본 상태, 모
특성 양, 크기,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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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미술 교과서 심사 기준은 크게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으로 제시되는데, 다른 기준들(박진용 외, 2011; 진재관 외,
2009)은 서로 배타적인 반면, 중학교 미술 교과서 심사 기준에서 ‘내용의 선정과 조
직’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달랐다.
<표 5> ‘가’ 중학교의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표
1

출판사

2

3

4

5

6

7

8

9

10

(가나다순) 항목
평가 영역
하위 평가 기준
Ⅰ. 교육과정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
㈜
㈜
㈜ 천재
형설
별
금성 두산
미진 비상
천재
교학
미래
아침
교과
출판
점수
출판 동아
사 교육
교육
도서
엔
나라 서
사
사
20

Ⅱ. 학습
내용의 선정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 내용에 적절한 학습 동
기 유발의 제시 여부

30

Ⅲ. 학습
내용의 조직

•학습 내용 조직의 효과성
•자기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30

Ⅳ.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0

Ⅴ. 학습
평가

•평가 방법의 적절성, 다양성,
자기점검 평가의 적절성. 종
합적 사고력 평가 등

10

합 계

100

순 위 (1∼10)
<종합 의견 및 추천 의견>

<표 5>는 ‘가’ 중학교의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표’로서, 교과
서 선정을 위한 기준을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따라 제시하되,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 구분하
여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현일, 정희정, 강래형, 김현지, 최혜민(2014)
에 의하면, 창원 00중학교의 경우 학습 내용의 선정, 학습 내용의 조직, 교수·학습 활
5)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상태 및 요소간의 상호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내적 체제는
교과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과서 구성 요소들의 상태 및 상호 관계로서, 교과서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법과 평가와 관련된다. 외적 체제는 교과서의 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의
상태 및 상호 관계로서 외형적, 환경적(맥락적) 요소를 포함한다(상게서, p. 19). 그러나 교과서 체제라
는 용어는 조작적 정의로서 주안점을 달리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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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습 평가 영역으로 구분된 교과서 선정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항목별로 세부기
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과의 부합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정 및 심사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들
에 기초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핵심 기준을 <표 6>과 같이 제시
해볼 수 있겠다.
<표 6>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핵심 기준의 제시
분석 영역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분석 항목
•(총괄)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효율적
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체험-표현-감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 및 각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중복 없
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내용의 선정 및
•대단원과
단위 학습, 학습 과제, 제시 작품, 관련 주요 개념, 용어, 기본 기능(기법), 재료
조직:
및
용구
등의
전개 체제와 안내가 구조적으로 연계되고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내용 구조의
있는가?
체계성 및
•학습의 내용과 단원은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 탐색, 표현, 감상, 발표, 토론 등 다양
연계성
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조직, 전개되어 있는가?
학습 동기의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도록 소재를 선정하고, 스스로 계
유발
획, 탐색 및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며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는가?

일반적으로는 교과서 분석 시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가 모두 고려된다. 그런데 10
종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집필진과 출판사의 집필 목표와 관점에 따라 내용이 선
정, 조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미 인정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들이다. 따라서 외적
체제를 제외하고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라고 판단하여 이 2가지를 제시
하였다.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교육과정과의 부합성’은 부합의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합의 여부로서 교과서 선정 결과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심사 기준에 합격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
는 10종의 중학교 인정 교과서는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여부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는 ‘교육과정과의 부합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교과서 선정 결과 당락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시켰
다.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기준은 보다 중요한 기준을 위해 배점을 최소한으로 제시
하거나 P/F 항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상북도교육청(2012a)의 교과서 심사 기준 중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심사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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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5번부터 13번까지의 심사 항목 가운데 ‘성취 기준과 시간 배당 기준에 따른
학습 분량의 적정성’(5번), ‘구성 체제의 창의성’(10번), ‘다양한 미술 양식 및 타문화
이해를 위해 시대별, 지역별, 영역별, 양식별 다양한 자료의 고른 제공’(11번), ‘정보통
신기술(ICT), 멀티미디어 등 각종 교육 매체의 의미 있는 활용’(12번),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 및 과제의 제시’(13번)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
다. 미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선택 활동에 기초하여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므로, 지도
서 없이 교과서 내용만으로 시간 배당 기준에 따른 학습 분량의 적정성을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1번의 시대별, 지역별, 영역별, 양식별 자료의 제공 여부와 관련해
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르게 일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내용 제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기준에서는 제외시켰
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미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고른 소개보다는 단원 목표에 적절
하게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가로
기준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서책형 교과
서와 디지털 교과서가 병행되는 시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제고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12번도 제외시켰다. 13번의 경우 지도서가 아닌 교과서에서는 직접접인
단원별 평가가 아닌, 정리나 점검 정도로 평가 항목들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성취기
준에 따른 평가는 교사가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별로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심사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은 다시 ‘내용 구조의 체계성 및 연계성’과 ‘학습 동기의 유발’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미술 교과서가 지닌 특성을 독자적 내용 구조가 아닌,
사진, 삽화, 학생 및 작가작품, 선명한 인쇄, 편집 디자인 등 외적 체제에서만 찾으려
는 외부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술 교과서도 미술교과교육
이론을 준거로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과 문화, 학습자의 관심사 등 다양한 현실 여건
을 종합하여 미술교과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
부분의 경우 수업 시간에 미술 교과서에 게재된 몇몇 참고작품만 참조할 뿐 전체적으
로는 미술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가격도 다른 교과에 비하
여 비싸다는 지적들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영역의 축소를 조장한다. 미술교과의 특
성을 반영하는 교과서 쇄신으로서 홍후조(2011)는 매년 버려지고 활용되지 않는 미술
교과서를 폐지하고 대신 화첩, 도록을 감상할 수 있는 CD, 다양한 기법을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어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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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4)6)가 내린 교과용 도서 가격 조정 명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
는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비싸기만 한 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술 교과서의 경우 분책이 불가한 합본 교과서로서 1, 2, 3학년의 3개 학년
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작품들을 담은 동영상 자료가 교사
용으로 제작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외 자료들은
저작권 등의 문제로 제작되지 못할 뿐이다. 이는 관련 제도의 정비 여부에 따라 얼마
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CD 등의 참고 자료들은 교과서 대신 제작되어
야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보조 자료로서 교과서와 더불어 제작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물론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
료집 형태의 교과서가 다양한 관심과 흥미, 수준을 지닌 학생들의 개별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
와 자료 가운데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어떤 형태의 교과서 내용 구조가 유용한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활용 정도에 따라 교과서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활용 정도가 낮은 미술, 음악, 체육교과7)의 경우뿐만 아니라, 점차
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지교과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EBS 교육방송 교재 위주로 출제되는 대학 입시의 영향 때문에 주지교과 교과서들도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활용도를 교과서의
존폐와 직접적으로 연계한다는 것은 심히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이다. 교과서가 없어
지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교수·학습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교과로서의 특성을 공고히 하고 내실을

6)

7)

2014년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 검정 교과서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을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내린 바 있는데, 출판사는 이에 항의하여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단행하였다(이승훈, 2014). 그러나 정부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
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을 내리자 출판사도 행정 소송을 준비하
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연구(서지영, 김혜숙, 이영아, 차조일, 최미숙, 2012)에 따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과서의 활
용도는 국어>수학>영어>사회>생활국어>수학익힘책>역사>도덕=기술·가정>과학>음악>미술>체육>역사부도>사회과
부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 80), 교과서의 효과성은 사회>수학익힘책>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국어=생활국어>영
어>음악>도덕>미술>체육>역사부도>사회과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p. 84). 이는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미술 교과서는 음악 교과서에 비하여 활용도와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음악 교과서에는 반드시
학습해야 할 곡이 제시된 반면, 미술 교과서에는 단위 학습 목표에 따라 참고작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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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미술 교과서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하기 위하여 교과서 분석의 핵심 기준으로 이를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가 내적 체제 분석 중에서도 내용 선정 및 조
직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미술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술 교과서의 핵심은
바로 내용 선정과 조직에 달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동일한 믿음과 목적으로 본 연
구자는 기존에도 미술 교과서 중요 분석 기준으로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 중점을 두
어 ‘단원 선정의 적절성’, ‘내용 선정의 적절성’, ‘내용 조직의 적절성’이 중요함을 제시
한 바 있다(이주연, 2003). 결국 미술 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학생들이 미술 학
습에 흥미를 느끼고 임할 수 있도록 교과 및 학습 목표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하여 개발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나 지식들을 교
육과정 안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문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추출하여 학
문의 구조를 밝히고 교과의 본질 속에서 증가하는 지식을 체계화하는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적 접근이 그 어떤 것보다도 미술교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높일 기초를 이룬다고 믿기 때문이다.

III.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
1.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 내용 구조의 체계성 및 연계성
중학교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서지영 외, 2013, p. 118)에서
2013년 현재 사용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에 만족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내용 구성이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체계적이고 풍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셋째, 학생 중심 활
동을 유도하는 학습지가 있으며, 넷째, 미술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고, 다섯째,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여섯째, 다양한 교육 매체가
함께 제공되어 있고, 일곱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시되었으
나, 이는 교과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중학교 미술 교사들이 미술 교과서 내용 체제에 만족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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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첫째,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완성도가 높고, 둘째, 교사들이 미술 교과서를 면밀
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술 교과서의 만족도
는 수업에서의 활용 여부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미술 교과서 내용 구성의 완성도와
더불어 현장 활용도도 함께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론은 긍정적이다. 이 연
구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사들은 실제로 미술 교과서의 내·외적 체제에 만족감을 나
타냈는데, 이는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어떤 면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제기되는
주지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3가지 내용 체계인 ‘체험’, ‘표현’,
‘감상’을 직접적인 대단원명으로 지정한 것은 C와 G 교과서였으며, 보다 다양하게 재
구성한 것은 A, B, F, J 교과서였다. A와 J 교과서의 경우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
정에서 시수가 적은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하여 많이 채택했던, 교과서의 중단원을 세
분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광범위한 조형 활동 중 학생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과서 내용 조직 방식이 단조
로워서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단점도 지닌다. 시각 이미지가 중요한 영상
매체 시대를 반영하여 매체(재료)를 독립된 대단원으로 제시한 교과서는 B, F, H, I
교과서로서, 이 중 F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사진, 움직이는 그림 등 정영상 및 동영상
매체에 집중한 반면, B, H, I 교과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재료)를 다루었다.
또한 판화 학습의 경우 F 교과서는 대단원으로 독립하여 제시한 반면, B, H, I 교과
서는 매체(재료) 관련 단원에 포함시킨 점이 달랐다.
10종의 교과서 모두 풍부한 부록을 싣고 있었는데, 이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일회용 워크시트가 많아 3개 학년에서 골고루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 가격 경감과 교과서 재활용이 목적이라면 교사용 CD에 이
를 수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교과서 인정 심사 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과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제시하는 내용 구성의 필수 자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별 내용 구조를 보면, A 교과서는 대단원명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제시함으로써(‘지각과 소통’, ‘주제 표현’, ‘표현 방법’,
‘미술사’, ‘미술비평’ 등) 교육과정과의 부합 정도를 높였으며, 오히려 중단원 명은 핵
심 미술 용어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특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도 ‘대
단원’, ‘중단원’, ‘소단원’, ‘활동명’의 순으로 명칭과 내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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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전개하는가의 고민은 비단 A 교과서나 미술교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교
과의 교과서 개발진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계는
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해주어 그 교과
의 구조적 지식 체계를 형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서의 경우에도 선택 활
동에 기초하여 교과 내용의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을 고려한 영역간·단원간의 균형적
인 내용 선정과 조직은 미술교과의 질 높은 학습을 위하여 교과서 개발과 선정 시 중
점적으로 고려해야 핵심 기준일 수밖에 없다.
B 교과서는 ‘체험’(‘조화로운 삶’), ‘표현’(‘발상과 주제 표현’, ‘조형 언어의 이해’, ‘매
체와 표현’, ‘전통의 향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 ‘감상’(‘미술작품과의 대화’,
‘미술사의 이해’)으로 구분되는 대단원의 체제 내에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매체를
하나의 단원으로 독립시켰으며, 주제 표현과 발상, 기타 일반적 표현은 매체와 연계하
여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미술 이해가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조형 언어의 이해’라는 단원을 통해 색, 선과 드로잉, 조형 언어를 풍부하게 다룬 것
이 특징이다. 이는 C, I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
C 교과서는 ‘체험’, ‘표현’, ‘감상’의 체제 안에서 ‘표현’을 ‘관련 이론’, ‘주제 표현’,
‘표현 방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서의 외형 체제만큼이나 내용 구조
도 독특했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활동은 선택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표현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D 교과서는 ‘체험’, ‘표현’, ‘디자인’, ‘전통’, ‘영상 표현’, ‘감상’으로, E 교과서는 ‘체험’,
‘조형’, ‘감상’의 체제 안에서 ‘체험’ 중심 단원에 ‘공간’과 ‘문화’를 집중 조망하여 제시
하였다.
F 교과서는 가장 전통적인 내용 방식에 근거하여 ‘체험’, ‘표현’, ‘감상’에 따라 하위
내용들을 구분하였으며, ‘표현’의 경우 평면, 입체, 판화, 상상, 디자인, 매체, 전통수묵
화, 서예의 순으로 대단원, 중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내용 구성의 조직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단원 내에
서의 구체적인 내용 전개보다는 내용 조직 자체에서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단
원의 내용 또한 학생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학습 정리, 용어 해설 등은 잘 제
시되어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이 용이하도록 유도한 것은 장점으로 파악된다.
G 교과서는 ‘체험’, ‘표현’, ‘감상’의 대단원 아래 미술과 교육과정의 하위 내용 체계
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보다 다양하게 강조된
‘감상’ 활동을 제시한 것이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H 교과서는 ‘체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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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감상’ 가운데 ‘체험’의 ‘소통’과 관련한 문화 이해 내용을 ‘감상’과 연계시켜 제시
하였다. 디자인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시각 문화의 등장과 이와 관련
된 학습 내용의 증가로 기존의 디자인 영역별 구분이 아닌, 시각적 이미지 및 시각적
문해력 학습에 중점을 둔 디자인 단원을 대단원으로 독립시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교과서는 ‘체험’, ‘표현’, ‘감상’, ‘체험’, ‘표현’, ‘감상’의 순으로 대단원의 내용을 제
시하였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텍스트 내용이 적고 제시 작품의 설명에 근거하여
단원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작품을 연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
만, 제시 작품에 의하여 단원 학습 내용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닌다. 또한 작
품이나 관련 자료로서 텍스트를 대신할 경우 ‘체험’(조사, 탐색), ‘표현’, ‘감상’(발표, 토
론) 등 각 영역별로 다양한 학생 활동 등이 인식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이 큰 작품 및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때 내용 구조가 보다 체계
적으로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 혹은 활동별로 제시
작품의 중요도가 클 경우 가장 관련성 있는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방법도 활용해
봄직 하다. 마지막으로 J 교과서는 총 45개의 단위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감상’ 활동이 집중 조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미루어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 내용
구조의 체계성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첫째,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 및 각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구현되
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활동간의 계열성, 체계성은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자체가 학년별 구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년별 수준에 근거하여 1, 2, 3학년 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중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대단원과 단위 학습, 대단원과 단위 학습, 학습 과제, 제시 작품, 관련 주
요 개념, 용어, 기본 기능/기법, 재료 및 용구 등의 전개 체제와 안내가 구조적으로
연계되고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교과서별로 양적 차이
는 있으나 질적 수준 차이는 별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구조적
으로 연계되고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습의 내용과
단원은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 탐색, 표현, 감상,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조직, 전개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교과서별로 다양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학생 활동의 수와 관련이 깊은데, 학생 활동이 많을수록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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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개되는 만큼, 앞으로는 학생 활동 위주의 내용 전개가 요구되는 바이다.
중학교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학교 인정 미술 교과서는 교수·학
습 방법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으며(86.8%), 학습의 소재 및 교수·학습 내용
이 다양하면서 독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85.5%),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고려
하였으며(70.1%),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89.7%), 학생이
탐구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 보다 적합하게 구성하는 등(79.1%) 모든 면에서 과
학, 체육, 영어 교과서보다 우위의 결과가 나왔다(서지영 외, 2013, p. 107).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 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어 개발된 중학교 미술 교과서가 개발 시기가 절
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면에서 체계성과 연
계성이 드러나게 제시되었다는 것은 비단 연구자 개인의 판단만이 아님을 위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내용의 선정 및 조직 2: 학습 동기의 유발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을 유지시키는 내적 상태
라고 정의된다(Glynn, Autman & Owens, 2005). 미술교과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
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필요성을 느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간
의 상호 작용과 협동 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학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교과의 중심 가치와 기본 요소 및 구체적인 내용을 계열화하고
일관성 있게 조직하는 학습 내용의 구조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기초
하여 명확한 학습 목표와 더불어 이에 따른 관련 활동과 평가 방안 등이 서로 밀접하
게 연계되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노력을 기울일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와 연계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미술 활동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술과 생활’
영역이 내용 체계 대영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는 ‘디자인’ 영역과의 구별이 모호하
기는 하였으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필요한 개별화 전략으로서 포함되어 의
미가 컸는데,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닌, ‘내 삶 속의 미술’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
거움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해왔다.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 동기 요소에는 ‘흥미의 지속성’과 ‘관련성’도 포함된
다. ‘흥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교과서 편집과 더불어 재미있는 자료가 끊
임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흥미를 지속시키는 정신적인 자극으로서 지금보다 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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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단계적 활동도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외면할 수 없는 개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관심사 및 개인적 경험과 연계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각문화 관련 학
습은 학생 주변의 사회문화적 현상 및 환경에 주목하여 여기에서 다양한 주제와 소재
를 제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와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영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및 이에 의거하여 개발된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도 발견되는데, 초·중등학교 미술 교과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생활 주
변에서 미술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대거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지영 외(2013)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학습 효과 가운데 장
점으로 첫째, 내용이 풍부하고 설명이 자세하며, 둘째, 단원마다 요점 정리가 있어 찾
아보기 쉽고, 셋째, 표현 기법이 쉽게 안내되어 있으며, 넷째,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고, 다섯째, 다양한 미술작품과 재미있는 작품이 많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 가운
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모두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작용하
며, 넷째와 다섯째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와 연계하여 학습 동기 유
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학생 활동을 위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단원별로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어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에 중점을 두어 개발했음을 볼 수 있었다. B 교
과서의 경우 주제나 소재의 선정에 따른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라기보다는, 위계적
내용 구성에 근거하여 학습의 단계적 성취와 자기 평가 등을 통한 전략이라고 판단된
다. 235×282㎝의 독특한 판형으로 제작된 C 교과서는 ‘내용 조직의 체계성 및 연계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어 역시 학생들의 관심
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장점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편집 디자인의 다양성
은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E 교과서, H 교과서, I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학생 활동과 서로 다
른 내용 제시 방식 및 편집 체제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충분한 요소로서 작
용한다.
D 교과서, G 교과서, J 교과서의 경우 학습 동기 유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으며, 230×297㎝의 독특한 판형에 두터운 겉장으로 이루어진 F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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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편집 디자인이나 내용 방식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가늠하는 분석 기준으로서 ‘학습 동기 유발’은 적절한 수준
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학생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도전감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미 있는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이에 적절한
동기 유발 전략을 편집 체제, 주제 및 소재의 선정과 더불어 선택적으로 교과서에 제
시한다면, 교사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과 더불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미루어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2: 학습
동기의 유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 동기
를 유발하도록 소재를 선정하고, 스스로 계획, 탐색 및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주
장하며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점 작품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제시한다거나 학생의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
는 등 대체적으로는 흥미 및 동기 유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
전 의식과 미술 활동에의 몰입을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구성과 더불어 면밀한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지도서 내
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미술교과교육 이론을 교과서 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분석 기
준으로 ‘교과서 내용 선정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다양한 교과서 개발 및 선
정 심사를 위한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 분석 기준들을 교과서 분석과 더불어 살펴
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교과서가 완료된 중학
교 1, 2, 3학년 미술 교과서 10종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 기준을 ‘내용의 선정과 조직
1: 내용 구조의 체계성 및 연계성’, ‘내용의 선정과 조직 2: 학습 동기의 유발’로 선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출판사별로 내용 구성 체제 및 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교과서별 장
단점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미 2007 개정 미술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선보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 71

중학교 미술 교과서인 만큼, 검정에서 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교과서 체제의 전환 그 이상의 다양성이나 변화는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체험’, ‘표현’, ‘감상’에 기반을 두면서도 다양한 재구성을 통해 집필진 및 출판
사별로 무엇에 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개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 구성의 다양한 방안들과 기준에 대한 점검은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차기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 및 중학교 미술 교과서 개발 및 선정 기준의 제시를 위
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검정 체제에서 처음으로 인정 체제로 개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
술 교과서는 질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인정 교과서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
되었기 때문에, 10종의 교과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별 내용 구성 체제 및 내용 제시 방식에서 볼 수 있는 변화
들은 검정 체제에서 인정 체제로의 전환만큼의 변화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된다. 교과서 외적 체제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내용 구성에 대한 제한과 연계되어
결과적으로는 보다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 요인으
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서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감각적
인 편집 체제가 요구된다. 특별히 합책 및 분책을 할 수 있는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1, 2, 3학년 공용으로 쓰는 합권의 1권만이 허용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정 교과서 제도 덕분에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합격률이 높아졌고 이에 비례하여 출원 종수도 늘어났으나, 실제 내용
의 다양성이나 이로 인한 학습 효과의 제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술을 포함한 예체능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교과서의 낮은 활용도로 인하여 교과서 존폐 여부부터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오
히려 교과서의 내용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서 이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교육 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교과서 개발 주체가 이의 지속적인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인정
교과서 질 관리 업무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심의기준과 사후 수정·보완 체제를 개선하
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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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인정도서 개발상의 유의점(공통)(경상북도교육청, 2012a)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
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관련 법령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준수
❍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4. 교육
❍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과정의
한다.
구현 및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년군별, 영역별, 학습요소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할 성취기준을 중심
목표 진술
으로 제시하되, 학생이 학습 후 갖추어야 할 성취역량을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교과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수준과 양을 적정화한다.
❍ 교육 내용은 교과의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한다.
❍ 핵심적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규범 포함)와 주제, 제재, 소재 등을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
하여야 한다.
❍ 참신한 소재와 제재를 활용하되, 창의성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어야 한
다.
❍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해설, 탐구과제, 선택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한다.
❍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주요 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것이라야 한다.
❍ 삽화, 도표, 통계, 등의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밝힌다.
❍ 원칙적으로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다.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자료를 따른다.
❍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기타 모든 자료는 최신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편수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활용하
되, 이들 자료가 모순되는 경우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용어가 바르게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전선의 표시는 하지 않으며, 한반도는 단일 색으로 표기한다.
❍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과학교과 유
의)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길 이름은 새로운 주소명으로 제시한다.
❍ 사진 등 자료에 특정 상표가 드러나 있지 않도록 한다.
❍ 특정 직업에 대한 폄하하는 표현이나, 비교육적 사례 제시를 지양하고, 나쁜 사례에 특정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교과서의 ❍ 판형, 지질, 색도 등 외형 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체, 편집 배열, 편집디자인을 자율적으
외형 체제 로 구성하되,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디자인 기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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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단, 본문 용지는 기존 교과서 용지(75g±3g)로 한정한다.
❍ 미술 과목의 본문 용지는 아트지 120g/㎡를, 사회과 부도, 지리 부도, 역사 부도 과목의 본문 용지
는 S/W 120g/㎡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워크북이나 부록 용지는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8. 연계도서
및 통합
교과의
교과용도
서 개발

❍ 연계 도서의 경우 연계 도서 간 교육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교과용 도서를 개발한
다.
❍ 통합 교과는 통합의 기본 정신이 구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 민주시민교육, 창의·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
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보호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저 출산·고령사회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경로·전통윤
리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국문화사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등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
에 따라 포함되도록 한다.

10. 기타
사항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
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
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집필진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집필자 명단을 단원별로 제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록 표2] 중학교 ‘미술’ 개발상의 유의점(경상북도교육청, 2012a)
❍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충실하게 반영하
여 개발한다.
❍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교과서의 활용도를
1.
높인다.
교과서
❍ 학생의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내용
의
을 제공한다.
개발
❍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방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사가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학교군의 학습 내용(성취 기준)과 시간 배당 기준에 근거하여 단원의 수
나 각 단원의 학습 분량을 적정하게 구성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단원을 구성하되 단원의 순서와 배열은 창의적으로 구성
교
한다.
과
❍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내용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서
2.
❍ 단원 전개에 있어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요 지식 및 개념, 용어, 자료 등을 적절히 안내하여 학생
교과서
스스로 학습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한다.
의
❍ 학생의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쉬운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구
구성
성한다.
체제
❍ 각 단원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생의 활동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식으로 제시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되,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한다.
❍ 정보통신기술(ICT), 멀티미디어 등 각종 교육 매체가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를 고려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3.
❍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성격에 부합하며, 미술과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내용의 선정한다.
선정과 ❍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 내용 체계’ 및 ‘나. 성취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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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한다.
❍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각 영역의 내용은 학습의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 ‘체험’ 영역은 자신과 주변 환경의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시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
와 활동을 선정하며,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표현’ 영역은 다양한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와 학습 활동을 선정하며,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감상’ 영역은 미술의 변천 과정,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와 학습 활동을 선정하며,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관련 자료(작품, 참고 도판, 삽화, 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며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
이 있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 지역별, 영역별, 양식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
루 다루도록 한다.
❍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최신의 것으로 정확해야 하며, 그 의미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
한다.
❍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고,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
정하게 기술한다.

4.
기타

❍ 작가 작품을 제시할 때에는 작가명, 국적, 생몰연도, 작품명, 재료, 크기, 연도(시대) 등을 편수 자료
와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한다. 또한 학생 작품의 경우에는 학생명(학생 작품),
작품명, 재료, 크기 등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사진과 삽화는 선명하며, 작품은 원작의 색을 잘 살려 제시한다.
❍ 원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는 괄호 속에 ‘부분’이라고 표기한다.
❍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하며,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미술과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른다.
❍ 문법 오류, 비문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한다.
❍ 외형 체제는 미술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효과적인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면 활
용, 지질 사용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1.
지도서
의
개발
방향

❍ 미술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미술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 미술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지
도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교사의 다
양한 수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서는 총론,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총론에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최근 미술 교육 동향 및 교수․학습 이론, 교과서의 편찬 방
향 및 내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와 교과서 연계 활용 방법, 연간 교수·학습 계획 등을 연관성 있게 제
2.
지도서
시한다.
지
❍ 각론은 교과서의 배열을 고려하여 단원별로 구성하되, 각 단원은 단원 개관, 단원 목표, 관련 개념
의
도
서 구성 및 용어, 단원 교수·학습 계획, 차시별 지도 내용 및 자료,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을 제시한다.
체제 ❍ 단원의 각 차시별로 학습 목표, 준비물, 시간 배정, 교수·학습 방법 및 해설, 지도상의 유의점, 관련
사이트 및 참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부록에는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와 도판 자료, 참고 자료 목록, 웹사이트
주소, 현장 체험 학습 관련 정보,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등을 제시한다.

3.
내용의
선정과
조직

❍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제시된 방향과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다.
❍ 총론에서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방향 및 내용을
서술한다.
❍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 용어, 주제, 관점, 활동,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한다.
❍ 각론의 단원 개관, 단원 목표, 단원 교수․학습 계획은 교과서 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학
습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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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
한다.
❍ 단원 전개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발문, 학습 과제,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참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자료의
활용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 학습 목표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 절차, 도구, 활용 등의 예시를 제공한다.
❍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기타

❍ 작가 작품을 제시할 때에는 작가명, 국적, 생몰연도, 작품명, 재료, 크기, 연도(시대) 등을 편수 자료
와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한다. 또한 학생 작품의 경우에는 학생명(학생 작품),
작품명, 재료, 크기 등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원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는 괄호 속에 ‘부분’이라고 표기한다.
❍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하며,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미술과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른다.
❍ 문법 오류, 비문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한다.
❍ 외형 체제는 미술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효과적인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면 활
용, 지질 사용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부록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인정 교과서 및 지도서 심사 기준(경상
북도교육청, 2012a)
심사
영역

중학교 미술 교과서 심사 항목

1. 미술과
Ⅰ. 교육 2. 미술과
과정의
3. 미술과
준수
4. 미술과

영역
별
배점

합
계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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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5.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학년군의 학습 내용(성취 기준)과 시간 배당 기준에 근거하
여 단원의 수와 각 단원의 학습 분량을 적정하게 구성하였는가?
6. 체험, 표현, 감상 영역별 성취 기준이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고, 이전
학년 군과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이없이 학습의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직하였는가?
7. 각 단원별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요 지식 및 개념, 용어, 자료 등을 포함하여 학생
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내하였는가?
과
서 Ⅱ. 내용 8. 관련 자료 (작품, 참고 도판, 삽화, 사진 등)와 소재는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며 학
의 선정 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것으로 선정하였는가?
및 조직 9. 각 단원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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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적절하고 창의적인가?
11. 시대별, 지역별, 영역별, 양식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제공하여 다양한 미술 양식과
타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12. 정보 통신기술(ICT), 멀티미디어 등 각종 교육 매체가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는가?
13.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 및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14.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며, 그 의미를 학생이 이해하기
Ⅲ. 내용
쉬운 용어로 설명하였는가?
의 정확
성 및 15.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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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16. 작품을 제시할 때 작가명, 국적, 생몰연도, 작품명, 재료, 크기, 연도(시대) 등을 최신
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공정성

17. 모든 관련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18.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
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따랐는가?
19. 문법 오류, 비문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20. 사진과 삽화는 선명하며, 작품은 원작의 색을 잘 살려 제시하였는가?
1. 미술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최근 미술 교육 동향 및 교수․학습 이론을 연관
성 있게 제시하였는가?

Ⅰ. 교과
서
안내 및
구성 체
제

2. 미술과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 방향, 구성 체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활용 방법, 연
간 교수․학습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가?
3. 교과서의 단원별로 지도에 필요한 절차, 방법, 자료, 환경 등을 교과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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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에는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및 미술과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는가?
5. 지도서의 구성 체제가 참신하며, 교사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는가?
6. 단원별 교수․학습 계획과 절차는 단원의 학습 목표 달성과 학습 내용에 부합하는가?
7.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 용어, 주제, 관점, 활동,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업에서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는가?

지 Ⅱ. 교 8. 교수․학습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발문, 학습 과제,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교사의
도 수․학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가?
서 습 방법
및 평가 9.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아
이디어를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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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에 적합한 평가 요소, 절차, 도구,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하였는가?
11.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최신의 것으로 정확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으
로 적합한가?
12.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
Ⅲ. 내용 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의 정확
13.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밝히고, 작품을 제시할 때 작가명, 국적, 생몰연도, 작품명, 재
성 및
료, 크기, 연도(시대) 등을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공정성
14.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
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따랐는가?
15. 문법 오류, 비문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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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Middle-school Art Textbooks
Based on 2009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Jooy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amine the standard of analysis on
the contents of middle-school art textbooks for grade 7~9 adopted and published
through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2)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next art curriculum and textbooks.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method’ was selected as 2 major standards of analysis.
Korean middle schools were responsible to choose an art textbook to use from
2013 among the 10 different ones developed and provided by publishers. The
recent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revised in 2011 was called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based on 2009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The
middle-school art textbooks were developed under the accreditation system of
adop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now the system was changed and
authorized by the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took in charge of
the recognition of the development of middle-school art textbook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10 each art textbooks based on standard criterion
for analyzing content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a variety of perspectives
were collected, but overall result fell short of expectation. Nevertheless, the
adoption of middle-school art textbooks in acknowledging diversity and creativity
in organizing their contents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developing art
textbooks in gene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