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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과용도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교육 도구의 하나이다. 비록 그
자체가 목적물이 아닌 교육과정 실현의 한 도구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규범이나 사전처럼 표준이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교과용도서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정 보완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수정

보완 내용에는 출원 당시

저자나 편집자의 실수를 심의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뿐 아니라 빠른 시대적인 추
이로 발생되는 법령이나 통계 등의 변화, 발전하는 지식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정보 등
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 보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사이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정·보
완 체계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용도
서 모니터링제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한 온

오프라인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즉 모니터링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할 것이며, 모니터링의 의견 수렴 방법과 범
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및 보상, 모니터 요원의 선출과 관리, 심의된 결과의 현장
전달 등 교과용도서 모니티링제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구축과 운영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협의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
다.

2005.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한 병 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방안으로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
링제 도입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 현행 교
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수정·보완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편찬 당시 실수로 발생되는 오류 이외에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추이 때문에 발생되는 수정·보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변화되는 지식으로 언
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정착될 필요성을 절감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
항, 즉 시스템 운영의 주체,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 모니터링의 방법, 모니터 요
원, 심의 체제, 심의 결과 처리,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
다.

제 Ⅱ장에서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개념과 모니터링과 관계된 연구 동향을 분석
하였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m onitoring )과 모니터(m onitor ) 란 개념은

교과용도서를 분

석하여 이에 대한 비평이나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 은 모니터로, 교과서와 지
도서, 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 및 교사용의 서책·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객관적·합리적·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혹은 행위 를 모니터링으로 정
의하였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관계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과
본 연구에 참고할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제 Ⅲ 장에서는 첫 번째로, 교과용도서 제도 중에서 편찬제도와 심의·수정제도,
그리고 도서가 공급된 뒤에 이루어지는 수정·보완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
하였다.
교과용도서 편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수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검정도서 모두 짧은 심의 기간과 한정된 심의 위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다
양한 관점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국정도서에 비해 검정도서는 1차 검정 심사를 거치고, 2차 심사에서는 시정여부
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많은 영역에 오류의 여지가 존재할 소지가 있다.

개발이 끝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과정에서는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나 편찬 연구위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대개는 교과용도서
담당자나 교과용도서 담당자 주변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수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정확한 창구가 모호하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정·보완의 주체가 없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관점에 따라 오류를 찾아낼 교과용도서 전문 요원이 없다.
수렴된 의견을 심의해야 할 전문 기구가 없다.
수정·보완 체제에 참여하는 요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교과용도서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발견
한 오류를 알릴 의견 수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에 참고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우선, 2001년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건수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누적된 수정·보완 건수는 총 115,935건으로 내용이나 표기 오류가 가
장 많았고, 법령이나 통계 등에 대한 보완, 그리고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에 대
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수정책별 수정·보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가장 많이 수정·보완 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가 많이 수정·보완 되었다.
중학교의 수정·보완 건수는 2002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는 띄어쓰기나 기타 사항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수
정·보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정도서를 발간하는 출판사별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출판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한 원인은 연구해 볼 과제이다.
검정도서는 내용이나 표기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장 많았고, 2001년도에서
2003년도에 수정·보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를 비교해 보면, 국정도서에 비해 검정
도서는 내용이나 표기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가 월등히 많았고 검정도서의 수

정·보완 건수가 국정도서보다 약 10%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적절한 용어와 문장 구조, 편집, 삽화나 사진, 잘못된 문장 상황, 잘못된 교과
내용, 교수·학습 적용에의 문제, 교과 내의 통일성, 영어 표현이나 표기의 오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정·보완되었다.
수정 요구된 용어 중에 북한 용어나 전문 용어, 또는 외국어 용어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용어들도 있고, 국어 교과에서 지적된 만월의 색이나 새
벽하늘의 색깔 등은 경험에 의해 발견하고 지적된 오류들이었다.
요구기관이 개인에서부터 양성평등위원회, 국립국어원, 번역학회, 국가인권위원
회, 의사협회, 농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진해·웅천향토문
화연구원, 한국은행 등 고유성과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로 아주 다양했다. 이런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은 일반인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인
안목으로 진단할 수 있어 교과용도서의 훌륭한 모니터 요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건수와 수정·보완 내용으로 보아 교과용도
서에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의 폐
쇄성에서 오는 것으로 제도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음에 개편되는 교과
용도서에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수정·
보완 내용을 보면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몇몇의 교과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한계성을 지님을 나타냈고, 다인수의 관점은 전문성과는 또 다른 위
력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교과용도
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Ⅳ 장에서는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고
찰하였다. 우선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는 오프라인 상에서 있어 왔던 제한적이고 수
동적인 모니터링 관념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운용될 수 있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인 CUT IS '를 중심축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 체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성과 신속성을 지닐 수
있어 교육관계자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수렴한 의견을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체제는 수렴
된 다양한 의견을 수합 정리하는 역할과 심도 있게 의논해야 할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되고, 수정·보완 내용이 반영된 인쇄본 발행을 지도 감독하
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를 총괄 업무는 교과용도서의 모든 업무를 교
육인적자원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주관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
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시스템의 중요 환경과 메뉴체계는 의견 수렴 창구
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심의 창구, 심의된 내용에 대한 처리 창구가 마련되었고 일
반이용자나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심의하고, 심
의 결과를 의견을 제시한 사람과 일선 교사들에게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교육 현장
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되었다. 이때 교사들은 학기 초에 시스템에 접속하
여 등록하면 교사 ID그룹이 형성되고, 그곳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이 메일로 발송
되는 형태로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시스템 운영은 관리자 그룹, 운영자 그룹,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권한을 부여하
였고, 운영자 그룹은 다시 시스템 관리 그룹과 심의그룹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
게 하였으며, 온라인상에 구현될 메뉴를 시스템 메뉴와 시스템 기능으로 나누어 구
성하여 효율성을 기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를 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연구의 범위와 운영의 주체,
모니터요원의 구성과 활용, 모니터링의 방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운영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운영의 주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자원과 인적 자원을 구성하여 모니터
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전담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주체에 대한 의견은 모니터링 체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분담 문제와

연계하여 교과용도서를 생산하고 발행 공급하여 일정 수익을 올리는 출판사에서 수
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과용도서의 총체적인 책임과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힘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출판업계의
실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업무와 인적 구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
문성을 지닌 기관에서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 따라 모니터링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되 현행 교육과정정책과의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행사가, 검정도서는 출판사와 검정
협회가 주관하여 수렴되는 의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
다. 현재의 인적 구성 상태로 이 업무를 총괄한다면 모니터링의 실제적인 업무는
교과서연구재단이 총괄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각 출판사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 연구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은 자율모니터요원 과 전문모니터요원 으로 구분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모니터요원 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
적인 참여 집단이고, 전문모니터요원 은 의도적으로 선발한 집단으로 모니터링 관
점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
시하는 교과용도서 전문가 집단으로 선발은 개인적으로 요원을 선발하는 방법과 시
도교육청에 형성된 교과연구회나 각종 연구모임 단체 중 선별하여 전문모니터요원
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중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교과목별, 단원별, 주제
별, 차시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관점에 따라 적극적으로 오류나 대안들을 찾아
낼 수 있게 역할 분담을 세분화한다.
자율모니터요원 을 구성하는 방법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묶어 자
율모니터요원 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연구모임이나 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하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교과용도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요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교과용도서 전문을 웹에 올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니터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과 출판사에게는 오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정 주기로 세미
나나 연수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의 관점이나 기법에 대한 지식과 요령을 쌓게 하
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교과용도서별 전문모니터요원 수는 도서당 10명 내외로 전문모니터요원 5~6명,

자율모니터요원 4~5명씩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방법 중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의 범위는 우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
서, 교사용 지도서, 기타 음반 및 영상, 전자저작물까지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모니터링의 관점은 내·외적 체제의 측면, 기능적 측면, 수정·보완 측면, 지
도서와 영상이나 음반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내·외적 체제의 측면은 교과용도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판형이나 지질, 두께,
삽화 및 색도 등과 같은 외부적인 형태와 글자 크기, 낱말 사이의 간격, 글줄 길이
와 글줄 사이의 띄기, 여백 처리 등과 같은 외적체제와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내

용 서술 등과 같은 내적 체제를 모니터링의 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능적인 측
면으로 보면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관점이 설정되어야 하고 수정·보완 측면에서는 단순
수정, 내용수정, 구조수정처럼 수정되는 내용의 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점이 설정되어야 하며, 교사용지도서와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에 대한 측면에서
는 편리성과 교육성의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범위와 관점은 좀더 적극적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구심적 역할
을 담당한다. 현재처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전문가들(교과전문가나 교사, 또는
관심있는 일반인 등)의 개별적인 관심과 참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과목별로 모니
터 요원을 선발하여 여기에 제시된 범위와 관점에 따라 좀더 적극적으로 교과용도
서를 검토하고 분석하게 되면, 보다 많은 오류와 긍정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방법 중 모니터링의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실시 시기는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선정한 전문모니터요원 은 집중적인
활동시기를 정해두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기년도 교과
용도서를 발행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차기년도에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모니터요원 을 활용해 해마다 한 차례씩 모니터링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을 계
획해 볼 수 있으며,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을 활용해서는 발견되는 문제들을 수시
로 각각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모니터링 방법 중 의견 제시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통로를 교과용도서나
교육전문지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스템인 CUT IS 를 소개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발견되는 문제를 분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양식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의견 제기 카드를 교과용도서 뒷면에 부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면에는 오류에 대한 지적과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수정 방안을
기술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을 제시하고 뒷면에는 엽서 형태로 우체통에 넣기만 하
면 모니터링 주관 부서로 발송될 수 있는 오류 수정 카드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한다.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내용들을 CUT IS 에 등록하여 다음 단계를 온라인 시스
템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개발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하여 오류가 적은 교과용도서를 만들어
야 하며 집필자나 편집자, 출판사 등에서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의 결과 처리는 교사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
는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그 교과목에서 이루어진 수정·보완 사
항을 개인 메일로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받
는 교사들에게는 유효적절한 필요조건으로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지
식을 현장에 투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수정·보완이 결정된 사항은 먼저 저자가, 다음엔 출판사가 책임을 지고, 마지막
으로 이들 수정·보완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나 검인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때 수정·보완을 태만히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일
정기간 검정 출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학교에서는 채택을
취소하고 다른 교과용도서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드는 운영 자금은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관리와 운영, 모니터 요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에 소요되
는 비용은 경제 원리나 교육 원리로 볼 때 발행사의 직접적인 경비와 교육부의 보
조금으로 마련해야 마땅하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발행사가 가져간다
는 측면과 발행사가 자신의 제품을 보장한다는 경영 철학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비
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오류에 대해 개발기관과 발행사에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교과용도서에 오류가 남아 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발기관과 발행사들은 심의본 교과
용도서를 제출할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개발기관이나 발행사들이 내는 오류에 대한 벌금을
모니터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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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용도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교육 도구의 하나이다. 비
록 그 자체가 목적물이 아닌 교육과정 실현의 한 도구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교육도구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규범
이나 사전처럼 표준이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할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으로 보급되는 교과용도서에는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또
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상을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의 개편과 수정이 이루어진다.
개편 이라 하면 교과용도서 총 쪽수의 2분의 1이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정 은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
정·증감·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편이나 수정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
식이나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교과용도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활
용할 수 있다.
이런 수정·개편 제도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피드백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피드백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란 교과서와 지도서, 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 및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객관적, 합리적, 과학
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 혹은 행위를, 그리고 모니터란 이런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의 질(質) 관리 방안으로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을 위한 모니
터링제 도입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제 도입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교
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실태와 문제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동안 교과용
도서에 대한 수정·보완이 115,935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는 내용이나 표기 오류
가 46,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통계 등에 대한 보완이 31,496건, 띄어쓰기
등 기타 어문에 대한 수정·보완이 37,650건으로 보고 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3
년도에 수정·보완 건수가 40,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해가 갈수록 수

정·보완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에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편찬과정
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단계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심의 기간과 심의
인원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과 체제 면에서 오류가 없는 교과용도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편찬 당시 실수로 발생되는 단순 오류나 내용 오류 이
외에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추이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보통은 이들을 단순수정, 내용수정, 구조수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단순수
정은 어문규정에 어긋난 사항처럼 오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내용수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이나 저작자의 잘못으
로 판명된 사항 등에 대한 수정, 그리고 구조수정은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
거나 실수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해석되어 단원목표나 단원
내용, 학습 활동 등 일련의 구조적 수정이 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정·보완 건수를 분석해 보면 단순수정이나 내용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구조수정 역시도 많은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런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조직성과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연
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수정·보완 체제
를 온라인 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런 수정·보완 체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
는 문제에서부터 설치와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모니터 요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
로 어떻게 선출하고 관리할 것인가? 또,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심의된 결
과는 어떤 루트를 거쳐 현장에 투입할 것인가? 모니터요원과 심의위원에 대한 보상
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등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피드
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과 운영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 수정·보완 체제에
조직성과 체계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2 .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토대가 되는 이론은 무엇인가?

나. 현행 교과용도서 피드백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 연구 내용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과 연구 방
법으로 세분하여 진행하였다.
가. 연구 내용
1 ) 교과용도서 피드백과 모니터링의 개념과 연구 동향
가)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의 개념
나)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연구 동향
- 연구 동향
- 시사점

2 ) 현행 교과용도서 피드백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가) 현행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수정·개편 제도
- 현행 교과용도서 편찬 제도
- 교과용도서 심의·수정 제도와 문제점
- 교과용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보완 제도와 문제점
나)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현황
-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건수
-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3 )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수립
가)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도입의 선결 과제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한 종합관리체제 구축
나)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활성화 방안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흐름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운영의 주체
-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활용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방법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운영 자금

나. 연구 방법
1 ) 문헌 연구
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적 배경 탐색
나) 교과용도서 제도와 수정·보완에 대한 현황 분석
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연구동향 분석

2 ) 전문가 면담
- 교과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온라인 구축 전문가와의 면담
다. 연구 추진 일정
1 년차 ( 연구기간 : 20 0 5 . 04 . 0 1 ～ 20 0 5 . 11. 3 1 )
월
연구내용

1차 연구진 회의, 업무 분담 및 연구 세부 계획
문헌 조사 및 자료 수집, 자료 조사의 정리 및 분석
2차 연구진 회의,

설문 및 면접 자료 분석

3차 연구진 회의,

초안 작성 및 추가 자료 수집

4차 연구진 회의,

보고서 작성 및 검토

5차 연구진 회의,

보고서 작성 및 검토

6차 연구진 회의,

보고서 최종 검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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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개념과 연구의 동향

1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개념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용도서에 대한 개념
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제2항에 의하면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1)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는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2)

라고 규정하고 있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이다.

제2조 제 1항에 의하면 교과용도서 는 교과서와 지도서

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3)을

지칭하며, 지도서 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4)

을 말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는 당연히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5)

인정도서 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는 교과서

와 지도서, 인정 도서는 물론 여기에 부속된 음반과 영상 및 전자저작물까지를 포
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교과용도서는 그것의 편찬과정에서 국가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
고 나아가 교과 혹은 교과용도서 전문가와 그것의 주된 사용자인 교사 집단의 다양
한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교과용도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바
로 여기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피드백(feedback )이라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며,
피드백을 위한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본고에서 자주 언급하게 될 모니터링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m onitoring )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모니터(m onitor ) 라는 단어와 함께6)
1 법률 제5438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
2 대통령령 제1566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3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2항.
4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3항.
5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6항.

주로 방송을 비롯한 언론계와 기업체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니터링을 행하
는 주체를 모니터라고 할 때, 모니터란 방송, 신문사, 회사 등의 의뢰로 기사나 상
품 등에 대해서 의견과 감상 등을 말하는 사람 7)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방
송만으로 한정지을 경우, 모니터란 방송을 정기적으로 시청하여 그에 대해 비평하
는 사람 8)을 가리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모니터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는 업체의 위촉을 받아 소비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촉 주체가 행하는 일
이나 작업 결과, 또는 특별히 위촉받은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견
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9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니터와 모니터링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에 관한 언급에
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피드백 과정에서 모니터
란 교과용도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비평이나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 으로 간
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이란 교과서와 지도서, 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 및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객관적·합리적·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혹은 행위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과용도서의 질(質) 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실적
으로 발견되는 오류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다. 교과용도서를 개발하
면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나 검정도서 연구위원 등을 두어 오류가 적은 교과용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교과용도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완전히 방
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교과용도서의 수정·개편 제도이다. 개편
이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
총 쪽수(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0) 이와 달리 수정 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

6 모니터(monitor) 라는 단어는 작업 행위와 함께 작업자를 동시에 의미해 동사와 함께 명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민영목,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 방송 모니터 이론과 실제(서울: 커뮤
니테이션북스, 2001), p. 11 참조]. 따라서 종종 모니터와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혼용되기도 한
다.
7 백운춘, 이광직 감수, 방송용어대사전(서울: 도서출판 신우, 2004), p. 386.
8 임동욱, 윤석년, 언론모니터의 이해와 활용(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 15.
9 민영목, 앞의 책, p. 17.
10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7항.

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1) 교육과정을 개방적으
로 보고, 교과용도서가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는 한층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될 것이며12)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그 동안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교과서
정책에 대한 검토나 교과서 개편 체제 혹은 개편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분
적인 형태로 언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70년대 말에 康宇哲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敎科書 評價基準 에서 좋은 교과서의 기준 을

①가르치기 편리하고, ②배우는데 유용하고, ③교과

교육 목표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며, ④학생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하며, ⑤교과
13)이어야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된 것
이종국은

한다고 하였다.

韓國의 敎科書編纂 政策과 그 適用過程에 대한 硏究 - 교과용도서 편

찬 형식의 규준 사례를 중심으로(1998)

14)에서

교과용도서의 편찬은 개개의 텍스트

에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바람직한 모형으로 정립시킴으로써 생산적인 교육 수
단을 창출하는 일련의 지적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중 내적 체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반 운영 지침 과 교과별 각론 을 텍스트에 반영한 기술적인 형식과 내용
선정, 내용서술, 내용조직 등의 진실성과 창의성, 통일성과 균형성 등으로 규정하며
그 정도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수월성 여부가 결정되며, 이들 요소들이 교과용도서
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함수곤은

교과서의 질 향상 방안(2000)

15)에서,

질이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서는 국정도서를 모두 검정도서나 인정도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외에도 함수곤은 그의 또 다른 연구인

좋은 교과서

16 )에서

좋은 교과서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1 대통령령 제1763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8항.
12 손병길 외, 앞의 논문, p. 28.
13 康宇哲, 敎科書 評價基準 , 敎科書 構造改善에 관한 硏究(서울: 한국교육개발사, 1979), p. 33.
14 李鍾國, 앞의 논문.
15 咸水坤, 교과서의 질 향상 방안 , 敎育課程과 敎科書(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2000), pp. 422- 43
3.
16 咸水坤, 좋은 교과서 , 위의 책, pp. 469- 473.

- 해당 교과의 필수 학습요소가 누락됨이 없이 제시되었고, 그 내용이 정선되어 있는가?
- 학습 내용이 해당교과의 특질에 맞게 학습하기 쉬운 순서와 형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게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고
편집하였는가?

또한

학교교육과 교과서

17)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방적 공급형 - 지시 대기형 교육

에 맞게 꾸며진 敎材로서의 교과서를 상호 작용형 - 자율 창조형 교육에 알맞은 學
習材로서의 교과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민정은

교사용 지도서 활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2002)

18)에서

교사

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의 개념과 실제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사용 지도
서의 역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
를 주로 수업 준비 시 와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시 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총론보다는 각론, 각론 중에서도 교수- 학습 과정
안 과 단원지도계획 을 주로 활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도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이해와 운영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교사용 지도서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에
활용할 다양한 학습자료 제시, 수업방법에 대한 안내와 설명 제공, 수업 흐름의 구
체화 및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안 제시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손병길 등은

교과용도서 수시보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 연구

19)에서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場으로서 온라인 체제를 활용해

(2003)

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교과별 출판사별 교과서 개선 모니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출판사의 직접 경비와 교육부의 보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사자인 교사
와 학생들에게 즉시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맞춤화된 개인 웹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과용도서 수시 보완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
인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시행기준이

교과용도서에관

한규정 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제안하였다.
노명완 등은

교과용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2004)

17 咸水坤, 학교교육과 교과서 , 위의 책, pp. 403- 421.
18 원민정, 앞의 논문.
19 손병길 외, 앞의 논문.

20 )에서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체화시켜 학교 수업 현장에 제공하는 교수- 학습 중심 자료이면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해 가는 목표 중심의 교재 라고 개념 정리를
한 뒤, 교과서를 구성하는 요인을 외적 체제 요인과 내적 체제 요인으로 구분하였
다. 이들은 외적 체제 요인으로 판형, 글자 크기와 모양, 지질과 색상, 삽화 등을 제
시하였다. 교과서의 판형은 경제성, 편집의 융통성, 관리의 용이성, 학습자의 심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판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4×6배판이며, 최근의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글자크
기는 변별성(legibility )과 가독성(readability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글자 크기는 지나치게 커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덧
붙였다.
이외에도 노명완 등은 내적 체제 요인으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내용 제시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내용 선정이란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불활성 지식에서 벗어나 내용 지식과 전략적 지식을
포괄하는 활성적 지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 내용 조직에 있어서는 계열성의
원리와 통합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학문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두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 내용 제시 방식은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학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습득되게 하는 경험 요소의 배치 방식임을 주장하였다.
박소영 등은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2004)

21)에서

5년을 주기로

하는 교과용도서의 정기 개편과 함께 현재의 수시 수정 및 보완 방식을 포괄하는
체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은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의 정착을 위해 교과서 자
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출판사의 질 관리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
다는 것과 안정적인 체제 마련을 위해 교과서 상시 개편 업무 전담 기구를 설치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 관점은 크게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로 나눌 수 있
다. 외적 체제는 판형, 글자의 크기와 모양, 지질과 색상,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
이 있으며, 내적 체제는 내용 선정, 내용 서술, 내용 조직 등이 있다.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불활성 지식에서 벗어나 내용 지식과 전략적 지식을 포괄하는 활성적 지

20 노명완 외, 앞의 논문.
21 박소영 외,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한국교과서연구재단) 04- 2(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식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 조직에 있어서는 학문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었는
지, 내용 제시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학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습
득되도록 경험 요소의 배치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교수와 학습의 용이성, 교과 교육 특성
과 필수 학습 요소의 반영 여부, 내용의 정선도,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의욕 고
취 등으로 이런 요소들이 교과용도서에 유효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에게 애용되는 교사용 지도서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제시, 수업방법에 대한 안내와 설명, 수업 흐름의 구체화 및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이 제시된 지도서로 이런 관점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과용도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체제를 동
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현장 교사들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하며 수시 수정·보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현행 교과용도서 피드백의 현황 및 문제점
1 . 현행 교과용도서 편찬 ·심의 ·수정 ·개편 제도
교과용도서의 개발·공급 제도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교과용도서에대한규정 은 수차에 걸쳐 보다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1950년도에 제정된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 규정인 국
정교과서편찬규정 과 교과서검·인정규정 에서 출발하여 2002년에 개정된 교과용도
서에관한규정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4호)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령
으로 교과용도서에대한규정 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방향에 따라 교과용도서가 편
찬되어 왔다.
2002년도에 개정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분류하고, 1종도
서를 국정도서로, 2종도서를 검정도서로 용어를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제29조 제
21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학교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여건과 체제 즉, 개발비 현실
화, 충분한 편찬기간 확보, 교과용도서 외형체제, 1교과 다교과용도서 체제 도입,
다양한 보완교재 개발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하고 있
다.
2003년도부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대폭 개편하는 방법과는 달리 수시 개정·보완하는 제도를 규정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교과용도서 수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두 축인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개발·공급
과 수정·보완에 대한 제 규정과 관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된 현행 교과용도서
피드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가. 현행 교과용도서 편찬 제도
우선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개발·공급 및 심의에 대한 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1〕교과용도서 개발·공급·심의과정 관계도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 개발, 심의하는 도서를
의미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할 때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
여 편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5조). 현재는 대부분의 국정도서를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 개발하고 있다.
국정도서를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먼저 위탁할 개발기
관을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개발 기관에서는 국정도서 편찬 기본 계획(교육인적
자원부 작성)에 의거하여, 편찬 세부 계획과 연구진, 집필진 등을 구성, 교육인적자
원부에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를 검토, 조정하여 편찬 세부

계획을 확

정한 후 위탁 개발기관에 송부하게 된다. 그러면 개발 기관에서는 확정된 편찬 세
부 계획에 따라 연구진과 집필진의 연구와 집필, 그리고 자체 심의와 수정 절차를
거친 원고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원고본에 대한
국정도서 편찬 심의를 하고, 개발기관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서 실험하게 되고, 이 결과를 종합, 심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쇄에 회부시키게 된다. 교과용도서 편찬, 검정 및 인정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
과용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8조)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국정도서의 개발·심의·수정 및 주문·공급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의 편찬 기본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고 교과용도
서 개발은 보조금을 주어 연구개발기관에서 원고를 집필하고 일정 과정을 거쳐 개
고본을 작성하여 국정도서심의회에서 집필세목이나 원고본, 개고본을 심의하게 된
다. 이렇게 통과된 교과용도서는 실험본을 발행하여 투입할 현장인 실험연구 학교
에 실험 적용한 후 문제점에 대한 재수정 과정을 거쳐 시·도교육청과 공급인을 통
해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검정도서는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
목의 교과용도서를 뜻한다(제6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에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신청기간,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심사본의 제출
부수,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 신문에 게재
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검정 심사는 1차와 2차
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1차 심사는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
성 여부를 심사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
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그리고 1차 심사 결과 수정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제9조).
검정도서에 대한 검정의 합격 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게 되며, 한 과목에 대한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하나
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
정 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책수, 판형, 쪽수, 종류, 수량, 용량 및 사용 환
경, 지질과 제본방법, 사용 대상학교, 최초 사용학년도, 저작자의 주소, 성명, 발행자
의 주소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검정 신청
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검정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
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

검정도서의 개발·심의·수정 및 주문·공급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검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
고 설명회를 개최하면 검정도서 발행사에서 편찬위원을 선발하여 검정도서를 개발하
게 된다. 개발된 검정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촉한 연구·검정위원이 1, 2차 심사를 거쳐 합격 결정을 하게 된다. 합격이 결정되
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전시를 지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검정협회에서 전시본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전시본을 보고 학교에서 선정하여 주문한 부수대로 각 발행사
가 발행하여 공급하게 된다.

나. 교과용도서 심의 ·수정 제도와 문제점

교과용도서에대한규정 이 수차에 걸쳐 개정된 궁극적인 이유는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기에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18조)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원, 산업체나 연구
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학부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중
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국정도서 제도는 다양한 심의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인 유지와 연계성과 계
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출판사간의 과다 경쟁으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
으며 교과용도서간의 연속성과 계열성을 유지해가며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획일적인 교과용도서 체제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반영이 어려
울 수 있으며, 개발 책임자의 관점에 크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
성이 배제될 수 있고, 교육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과용도서 집필에 참여하
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정도서 개발 과정의 심의·수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본 접수, 심의,

개고본 접수, 검토,

수정 보완(교과담당

조판 의뢰(교과 담

자, 개발기관)

당자, 발행회사)

실험(현장검토)접수

실험(현장

현장실험(검토)수정

심의,

수정 보완,

검토)본

보완(교과 담당자,

결재본

제작

실험 학교개발기관)

(교과 담당자)

의뢰

〔그림 8〕국정도서 개발 과정의 심의·수정 단계

국정도서는 1차로 원고본 접수 심의를 하고 수정·보완한 후 2차로 개고본을 접수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후 3차로 실험본을 현장 실험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마지
막으로 실험본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결재본을 제작한다. 국정도서 심의회에서
는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심의본을 심의하여 수정, 보완 자료를 위탁 기관에 보내고,
위탁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심의본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매 심
의회 때마다 되풀이된다. 이렇게 하여 현장 검토까지 마치게 되면 위탁기관은 확정본
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최종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쇄에 넘기게 된다. 이 때에 자구 수정 등을 위한 인쇄본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며,
이러한 검토까지 끝나면 생산 지시가 내려지게 된다. 국정도서는 이렇게 개발기관, 교
과 담당자, 발행회사, 현장 등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심의·수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한정된 심의 기간과 심의 위원 등
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교과용도서의 내용은 사
회적인 모든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몇 명의 심의 위원의 전문성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많은 영역이 내포되어 있어 오류의 여지는 늘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험본에
대해서도 한 학교의 안목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유로 교과용도서는 많은 오류를
지닌 채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검정도서는 다음과 같이 1차 심의를 거쳐 수정사항을 지시하고, 2차는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기에 심의·수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1차(적격/ 부적격 판정)
·헌법 및 교육법- 교육과정 준수 사항
·저작권 준수/ 내용 타당성 정도
·교수학습방법 내용선정 및 조직/ 독창성

2차(수정- 보완 사항 이행 확인)
·지시 사항 미수정 도서는 부적격 판정

·표현- 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등

〔그림 9〕검정도서 개발 과정의 심의·수정 단계

검정도서는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
는 자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검정도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검정기
준에 의하여 출원을 희망하는 저작자가 자유로이 집필하고 결과물에 대한 심사만을

통하여 정부가 교과용도서로 인정하는 방법이므로, 국정도서에 비하여 훨씬 민주화
된 편찬제도라 할 수 있지만 심의·수정 단계가 허술하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도 한다.
검정도서는 연구·집필 과정이 검정자의 자율에 맡겨짐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가
들이 집필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해
석과 접근이 가능하기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과용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대개의 출판사는 1년 이내의 개발 기간을 거쳐 검정본을 출원하고
몇 개월 만에 편집이 완료되어 검정본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22) (조성준, 1999,
p .115). 이렇듯 짧은 기간에 편찬된 교과용도서가 검정 출원 후 2회의 심사 과정과
1～2회의 수정 과정을 거쳐 제작·보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한
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해마다 수정할 기회를 갖기는 하지만, 소폭의 수
정이 이루어질 뿐이며, 교과용도서 사용 후 3, 4년 뒤부터는 교과용도서 수정이 대
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함수곤, 2002, p .112). 그리고 검정에 출원하는
상당수의 출판사는 영세하여 교과용도서 사업을 1회성 투기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
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흩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전공자가 교
과용도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검정 실시 공고 때마다 교재 발행의 경험
이 부족한 영세 출판사들이 완성도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기도 하며, 이렇게 전문성
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만든 도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타격을 받는
발행사도 종종 있어 왔다.
심의 과정에서도 완성도 낮은 교과용도서가 출원됨으로 인해, 심사가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보다 출원본의 내용 오류를 찾아내는 데에 시간
을 허비하는 실정이다. 검정위원은 심사권 외에 수정 지시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어
서 질 판단과 내용 교정간의 일의 중요도가 전도되기도 하며, 소수의 심의위원이 단기
간에 내용 오류와 질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서정화 외, 2002, p.95). 그리고 검정 운영 업무가 정책 결정과 집행, 사후 관리 의
정책 부문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제도 연구 의 연구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정책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집행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
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상게서, p .96).

22 조성준 논문 교과용도서의 편찬과정과 편집자의 업무만족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교과용도서 편집 기간에 대하여 검
정도서의 경우 편집 기간이 3~ 6개월이 17.4%, 6~ 9개월이 29 .6%, 9개월~ 1년 미만 31.8%, 기타 21.2%로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교과용도서 편찬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용도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거시적이고 개방적인 측
면으로 접근하여 교과용도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
구에 불과한 것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창의력, 지적 능력, 문제 해
결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또 국가, 사회적인 변화나 학문의 변화에 따라 교과용도
서는 늘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
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전문가(교과
담당관 등)의 전문성 향상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원고, 삽화 등의 고료를
현실화시켜 교과용도서의 중요성에 적합한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교과용도서가 학
문상의 편견이나 질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연구진이나 집필진의 선정에서 학
연, 지연 등의 인맥에 편중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료와 편찬기간에 따라 예산 운영을 탄력성 있게 집행하고, 집필진과 연구
진 선정을 엄정하게 하며, 심의 기간과 심의 위원을 일정기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연구진의 구성을 학연, 지연 등의 인맥에 편중됨이 없이 광범하게 폭을 넓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을 엄선하여 학문상의 편견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의 내용은 각 교과를 맡고 있는 담당자(연구관, 연구사)
의 역할이 지대하다. 담당자의 자질은 교과용도서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
의하기에 충분한 위원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심의 단계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교과용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 ·보완 제도와 문제점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교과용도서 제도는 많이 달라졌다. 정부의 관심과 투자
도 상당히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외양적 체제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에서도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가 급속한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
의 변화, 교육목표와 방법의 변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의 변화, 교사의 교수 방법
의 변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 사회의 발전 등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내용과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용도서의 개편 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수정 이라 함은 교육과
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
을 교정, 증감,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국정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 체제
국정도서의 개편 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할 수
있으며(제27조) 국정도서의 수정 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접, 검정도서의 경우에
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제26조). 인정도서의 경우도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정
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수정 체제는 국정도서냐 검·인정도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정
도서의 수정 체제는 다음과 같다.

수정요구
발생

수정( 안)
작성
( 교육부)

수정
가쇄본

교육부

교과서

제출

승인

인쇄

( 발행사)

〔그림 10〕 국정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 체제
국정도서의 수정 단계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학회, 언론, 관련 전문기관,
집필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검토 등을 통해 교과용도서 수정(안)을 마련하
고 수정을 지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에 따라 발행사는 수정 가쇄본을 제출하
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수정 가쇄본 제출은 당해 년도 6월부터 9
월까지 이루어지며 8월까지 각 학교로부터 다음 해 1학기에 필요한 교과서 양을 주
문받고 교과서 인쇄에 들어가게 된다.
2 ) 검·인정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 체제
검·인정도서 수정 체제는 다음과 같다.

자체수정
( 출판사)
수정가쇄
수정요구

본

검정협회

교육부

교과서

수합

승인

인쇄

( 출판사)
직권수정
( 교육부)

〔그림 11〕검·인정도서 현장 보급 후의 수정 체제

검정도서의 수정은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자체수정과 교육부가 수정을
명하는 직권수정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필진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수정 가쇄본을 검정협회가 모두 수합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고 교육부로
부터 확인을 받아 각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수정 가쇄본
의 수합은 당해 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다.

3 ) 현행 수정·보완 제도의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는 국가·사회의 변화, 학문의 발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당 부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대개 새 학기에 다시 발간되
는 도서에 반영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은 학습 내용의 변경이므로 그 신중
성과 신속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단
개발이 끝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을 위해 교과용도서 편
찬심의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위원을 활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대개는 교과용도서
담당자나 교과용도서 담당자 주변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수정 결정이 이
루어진다. 그리고 그 수정 내용은 다음 해에 새로 발간되는 교과용도서에 반영되거
나 시급한 것은 공문서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을 거쳐 현장학교에 전달된다. 비록 공
문서가 현장 학교에 도착하더라도 공문서 처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거나 교과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 수정 내용이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검정도서나 인정도서의 질 관리나 질 개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27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개편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개편
을 명할 수 있으나 수정·개편한 결과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에

는 상당수의 오류가 있고 계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에 소비되는 시간적 경제적 소요가 상
당하며 필요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
다. 현행되는 수정·보완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견 수렴의 정확한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손병길 외(2003)는 연구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알리고 싶어도 명확한 통로를 알지 못해 알리지 못한다는 교사가
32%라고 보고하였다. 즉, 교과용도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몰라 오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정·보완의 주체가 없다는 것
이다. 각 분야에서 수렴된 의견을 심의하고 심의된 결과를 교육 현장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당해 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체제를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
정도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인력 구성으
로 볼 때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둘 수 있는 무게 중심은 한정되어 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오류를 찾아낼 교과용도서 전문 요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오류에 대한 의견 수렴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보완에 한계성을 지닌다. 개인적으로, 또는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서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를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오류를 찾아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
넷째는 수렴된 의견을 심의해야 할 전문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개발이 끝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을 위해 교과용도
서편찬심의회나 연구위원을 활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대개는 교과용도서 담당자
나 교과용도서 담당자 주변의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는 상당수의 출판사가 영세하
여 전문적인 집필진이나 편집진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검정 출원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흩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판매이익금
균등배분 방식에 기인한 요인도 상당 부분 있어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해
서는 출판사간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정·보
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심의된 결과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체제에서는 교과서의 오류가 발견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쇄본의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짧게
는 반년, 길게는 2년 여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정 의견의
수렴이 9월까지 이루어지므로 1학기 교과서의 오류가 9월 전에 발견된다면 다음해
교과용도서에 반영할 수 있지만, 10월쯤 발견되었다면 오류가 발견된 다음해에나
수정요구로 수렴되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또 한 해가 지난 시점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에 대한 오류들의 즉각적인 발견과 수정은 인쇄
매체인 오프라인 상으로만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여섯째는 수정·보완 체제에 참여하는 요원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병길 외(2003)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모니터 요원으로의 참여 의지가 상당
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모니터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
로 전문성과 자발성을 갖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
이 주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수정·보완 관계자들의 금전
적인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86%가 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정·보완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모니터링 부분에서 보완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과목별로 모니터
링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모니터들의 전문성
을 신장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모니터
링의 범위와 관점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유효적절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현황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
용도서의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을 교정, 증감, 변경하는 것으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
도서나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수정을 단순수정, 내용수정, 구조수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단
순수정은 어문규정에 어긋난 사항처럼 누가 보아도 그 오류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정이고 내용수정은 교과용도서 발행 당시에는 최선의 것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저작자의 잘못으로 판명된 사항, 그리고 저작권법
에 의한 판결결과 등에 의한 경우의 수정이며, 구조수정은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이
나 학습목표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해석되
어 반영되었을 때에 단원목표의 수정, 단원 내용의 수정, 학습 활동의 수정 등 일련
의 구조적 수정이 행해지는 경우의 수정을 의미한다(손병길 외. 2003. p .15- 16).
본 절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진 수정·보완 현황을 수정·보완 건수
와 수정·보완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건수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기준으로 2001년도에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 현행 교과용도서 연도별 총 수정·보완 건수

< 표 1> 현행 교과용도서 연도별 총 수정·보완 건수
총

수정 ·보완 원인(건수)
연도

학교급 수정책수

내용·
표기
오류

200 1

2002

2003

보완

수정책별

수정·
보완 수정·
보완

기타

( 법령·통계 등) (띄어쓰기 등)

건수

건수

초

130

48

44 0

80

568

4 .37

중

119

2 ,003

4 05

7 18

3 , 126

26 .27

고

0

0

0

0

0

0

소계

24 9

205 1

84 5

798

3694

14 .84

초

130

377

68 0

4 26

1,48 3

11.4 1

중

253

3 , 112

1,290

1,274

5 ,676

22 .4 3

고

539

8 ,609

2 ,326

3 ,235

14 , 170

26 .29

소계

922

12 ,098

4 ,296

4 ,935

2 1,329

23 . 13

초

130

4 39

790

1,33 1

2 ,560

19 .69

중

273

3 ,708

1,629

1,292

6 ,629

24 .28

고

636

13 ,360

6 ,532

10 ,965

30 ,8 57

48 .52

소계

1,039

17 ,507

8 ,95 1

13 ,588

4 0 ,04 6

38 .54

총

수정 ·보완 원인(건수)
연도

학교급 수정책수

내용·
표기
오류

2004

2005

총계
(누계)

보완

기타

(법령·통계 등) (띄어쓰기 등)

수정책별

수정·
보완 수정·
보완
건수

건수

초

130

48 7

8 06

1,207

2 ,500

19 .23

중

284

2 ,358

3 ,248

1,74 1

7 ,34 7

25 .8 7

고

792

7 ,350

6 ,74 0

9 ,600

23 ,690

29 .9 1

소계

1,206

10 , 195

10 ,794

12 ,548

33 ,537

27 .8 1

초

125

298

88 9

572

1,759

14 .07

중

244

1,222

1,22 1

58 0

3 ,023

12 .39

고

700

3 ,4 18

4 ,500

4 ,629

12 ,54 7

17 .92

소계

1,069

4 ,938

6 ,6 10

5 ,78 1

17 ,329

16 .2 1

초

64 5

1,64 9

3 ,605

3 ,6 16

8 ,8 70

13 .75

중

1, 173

12 ,4 03

7 ,793

5 ,605

25 ,8 0 1

2 1.99

고

2 ,8 63

32 ,737

20 ,098

28 ,4 29

8 1,264

28 .38

4 ,68 1

4 6 ,78 9

3 1,4 96

37 ,650

115 ,935

9 .99

6 .73

8 .04

건수

계

책당
건수

24 .77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5년 동안 7차
교육과정에 공급된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는 총 115,935건으로 나타났다. 수
정·보완 내용을 보면 내용이나 표기 오류가 46,789건, 수정책별 수정·보완 건수가
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통계 등에 대한 보완이 31,496건으로 수정책당
6.73건이며,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는 37,650건으로 수정책
당 8.0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수정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초등
학교가 13.75건, 중학교가 21.99건, 고등학교가 28.38건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수정·
보완 건수가 40,046건으로 수정책당 3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도에는 특히 고
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보완이 수정책당 48.52건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
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수정·보완이 많이 이루
어져 수정책당 수정·보완 건수가 2003년엔 48.52건, 2004년엔 29.91건으로 나타났
다. 중학교의 수정·보완 건수는 2002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도엔
수정책당 22.43건, 2003년도엔 24.28건, 2004년도엔 25.8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과용도서에 오류가 많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의 추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
기도 한다.
2 ) 국정도서의 연도별 수정·보완 건수
국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국정도서의 연도별 수정·보완 건수
수정 ·보완 원인( 건수)

연도 학교급 총책수 무수정
책수

200 1

2002

2003

2004

2005

총계

수정
책수

총
총책수에
수정 · 대한
내용 · 보완( 법령 기타( 띄어 보완 수정 ·보
표기
· 통계 쓰기 등)
건수
완건수
오류
등)

초

130

94

36

48

440

80

524

중

( 18 )

( 18 )

0

0

0

0

0

고

( 196 )

( 196 )

0

0

0

0

0

소계

130

94

36

48

440

80

524

4 . 37

초

130

50

80

377

680

426

1, 137

11.4 1

중

23

10

13

45

685

97

743

35 .96

고

343

243

100

1, 130

434

1,834

1,664

9 .9 1

소계

496

303

193

1,552

1,799

2 , 357

3 ,544

11.5 1

초

130

57

73

3 14

1,003

590

1, 390

14 .67

중

23

11

12

48

623

175

683

36 .78

고

352

247

105

3 , 159

3 ,088

2 ,70 1

6 , 352

25 .42

소계

505

3 15

190

3 ,52 1

4 ,7 14

3 ,466

8 ,425

23 . 17

초

130

0

130

487

806

1,207

2 ,500

19 .23

중

22

0

22

226

355

235

8 16

37 .09

고

35 1

0

35 1

2 ,7 15

1,65 1

5 ,545

9 ,9 11

28 .24

소계

503

0

503

3 ,428

2 ,8 12

6 ,987

13 ,227

26 . 30

초

125

0

125

298

889

572

1,759

14 .07

중

20

0

20

71

253

195

5 19

25 .95

고

326

0

326

8 11

1,724

2 ,592

5 , 127

15 .73

소계

47 1

0

47 1

1, 180

2 ,866

3 , 359

7 ,405

15 .72

초

645

20 1

444

1,524

3 ,8 18

2 ,875

8 ,2 17

12 .74

중

106

39

67

390

1,9 16

702

3 ,008

28 . 38

고

1,568

686

882

7 ,8 15

6 ,897

12 ,672

27 , 384

17 .46

7 12

1, 393

9 ,729

12 ,63 1

16 ,249

38 ,609

0 . 34

0 .66

4 .62

6 .00

7 .72

18 .34

건수

계

책당
건수

2 , 105

4 . 37

18 . 34

국정도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국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는 총
38,609건으로 국정도서 총 책수에 대한 수정 건수가 16.65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띄어쓰기나 기타 사항에 대한 오류가 16,249건으로 총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
가 7.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이나 표기 오류는 9,729건을 책당 4.62건으로, 법
령이나 통계 보완은 12,631건으로 책당 6.00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총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12.74건, 중학교가 28.38건, 고등학교가
17.46건으로 국정도서는 중학교가 가장 많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해마다 수정·보완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2
년도에 총 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가 11.51건에서, 2003년도엔 23.17건으로,
004년도엔 26.30건으로, 2005년도 상반기까지 15.7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학교 국정도서의 책당 수정·보완 건수가 많아 2002년도엔
35.96건, 2003년도엔 36.78건, 2004년도엔 37.09건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엔 25.95건
으로 상당히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정·보완 건
수를 보면 2004년도에 13,227건으로 총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는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4년도와 2005년도(상반기까지임에도 불구하고)엔 국정도서의
모든 책이 수정·보완 되었다. 이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음을 시사하고 한다.

3 ) 국정도서의 출판사별 수정·보완 건수
국정도서를 공급하는 5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 건수를 조사해 보았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국정도서 출판사별 수정·보완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표 3> 국정도서의 출판사별 수정·보완 현황

출판
사

A출판
사

무수
정
책수

수정 ·보완 원인( 건수)

총책
수

초

90

90

845

4

205

1,054

11.7 1

중

3

3

7

266

164

437

145 .6

고

152

152

762

2 ,867

1,631

5 ,260

34 .6

1,6 14

3 , 137

2 ,000

6 ,75 1

245

245
6 .59

12 .80

8 . 16

27 .56

소

건수

계

책별
건수

수정
책수

총책수에
총
대한
보완( 법령 기타( 띄어 수정 ·보 수정 ·보
완건수
· 통계
완건수
쓰기 등)
등)

학교
급

내용 ·
표기
오류

27 .56

출판
사

B출판
사

C출판
사

학교
급

총책
수

무수
정
책수

초

54

14

중
고
소

건수

계

책별
건수

수정 ·보완 원인( 건수)
수정
책수

내용 ·
표기
오류

총책수에
총
대한
보완( 법령 기타( 띄어 수정 ·보 수정 ·보
완건수
· 통계
완건수
쓰기 등)
등)

40

2

0

103

105

1.94

21

21

2

0

35

37

1.76

252

252

368

22

668

1,058

4 .20

372

22

806

1,200

1. 14

0 .07

2 .46

3 .67

327

14

3 13

3 .67

초

2 16

2 16

368

1,580

2 ,782

4 ,730

2 1.89

중

32

32

242

605

588

1,435

44 .84

고

454

454

4 ,630

2 ,429

10 ,539

17 ,598

38 .76

5 ,240

4 ,6 14

13 ,909

23 ,763

892

892
5 .87

5 . 17

15 .59

26 .64

20

93

23 .25
22 .70

소

건수

계

책별
건수

26 .64

초
D출판
사

중

4

2

2

73

고

54

20

34

787

31

408

1,226

860

31

428

1, 3 19

58

22

36
14 .82

0 .53

7 . 38

22 .74

소

건수

계

책별
건수

초

22 .74

60

60

9

90 1

20

930

15 .50

17

17

132

78

89

299

13 .47

14 1

979

109

1.229

77

77
1.83

12 .7 1

1.42

15 .96

중
E출판
사

고
소

건수

계

책별
건수

15 .96

* 책별 건수는 총 책수에 대한 수정·
보완 건수를 의미함

출판사 중 수정·보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출판사는 C출판사로 총 수정·보완
건수가 23,763건이었다. 그러나 총 책수에 비례한 책당 수정·보완 건수는 A출판사
가 27.56건으로 가장 많았다. B출판사 3.67건, C출판사 26.64건, D출판사 22.74건, E
출판사 15.96건으로 나타났다. 수정·보완 내용으로 살펴보면, 내용이나 표기 오류
에 대한 총책수당 수정·보완 건수는 D출판사가 14.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
나 통계를 보완한 건수는 A출판사가 12.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는 C출판사가 15.59건으로 가장 많아 출판사별로 수
정·보완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이 출판사별로 출판하는 교과
목별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저작자에 기인한 것인지, 편집자에 기인한 것인지는

다시 연구해 볼 과제이다.
B출판사의 경우 다른 출판사와 비교해 볼 때 총책수에 비한 수정·보완 건수가
3.67건으로 가장 많은 A출판사의 26.64건임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이는
오류 사항이 적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교과용도서를 출원
한 후에 수정·보완에 소극적이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4 )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
< 표 4>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
무수정
연도 학교급 총책수
책수

200 1

2002

2003

2004

2005

총계

초
중
고
소계

수정
책수

수정 · 보완 원인( 건수)
기타
내용 · 표기
보완
( 띄어쓰기
오류
( 법령 ·통계등)
등)

총책수에
총
대한
수정 · 수정
·보
보완 건수 완건수

0
10 1
0
10 1

0
0
0
0

0
10 1
0
10 1

0
2 ,003
0
2 ,003

0
405
0
405

0
7 18
0
7 18

0
3 , 126
0
3 , 126

초

0

0

0

0

0

0

0

중

230

44

186

3 ,067

605

1, 177

4 ,849

2 1.08

고

196

2

194

7 ,479

1,892

1,40 1

10 ,772

54 .96

소계

426

46

380

10 ,546

2 ,497

2 ,578

15 ,62 1

36 .69

초

0

0

0

0

0

0

0

중

354

97

257

3 ,966

1,053

1, 150

6 , 169

17 .43

고

524

120

404

12 ,573

3 ,469

5 ,9 15

2 1,957

4 1.90

소계

878

2 17

66 1

16 ,539

4 ,522

7 ,065

28 , 126

32 .03

초

0

0

0

0

0

0

0

중

362

100

262

2 , 132

2 ,893

1,506

6 ,53 1

18 .04

고

542

10 1

44 1

4 ,635

5 ,089

4 ,055

13 ,779

25 .42

소계

904

20 1

703

6 ,767

7 ,982

5 ,56 1

20 , 310

22 .47

30 .95
30 .95

초

0

0

0

0

0

0

0

중

362

138

224

1, 15 1

968

385

2 ,504

6 .92

고

542

168

374

2 ,607

2 ,776

2 ,037

7 ,420

13 .69

소계

904

306

598

3 ,758

3 ,744

2 ,422

9 ,924

10 .98

초

0

0

0

0

0

0

0

중

1,409

379

1,030

12 , 3 19

5 ,924

4 ,936

23 , 179

16 .45

고

1,804

39 1

1,4 13

27 ,294

13 ,226

13 ,408

53 ,928

29 .90

39 ,6 13

19 , 150

18 ,344

77 , 107

3 ,2 13

770

2 ,443
12 . 33

5 .96

5 .87

24 .00

소
계

건수
책별
건수

24 .00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는 총 77,107건
으로 검정도서 총 책수에 대한 수정 건수가 24.00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내용이나
표기에 대한 오류가 39,613건으로 총책수에 대한 수정·보완 건수가 12.33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법령이나 통계 보완은 19,150건으로 책당 5.96건으로, 띄어쓰기 등 기
타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18,344건으로 책당 5.87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중학교가 23,179건으로 책당 수정·보완 건수가 16.45건이
고, 고등학교가 53,928건으로 책당 29.00건으로 검정도서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도서가 많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초기였던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가장 많이 수정·보완 되었
다.

5 )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 비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 및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수정·보완 건수 비교
수정 ·보완 원인( 건수)
종류 학교급

총

무수정

수정

책수

책수

책수

내용 ·표기
오류

국정

기타

( 법령 , 통계

(띄어쓰기

등)

등)

책수

총책수에
대한
수정 ·보
완건수

초

645

20 1

444

1,524

3 ,8 18

2 ,875

8 ,2 17

12 .74

중

106

39

67

390

1,9 16

702

3 ,008

28 . 38

고

1,568

686

882

7 ,8 15

6 ,897

12 ,672

27 , 384

17 .46

7 12

1, 393

9 ,729

12 ,63 1

16 ,249

38 ,609

0 . 34

0 .66

4 .62

6 .00

7 .72

18 .34

도서

건수

계

책당

2 , 105

건수

검정
도서

총수정

보완

18 . 34

초

0

0

0

0

0

0

0

중

1,409

379

1,030

12 , 3 19

5 ,924

4 ,936

23 , 179

16 .45

고

1,804

39 1

1,4 13

27 ,294

13 ,226

13 ,408

53 ,928

29 .90

770

2 ,443

39 ,6 13

19 , 150

18 , 344

77 , 107

0 .24

0 .76

12 . 33

5 .96

5 .87

24 .00

소
계

건수
책별
건수

3 ,2 13

24 .00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를 비교해 보면 수정 책 수가 국정도서가
66% , 검정도서가 76%로 검정도서가 10% 많은 양에서 수정·보완 되었고, 총책수

에 대한 책당 수정·보완 건수도 국정도서 18.34건, 검정도서 24.00건으로 국정도서
에 비해 검정도서의 수정 건수가 5.66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보완 내용으
로 보면 내용이나 표기 수정·보완 건수가 국정도서는 책당 4.62건인데 비해 검정
도서는 12.33건으로 책당 7.71건의 차이를 나타냈다.
위 비교에서 볼 때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이 국정도서보다는 검정도서에서 많
이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와 같이 국정도서에 오류가 적었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수
정·보완에 소극적이었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반면에 검정도서는 출원 당
시 오류가 많았다는 부정적인 해석과 수정·보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긍
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에 대한 진위 여부는 다시 연구해 볼 과제이다.

나.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내용
제도상으로는 교과용도서 개편이나 수정 보완에 교과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질 관리 체제를 살펴보면, 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수정·보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
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어떤 내용들인지 교과목별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 국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6> 국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교과 학교
명
급

교과서명
(출판사)
쪽수
국 어 1- 2 ( 교
학사) , p 94

국어

요구기관

요구

개인

시기

개인

비고

북한에서도 단짝 이라는 말을 씀 딱친구 는 말을 터
놓고 하는 사이를 이름.
북한에서는 단짝 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말로 들
림

초
등
학
교

2004 . 3

요구사항

국어 1- 2
(교학사)
, p 100

개인

돌치기는 비사치기가 표준어.
2004 . 3 각주처리: 비사치기는 돌치기 ,
함

1)
2 0 0 5 년판
수정

2)
비석치기 라고도 2 0 0 5 년판
수정

교과
명

학교
급

초등

교과서명
(출판사)
쪽수

요구기관
및 개인

국어4 - 2
(교학사) .
p 12 1

개인

국어3- 2
(교학사) .
p 12

개인

요구 시기
2004 . 3

2004 . 3

국어3- 2
(교학사) .
p32

개인

국 어5 - 1( 교
학사), p4 8

양 성 평 등 2004 . 3
위원회

국어5- 2
국어(교학사
). p4 2

개인

국어5- 2
(교학사) .
p55

국 립 국 어 2004 . 3
원

국어5- 2 (교
학사), p 128

개인

2004 . 3

요구사항
맨 아래에 글씨를 쓸 수 있는 빈 칸 하나 추가
요망
맨 아래 칸 하나를 만들어 넣음.

5)

7 , 8 월에 잡은 새우로 만든 것을 자젓 이라
함.
검토결과,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잡은 어린 새
우로 만든 것을 자하젓 으로 수정토록 조치함.

3)

국어

2004 . 3

국어1- 1(대
한교과서).

국립국어원

2004 . 3

p72

국어3- 2
(교학사).
중학

번역학회

2004 . 6

p20

교
국어3- 2(교
학사).p22
국어3- 2(교
학사) p .24

p25

2 0 0 5 년판
수정

삽화 수정(테니스, 축구는 남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경기인데 남자 위주로 삽화처리)

6)

메인 스타디움은 외래어이므로 주경기장이라는
우리말로 고쳐야 함.

7)

문장 교정(예시. ~ 것이 확실하지만, 꼭 그렇지
는 않다. 자녀의 비만율은 부모 모두 비만인
경우는~ )
문장 교정(~ 것은 분명하지만 비만 부모의 자녀
가 반드시 비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비만아
들의 부모가 모두 비만한 것도 아니다. 자녀의
비만율은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는~ )

8)

해수욕장은 작은 자갈밭이 에서 자갈밭이 작
다는 뜻이 아님( 작은 을 삭제함)

9)

2 0 0 5 년판
수정
2 0 0 5 년판
수정
2 0 0 5 년판
수정

2 0 0 5 년판
수정

문장 교정(<보충·
심화> 에는 ～ 활동을 해 보자.)

10)

문장 교정(<보충·
심화> 에는 글을 읽고 내 생각을
간략하게 써 보는 두 가지 활동을 제시하였다. 자
기 점검을 해 본 후, 단원의 학습 내용을 좀더 이
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번 활동을
해 보자. 단원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번 활동을 해 보자.)
이윤기 편역은 여러 가지 편역자의 의견이 들어있
으므로 번역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이윤기 옮김*
각주처리(이 글은 옮긴이가 내용 구성 및 표현의
효과를 위하여 원전과 다소 다르게 더하거나 뺀
부분이 있음.)

2 0 0 5 년판
수정

번역학회

2004 . 6

머리와, 머리를
목숨과, 목숨을 로 수정·
보완

번역학회

2004 . 6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를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으로 수정·
보완

번역학회

2004 . 6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게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게 로 수정·
보완

국어3- 2(교
학사).

2 0 0 5 년판
수정

만월일 때에는 달의 색이 희지 않음/ 새벽이면 4 )
하늘색이 달라야 함. 보름달 및 하늘색 수정토 2 0 0 5 년판
록 조치
수정

학교
2004 . 3

비고

11)
2 0 0 4 년판
수정

12)
2 0 0 4 년판
수정
13)
2 0 0 4 년판
수정
14)
2 0 0 4 년판
수정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위의 국어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비고 난의 번호 1) 2) 3) 7)
11) 12) 등은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8) 9) 10) 13) 14)는 문장 구조에 대한, 4)는 잘
못된 문장 상황에 대한, 5)는 편집에 대한, 6)은 삽화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이다.
1)과 같은 북한 용어나 3)과 같은 음식 용어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교과용도서의 모니터 요원을 폭넓게 개방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구기관도 다양해서 개인에서부터 양성평등위원회, 국립국어
원, 번역학회 등 고유성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이 보는 다양한 시각은 일반인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2 ) 도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7> 도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교과 학교 교과서명 요구기관
명 급 (출판사) 쪽수 및 개인

요구

생활의길잡이
생활1- 1

개인

2 003 .6

손가락은 가볍게 오므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1)
흔듭니다 에서 손가락을 로. 신발은 바르게 신 2 0 0 4 년 판
고, 조용히 걷습니다 에서 신발은 을 신발을 로 수정
수정 요구

개인

2004 . 4

먹다의 높임말을 잡수시다로 안내 했는데 1학 2)
년 국어 교과서 등과 일치하도록 잡수시다 를 2 0 0 5 년 판
드시다 로 수정 요구
수정

개인

200 5 .

바른자세로 걷기에서 복도 좌측통행을 하는 어 3 )2 0 0 6 년판
린이의 모습이 복도의 중앙선에 가까이 그려져 수정
있어 좌측으로 걸어 가는 모습으로 수정 요구

(대한교과서)
p2 1
생활의길잡이

시기

생활2 - 1(대한

바른
초등
생활

교과서) p60
바른 생활 1- 1
(대한교과서)
p23
생활의길잡이

3 .28
20 05 .6 .7

여러 가지 쓰레기의 종류 중 음식물 쓰레기(귤 4 )
껍질) 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이 이 없으므로 더 2 0 0 6 년 판
그려 넣어 주어야 함
수정

개인

20 05 .6 .7

어떻게 나누어 버려야 할까요? 선으로 그어 봅 5)
시다.에서 비닐 및 과자 봉지, 포장지류의 분리 2 0 0 6 년 판
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이 제시되어야 함
수정

국가 인권 2002 . 11
위원회

6)
소크라테스 예화 중 악법도 법이다 내용 부적
20 04 년판
절
수정

국가 인권 2002 . 11
위원회

7)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반하는 것처럼
20 04 년판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수정 요청
수정

26 1쪽

국가 인권 200 2 . 10
위원회
.

“학기 초에 한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먹 8)
였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누군가의 소행 2 0 0 3 년 판
이라고 짐작되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기 수정
시작했다.”대신 다른 사례 제시

도덕 80 쪽

의사협회

9)
의사회의 시위장면 사진을 집단이기주의의 사
례인양 게재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임 2 0 0 3 년 판
수정

서) , p 35
생활의길잡이
1- 1(대한교과
서) , p 34 - 35
도덕(6)
68- 70
도덕(2)
6 1- 62
도덕

중학
교

고등
학
교

비고

개인

1- 1(대한교과

초등

요구사항

도덕( 1)

2002 .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도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1)은 부적절한 조사 사용에 대한,
2)는 교과용도서 내에서의 용어의 통일에 대한, 3) 4) 5) 9)는 적합하지 않은 삽화나
그림에 대한, 6) 7) 8)은 부적절한 문장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이다. 도덕과의
내용을 통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정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에 대한 지적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초등학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초등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발견
할 수 있는 상황들로, 모니터 요원에 학교급을 고려한 전문 집단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요구 기관도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협회 등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 과학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8> 과학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요구기관
교과 학교 교과서명
요구 시기
명 급 (출판사) 쪽수 및 개인
개인

2004 . 9

산소통을 메고 잠수한다를 압축공기통 으로 수 1)
정
2 0 0 5 년판
산소용접 사진 교체요구
수정

실험관찰3- 2 (

장애인협회

2004 .3 .

2)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 를 청각장애인 을로
2 0 0 4 년판
수정 요구
수정

과학5 - 2 ( 대한
교과서), p30

방송국

2004 .9

화산과 암석 단원의 1차시 중 화산분출 모형 3)
실험에서 중크롬산 암모늄에서 발암성 기체가 2 0 0 5 년 판
발생하므로 학생들에게 유해함. 수정요
수정

실험관찰3- 1

개인

2 0 0 5 .6 .2
2

초파리그리기 띄어쓰기의 잘못을
리기 로 수정 요구

56 ,

과학

(대한교과서).
p59
실험관찰3- 1
(대한교과서).
p34
과학1(지학사)
중
학
교

비고

과학6 - 1( 대한
교과서), p63

대한교과서) ,p

초등

요구사항

88 , 190 ,228 쪽

개인

초파리 그 4 )
2 0 0 6 년판
수정

2 0 0 5 .6 . 1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기에서 모눈의 색깔을 5)
6
5 의 배수가 되는 선을 색깔을 달리하던지 선을 2 0 0 6 년 판
굵기를 다르게 해주면 정확히 막대그래프를 그 수정
릴수 있음

국가인권위 2002 . 10 .
원회

『
‘
아이스크림 상자, 정수기, 소금봉지, 설탕봉 6)
지, 물병, 간장병, 자동차 부동액’등의 과학실 2 0 0 4 년 판
험 도구를 제시하면서 누가 봐도 특정 회사제 수정
품인 것을 알 수 있게 사진자료를 게재한 부
분』 수정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위의 과학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비고 난의 번호 1) 2)는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3) 실험의 유해성에 대한, 4)는 띄어쓰기에 대한 5)는 교수
자료의 불편에 대한, 6)은 특정 회사 제품이 부각된 부적절한 사진 자료에 대한 수

정·보완 내용이다. 수정·보완 요구는 개인이나 장애인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
국 등에서 제기하였다.
4 ) 사회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9> 사회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학
교과
교
명
급

교과서명
(출판사)
쪽수
초등 사회
3- 1, 3- 2
전체

초
등
학
교

요구기관
및 개인

요구 시기

진 해 ·웅 천 20 03 .9 .
향토문화연
구회

요구사항

1. 교과서에 쓰이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을 쓰 1)
고 한문 투, 외래어, 특히 일본어 찌꺼기는 쓰 2 00 5 학년도
지 않아야 함. 예) 선착장 은 일본어임.
교 과 서 에
2 . 역사적 내용은 고증을 분명히 하여 실어야 반영, 교과
할 것임. 예) 우리나라 도자기사 발전에 분청 서 송부함
사기 가 빠짐
3 . 왜래어를 분별없이 쓰지 말고, 우리말로 할
수 있으면 우리말로 마땅히 싣기 등을 요구

사회 5- 1,

농촌진흥청

20 05 .7

88 쪽

1. 참다래 아저씨 사진
2 . 센터를 찾아가시기도
우시기도 로 수정 요구

사

사회과탐구 농촌진흥청
, 5- 1, 35 ,

회

90 , 9 2 쪽

20 05 .7

메주를 말린다 를
정요구

초중고등

4 에이치 를 '4 - H' 또는
로 수정요구

사회 13 책

대한상공회 20 03 . 10
의소

중 1,

농촌진흥청

초·
중·
고

20 05 .7

중앙교육,
66 쪽
법과사회
교학사

대한 법률 20 03 .7
구조 공단

194 쪽

고
등
학
교

법과 사
회
교학사
교사용
지도서
2 13 쪽

대한 법률 20 03 .7
구조 공단

사진 교체 요구

2)

센터를 찾아가 배 2 00 6 학년도
반영 예정

메주를 띄운다 (35 쪽)로 수 3)

버섯박사 버섯사진 을
로 사진 교체 요구

중
학
교

비고

4 에이치(4 - H) '(90 쪽)

2 00 6 학년도
반영 예정

버섯재배장면 (92 쪽)으
4)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
으로 독점 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
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독점 재화의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로 수정 요구 등 6 2 항목 수정 요구

2 004 학년도
교 과 서 에
62 항목 중
4 2 항목 수
정, 20 항목
수용 거부

5)
상업적 밭농사와 낙농업, 축산업이 를 상업적
2 00 6 학년도
농사와 젖소사육 등 축산업이 로 수정 요구
반영 예정
6)
표 中, 下에 2003 년, 2 004 년도 데이터 추가
요구

2 00 6 학년도
반영 예정

1. 어민, 월평균 수입 170 만원 ～ 을 어민, 월 7)
평균 수입 2 00 만원 ～ 으로
2 00 6 학년도
2 . 녀 가장, 장애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 교사용
지
민, 모·
부자～ 를 녀 가장, 장애인, 국내 거주 도서에
반
북한 이탈 주민, 모·
부자～ 로
영 예정
3 . ～수입 170 만원 이하의 국내 를
200 만원 이하의 국내 로

～수입

4 . 거주 외국인에 대한 ～ 구조를, 법원 을 거
주 외국인도 구조를 받을 수 있고, 법원 으로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위의 사회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비고 난의 번호 1) 7)은 교
과 내용의 오류에 대한, 3) 5)는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2)는 사진에 대한, 4)는 잘
못된 문장 표현에 대한, 6)은 데이터 추가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이다. 요구기관은
진해·웅천향토문화연구회, 농촌진흥청,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교과
용도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 수학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10> 수학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학
교과
교
명
급

교과서명
(출판사)
쪽수

요구기관
및 개인

요구시기

수학 5- 가

수
학

초
등
학
교

(천재교육)

개인

2 004 .8

2 005 .3

달리고 있는 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의 국어 2 )
표현상의 이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수 2 0 0 6 년 판
정 요청
수정(예정)

수학 1- 가
개인

비고

1)
수학교과서에 숫자판, 구구단, 도형판 등 학습
2 0 0 5 년판
준비물첨부해 줄 것을 요청
수정

14 1

(천재교육)

요구사항

34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수학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에서는 1)은 학습준비물 안내에 대한 수정을, 2)
에서는 문장 표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학습준비물에 대한 안내를 요구한 개
인은 현장에서 교과용도서를 가르쳐 본 사람으로 추측된다. 교사이든, 학부모이든
교과용도서를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과용도서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쉽고 빠른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 기술·가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11> 기술·가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교과 학교
교과서명 요구기관
명
급 (출판사) 쪽수 및 개인

실
과

초
등
학
교

요구
시기

요구사항

비고
1)
200 5 년판 수정

실과

개인

2 004 .6

전기 회로 시험기 부품 명칭 수정

실과

개인

2 005 .7

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예 중 마가린 교체
2)
(KBS 생노병사 프로그램에서 마가린에 인
200 6 년판 수정
체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 방영)

교과 학교
교과서명 요구기관
명
급 (출판사) 쪽수 및 개인
중
고

기술·

요구
시기

요구사항

비고

기술·가정
(천재외 9 개)

경찰청

2 005 .6 .

교통안전표지일람표 및 부서명칭, 통계 등 3)
최신자료로 수정
2006 년판 수정

기술·가정
(동화사) 1

환경부 등

2 005 .6 .

환경마크 도안 변경 고시 내용 반영

개인

200 5 .5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 정도에 따른 타이어 5)
상태 설명 수정
2006 년판 수정

가

중

기술·가정
(금성출판사)

정

학

기술·
가정

교

(지학사)32- 35
쪽
기술·
가정
(두산) 19 7 쪽

4)
2006 년판 수정

국가인권
위원회

“가족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 6)
2002 . 10 . 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이다.”부
2004 년판 수정
분 수정

국가인권
위원회

2002 . 10 .

가사노동은 ‘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 7)
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
으로 수정
2004 년판 수정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기술·가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에는 1)은 용어의 수정을 3)은 통계자료
의 최신 자료로의 교체를, 2) 4) 5) 6) 7)은 교과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2) 3) 4)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지식을 반영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을
교과용도서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구기관은 개인, 경찰
청,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7 )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12> 체육, 음악, 미술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교과 학교
명
급

교과서명
(출판사)
쪽수

고등 체육1(교학사)
학교 p . 294 - 295

체
육

요구기관

요구

및 개인

시기

국가 인권
2 002 . 10 .
위원회

초등 음악 3
학교 6 1쪽

대한불교
2 003 . 4
조계종

중학 음악 3 (세광
교 출판) 77 쪽

개인

음악

미술

고등
학교

미술 1(대한
교과서)
43쪽

2 004 . 4

국가 인권
2 002 . 10 .
위원회

요구사항

비고

1)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할 필
2004
년판 수정
요가 있음.
즐거운 노래 에 수록된 찬송가 < 탄일종>
삭제 및 찬불가 수록 검토

2)
2004 년판 수정

< 탄일종> 은 찬송가가 아닌 캐롤에 대한 소
개로 수록하였으나, 종교편향적 소지가 있
음
유해 인터넷 주소(www .p a ld o s o ri.c o m) 삭
제

3)
관련 내용 삭제

4)
살색 은 황인족이 아닌 인종의 평등권을 합
2004 년판 수정
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소지가 있으므로,
엷은귤색 이나 엷은 살구색 으로 대체할
것. ·빨강색을 살색으로 잘못 표기한 오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체육, 음악, 미술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에는 1)은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

을, 2) 3) 4) 5) 7)은 교과 내용에 대한 수정을, 6)은 용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1)
2) 7)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지식을 반영한 것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은 변
화하는 지식을 교과용도서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
하였다. 요구기관은 개인, 경찰청,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일반적인 관점에
서 볼 때 체육, 음악, 미술에 대한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관들이었다.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은 교과와 관계된 기관 이외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해 놓아야 할 것이다.

8 ) 상업경제·외국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 표 13> 상업경제·외국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
요구기
교과 학교
교과서명
명 급 (출판사) 쪽수
관
도서출판 형설
96~ 97 쪽
104~ 115 쪽
(주) 교학사
10 1~ 102 쪽
105~ 106 쪽

한국
은행

요구

2004 .7

한국
은행

요구사항

시기

2004 .7

비고

금융기관의 종류 기술시 분류기준에 따른 기술이 1)
바람직함
2 0 0 5 년판
수정
국제수지 관련사항 기술 수정 필요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한 기술 수정

2)

한국은행의 주요업무에 대한 용어 수정

2 0 0 5 년판
수정

재할인정책에 대한 용어 수정
국제수지의 구성 중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대한
구분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 필요

(주) 서울교육 정
고등
보 174 쪽
상업 학교
경제 (상업
계)

한국
은행

113 쪽

도서출판 형설
104 쪽
105 쪽

·경상수지 : 무역수지와 무역외 수지
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상품수

·자본수지 : 장기 자본수지와 단기 자본수지

3)
2 0 0 5 년판
수정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

세계문화사
10 1쪽

2004 . 10

통화안전증권
한국은행 2004 . 10 투자신탁운영회사
정

통화안정증권으로 용어 수정

4)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용어수 2 0 0 5 년판
수정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기술 중 한국
증권업협회 회장 을 삭제하고 한국은행 부총재
5)
포함 수정
한국은행 2004 . 10
2 0 0 5 년판
지급준비율 정책(c a s h re s e rve ra te po lic y)
수정
지급준비율 정책(re s e rve re q uire me nt rat io
po lic y)으로 수정

Hig h Sc ho o l
- 서술방식을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현대적 관 6)
고등
국가인권
Eng
lis
h(능률교
영어
2002 . 10 . 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첨가하여 수정
2 0 0 4 년판
학교
위원회
육) 175- 18 3 쪽
- 노예제와 관련된 광고문 만들기 등 삭제
수정
생활
중학
중국
교
어

생활중국어(니
하오) 17 쪽

개인

- 중국이야기 코너에서 만리장성은 달에서 볼 수 7)
2004 .9 .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기술은 부적 2 0 0 5 년판
절하므로 삭제요망
수정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일부 발췌)

상업경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용에는 1) 2) 3)은 교과의 전문적인 내용 수정

을, 4) 5)는 용어 수정을, 6) 7) 역시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중 5)에서 제기한
전문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의 오류 문제는 모든 교과목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
다. 이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내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영어에 대
한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하겠
다. 또한 외국어 교과용도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한국식 외국어 표현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영어뿐 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모든
외국어 교과용도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로 검정과정에서도 외국어과심의
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사항이다. 이런 외국어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정
할 능력을 지닌 집단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외국어 교과용도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다. 수정 ·보완 현황을 통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대한 시사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연구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정·보완 건수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누적된
수정·보완이 총 115,935건으로 내용이나 표기 오류가 가장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특히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서 많은 수정·보
완이 이루어졌으며 국정과 검정을 비교해 보면, 국정도서는 띄어쓰기나 기타 사항
에 대한 오류가 많았으며, 검정도서는 내용이나 표기 오류가 많았으며 국정도서에
비해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가 10% 정도 더 많았다.
다음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용어와 문장 구조, 편집, 삽화나
사진, 잘못된 문장 상황, 잘못된 교과 내용, 교수- 학습 적용에의 문제, 교과 내의 통
일성, 영어 표현이나 표기의 오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정·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수정 요구되는 용어도 오류가 쉽게 발견되는 용어가 있는 반면, 북한 용어
나 전문 용어, 또는 외국어 용어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용어들도 있
다. 국어 교과에서 지적된 만월의 색이나 새벽하늘의 색깔 등은 실제 경험에 의해
발견하고 지적한 오류들이며 예체능 교과의 지적은 교과적인 전문성과 무관한 단체
들에서의 지적한 오류들이었다.
수정·보완을 요구한 기관도 개인에서부터 양성평등위원회, 국립국어원, 번역학
회, 국가인권위원회, 의사협회, 농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진
해·웅천향토문화연구원, 한국은행 등 고유성과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로 아주 다양
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교과용도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오류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오류를 찾아내 수정할 수 있어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차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오류
를 찾아내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는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음에 개편되는 교과용도서에도 되풀이 될 수밖
에 없는 문제들이다. 이런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용도서 제도 자
체를 수정하여 개발한 교과용도서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일정 기간 공개하여 다
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수정·보완 내용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대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즉, 몇몇의 교과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 투입된 상태에서 전문 모니터 요원을 두어 보다 적극적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 개개인이 지닌 전문
성을 적극적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성을 지닌 단
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은 일반인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다른 시각과 안목으로 진
단할 수 있어 교과용도서의 훌륭한 모니터 요원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삽화나 외국어 표현에 대한 수정 사항을 통해서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에
대한 지적이 많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용도서에서는 학교급을 고려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영어 표현의 오류 문제는 교과와 영어 지식을 겸비한 전문
가를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을, 외국어 교과목에서 발견되는 한국식
외국어 표현은 이를 지적해 낼 수 있는 외국어 전문가 집단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
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Ⅳ . 교과용도서 피드 백을 위한 모 니터링제 도 입 및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실태를 바탕으로 교과
용도서 모니터링제를 어떻게 도입하여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모니터링
제 도입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와
모니터링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고 모니터링 활성화 부분에서는 교과용도서 모니터
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1 .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의 도입
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도입의 선결 과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가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제도나 교
과용도서 시장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세부시행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세부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
터링의 책임기관의 문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문제, 모니터 요원의 선출과 관리 등
등에 대한 모니터링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고 교과용도서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교과용도서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교과용도서가 전면 개편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정·보완되는 체제로, 폐쇄적
인 편찬 과정이 개방적인 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현 교과용도서 제도는 교육과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
과용도서가 개편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와 같은 심의 체제로는 개편된 교과용도서
에 몇몇 심의위원의 관점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오류들이 내포되어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할 때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제를 운
영하여야 한다. 개발된 교과용도서를 일정한 곳에 6개월 이상 공개해 놓고 관심 있

는 일반인이나 위촉받은 전문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류가 적은 교
과용도서를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에 투입
한 후에도 일정한 곳에 교과용도서를 공개해 놓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나 교사, 교과전문가나 전문적인 성격을 띤 단체들을
활용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용도서가 개정판,
3판, 4판 등 판수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용도서가
일정 분량 이상 수정·보완되면 검정 내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기 검정제를 도
입해야 한다. 정기(定期) 검정제가 도입되면 재검정 시비도 없어질 것이며, 교과용
도서의 질 관리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검정을 시행
하는 정기 검정제를 적용하더라도 수시 수정 보완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에서
는 매년 교과용도서를 달리 채택할 수 있는 열린 채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질을 높여가는 출판사의 교과용도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교
과별 출판사의 전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질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전문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질적 개선의 일차적인 책임을 저자와 출판사가 지고 출판사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을 위한 종합관리체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시장을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그 이익금으로 질 관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출판사들이 교과용도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해야 하고 사용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만
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출판사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가 투명하여
교과용도서 개발과 출판에 관련된 원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용도서의 가격을 현실화시켜 적정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교과용도서 판매
이익금의 배분 방식을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해 노력하는 출판사에 재정적인 기반이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풍족한 재정이 반드시 품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를 통한 이윤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면
이를 교과용도서 질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판매이익금 배분 방식의 변화는 출판사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도서 채택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당 경쟁과 채택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판매이익금 균등배분 방식
은 투기성 있는 군소 출판사들을 양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의 교과용도

서에 대한 재투자 의욕을 꺾었고 질 높고 채택률 높은 출판사들이 질 낮고 점유율
이 낮은 출판사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 적용 기간이 5～6년임을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출판사의 경우 질 좋은
교과용도서 1～2종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다른 출판사에게 나누어주게 되며, 점
유율이 낮을 출판사는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균등분배 방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조건은 교과용도서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시장은 질 높은 것은 보상받고 질 낮은 것은 퇴출될 수 있는
시장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판매수익금이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질 높은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많
은 이익금이 돌아가도록

판매 이익금 배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과

용도서의 질에 따라 교과용도서 시장에서의 보상과 퇴출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질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전문출판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한 종합관리체제 구축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좀더 구체성과 조직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
합관리체제라 지칭하였고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오프라인 체제에서의
모니터링 방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체제에서의 모니터링 방법을 고찰하였다.
1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손병길 외(2003)는 현행 교과용도서의 수정 체제뿐만 아니라 현재 교과용도서 제
도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 출판사, 관련 연구기관 모두 현재 교과용도서에 많은 오
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사 응답자 중 86%가 교과용도서의 질에 불만이 있고, 점
진적인 개선이 교과용도서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많
은 교사들(32% )이 교과용도서에 대한 오류나 질 향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고 싶어도 명확한 통로를 알 수 없어 참여하지 못하며, 또 오류 사실을 알린다 하
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것(15% )이라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체제를 현행 오프라인 체제에 온라인 체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교사 86%, 출판사 83%, 정책 연구자 85% )이 상당
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며 교과용도서의 꾸준한 질적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태에서 교과용도서 모니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지식 정보의 증가와 급속한 사회 변화를 교과용도서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제가 좀더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상
으로 이루어지던 모니터링은 이제 시대적인 추이로 볼 때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에서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며 교과용도서가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교과
용도서의 모니터링이 교육과정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계열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되어야 하고, 수렴된 내용을 분류하여 심의위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의할 수 있고, 심의 결과 및 수정·보완 내용을 의견을
제시한 교육관계자나 교육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쉽고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와 제시된 의견을
신뢰성 있게 처리하는 심의처, 그리고 심의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체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성과 신속성을 지닐 수
있어 교육관계자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고, 수렴한 의견을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오프라인 체제는 수렴된 다양한 의
견을 수합 정리하는 역할과 심도 있게 의논해야 할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되고, 수정·보완 내용이 반영된 인쇄본 발행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을 고려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는 모니터링
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고 신속한 심
의와 심의 결과를 현장에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교과용도서의 질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의 구축 방안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기존에 행해지
던 오프라인 방식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축한 CUT IS

23 )를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 ) 교과용도서 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 CU T IS 의 운용 체제
먼저 온라인으로 구축된 CUT IS 의 역할 분담과 운용체제를 분석하고 그를 교과
용도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과용도서 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 CUT IS 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축되었다.

〔그림 12〕 CUT IS 시스템 개발 체제

주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맡아 구축하였다.
주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업을 기획·총괄하여 예산과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
여 분석하고 기술적인 설계를 지원하며 시스템 자체를 검수하고 시스템 관리자나
운영자를 연수하고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업의 실제적인 측면을 담당
하고 시스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개발 사업자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개발하고
공정별로 업무를 분석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여 시스템 탑재 및 이관,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문가 기관들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검정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은 전문 영역

23 CUTIS는 Curriculum & T extbook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수시
보완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구축한 교육과정, 교과서 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 cutis.moe.go.kr

의 업무를 분석하여 지원하고 시스템 설계에 대해 자문하고 시스템 검수와 시험 운
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여 구축하였다.

교과용도서 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 CUT IS 의 운용체제는 크게 의견 수렴, 수
렴된 의견에 대한 심사, 심사된 의견의 반영, 그리고 현장으로의 결과 전달로, 체계
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구축되었다.
일반이용자나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인적
자원부, 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집필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수렴된 의
견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 수정·보완·개편 등이 결정되면 의견을 제시한 일반이
용자나 교사에게 수정 내용을 전달하는 동시에 일선 교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기관, 일반 국민
등 일반이용자들이 온라인상으로 CUT IS 에 접속하여 참여마당을 통해 교육과정이
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운영자그룹인 교육인적자원부,
심의위원회, 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집필진 등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참여마당을 통해 알려주고, 교사ID그룹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형태로 교육과정
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때 교사ID그룹은 교과용도서 사용자인 교사들이 교과용도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등록된
교과목에 해당되는 수정·보완 정보가 메일로 교사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때 이를 운용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리자 그
룹, 운영자 그룹, 일반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표 14>
구분

온라인 시스템 이용자 그룹 현황

관리자 그룹

운영자 그룹

일반 이용자

교육인적자원부 편수관
시스템 운영자
세부구분

- 교육인적자원부
(s upe rvis o r)

교과서출판사
심의위원회

교육유관기관

교사/ 학생

-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

한국검정교과서협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반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과서 집필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자 그룹인 교육인적자원부, 심의위원회, 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집필진
등은 다시 시스템 관리 그룹과 심의그룹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관리 그룹은 일반 이용자 그룹이 참여마당에 제시한 의견을 관리하고, 심
의한 결과를 다시 참여마당에 올리고 교사ID그룹과 의견제시자에게 안내 메일이 발
송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며, 동시에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된 내용을 교육과정DB
와 교과용도서DB로 구축하여 시스템 자료실에 보관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심의 그룹은 이용자 그룹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시스템 내에 온라인
세미나실을 만들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심의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 상으로
기록되게 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러기 위해 교과
용도서별 출판사별로 지정된 심사위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폐쇄 공간을 마
련하였고 온라인 심의를 위한 동시와 비동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갖추었다.
이 그룹들의 역할 분담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자 그룹의 역할 분담

모니터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에 구현될
메뉴 구성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CUT IS 에는 시스템 메뉴와 기능으로 나누어 구성
되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의 메뉴와 기능 구성도

시스템 서비스 메뉴에는 알림마당, 참여마당, 온라인 세미나실, 교육과정DB , 의견
수렴 DB , 출판사 홈페이지 등이 구현되었다.
알림마당의 게시 내용은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 및 시스템 운영이나 관리에 대
한 사항,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개정에 관한 신규 소식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마당은 일반이용자 즉,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나 전문성을 지닌 단체
등이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에 대한 오류 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 등록된 일반이용자 의견은 교육과정 의견수렴 DB나 교
과용도서 의견수렴 DB에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누적되게 하며, 심의 내용의 전달체
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때 등록화면에 다음의 선택조건을

콤보 메뉴로 구성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 학년, 교과, 이용자
메일 등을, 교과용도서에서는 학교급, 학년, 교과, 책명, 출판사, 이용자 메일 등을
작성하게 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등록된 이용자 메일로 자동적으로 발송
되도록 하였다. 이때 이용자가 교사일 경우는 교사ID로 등록하여 가르치는 교과용
도서와 출판사, 저작자 등을 등록하여 그 교과에 대한 수정 사항은 자동적으로 메
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서비스 메뉴를 구성하였다.
동시에 참여마당 난에 기록한 사항은 화면에 목록 LIST 가 작성되고 다음과 같은
해당 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메일이 가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은 교
육인적자원부 각 교과 편수담당자에게로 각각 발송되고, 교과용도서에 대한 의견은
교과용도서와 관계된 교육인적자원부, 해당 출판사 운영자에게 각각 자동적으로 메
일이 발송되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 세미나실은 CUG 기능 및 의견조사 기능으로 구현하여 심의위원 각자에
게 발송된 메일을 검토한 후 CUG 기능을 활용하여 다자간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
록 구현하며, 그룹별 채팅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의견조사 기능은 관리자
또는 교육부 운영자가 현안 사항을 게시하면, CUG 그룹이 일정 기간 내에 이에 대
한 의견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는 운영자
그룹 전체가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자료마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의 DB에 구축된 자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자료마당을 통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정 연구물이나 교육과정 해설 등의 자료
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용도서와
관계된 각종 자료와 연수물, 그리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물
등에 연결되도록 구현하였다.
동시에 이용도우미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서로의 의견
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본 메뉴를 클릭하면 출판
사 목록이 출력되고, 그 중 해당 출판사를 선택하면 그 출판사의 홈페이지로 연결
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였다. 즉, 검
색 기능이나 분석기능, 통계기능, 그리고 부가기능 등의 기능이 제공되었다. 우선
검색기능은 검색방법이나 검색항목에 대한 기능이 세분화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검색방법으로는 통합 검색, 메뉴별 검색, 주제별 검색, 교과별 검색, 단
원별 검색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검색 항목은 서비스 메뉴나 교육과정 또는
교과용도서 의견수렴 DB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기능은 각 서비스 메뉴나 의견 수렴 DB 자료가 입력되면 자료의 성격에 따
라 자동적으로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통계분석 등이 이루어져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통계기능은 일별, 주별, 월별 통계 및 메뉴별 통계와 교과별 통계, 단원별 통계,
출판사별 통계 등으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통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으며, 출판사별 통계는 관리자 고유 기능으로 처리하여 분별력 있게 공개하도록
구성하였다.
부가기능으로는 자료실 기능과 교사ID 그룹 기능, 질의응답 및 메일링 기능, 그리
고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구현되었다. 자료실 기능에서는 교육과
정 및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내용 및 정책 사항 등을 등록하고 파일 첨부 기능을 구
현하여 필요한 파일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하였다. 교사 ID그룹 관리 기능에서는
교과용도서 의 출판사별 전국 교사 ID를 등록하여 그룹 관리를 하고 향후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오류 및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판사별로 교과용도서 사용 교사
그룹으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질의응답 및 메일링 기능에서는 이
용자 의견에 대하여 운영자 즉, 교육인적자원부나 출판사 등에서 답변을 이용자 메
일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은 선다형이나 단답형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그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권한은 다음
과 같이 부여하였다.

< 표 15>
구분
메뉴

온라인 시스템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권한 부여

메뉴구분

기능구분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알림마당
참여마당
온라인 세미나실
교육과정 DB
출판사 홈페이지

부가 기능

검색기능

통합검색
메뉴별검색
주제별검색
교과별검색
단원별검색

분석기능

빈도분석
상관분석
통계분석

통계기능

일별/ 월별/ 메뉴별 통계
교과별 통계
단원별 통계
출판사별 통계

부가기능

자료실
교사ID 메일링
질의응답
온라인설문
* 권한 구분 :

(Up loa d 및 서비스 권한),

(일반 이용 권한)

나 ) 오프라인 상태와 온라인 시스템의 혼용체제 방안
지금까지 있어왔던 교과용도서에 대한 대부분의 모니터링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개편된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이루어진 모니터링도, 선발된 인원이 아닌 개인이나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이 오류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도 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행
해져 왔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선발된 모니터 요원이든, 개인이든, 단체이든 교과용도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출판사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 때 출판사나 검정협회, 교육인적자원부등은
그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당장 현장에 투입해야 할 사항은 공문으
로 전달하고, 다음 해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에 반영하는 형태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오프라인 상태의 문제점은 용이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류가
발견되어도 어떻게, 어디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를 모르고, 의견이 제시된다 하더
라도 수정·보완 되리라는 신뢰가 없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 의견을 제시하기 보
다는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심의하고, 심의된 결
과를 현장에 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일 때문에 유효적절한 시기에 현장 투입이 어
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쉽고 빠르게 접속하여 발견된 오류를 제시할 수 있고, 컴퓨터가 부담스러
운 사람들도 발견된 오류를 쉽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오류 제시 창구
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 제시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면, 이를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관된 창
구로 의견이 수렴되고, 수렴된 의견이 심의되고, 심의된 결과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합한 개념을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
제로 보았으며, 이 중에 의견 수렴 부분을 연구의 핵심 부분으로 잡아 논의하였다.

2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과정 중에 의견 수렴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
해 본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
터링을 누가,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니터링의 주체와 모니터 요원과 모니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흐름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제 구축 이전에 교과용도서에 대
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모니터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모니터링 관념을 벗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개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용도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교육인적자원부, 집필자, 교과연구자,

출판관계자 등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고로,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 절에서 제기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가 구축되면, 그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를 운영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소프트웨어로는
시스템 운영의 주체에서부터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 모니터 요원의 선출과 활용,
수렴된 의견의 심의 문제, 심의된 결과의 처리 방법 및 부대비용의 문제 등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전제적인
흐름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의 흐름도
위의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중 의견 수렴 단계를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여 논
의하였다.
나.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운영의 주체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 약 721여 책, 검정도서 약 1,575여 책을 비롯해 각 교육청
별로 인가를 받은 인정도서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교과용도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인정도서를 제외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에서 약
116,000여 건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과용도서에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심의하는 과정과 체제 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
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앞 장에서 개발 과정에서 개발본이나 심의본을 일반인
에게 공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한 교과용도서에는 오류가 늘 존재할 수밖
에 없다는 결론을 제기한 바 있었다. 개발자와 심의자 몇몇 위원들의 안목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많은 부분들이 교과용도서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만큼 현 체제에서는 교과용도서 질적 상승을 위해서 모니터링 담당해야 역
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좀더 체계를 갖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의 주
체는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이 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시스
템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구성해야 하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즉,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심의, 심의 결과를 교육현장에 전
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편찬이나 개발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사람들을 관리하여, 이
미 보급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과목별, 출판사별 전문
모니터 요원을 구성함은 물론, 그 모니터 요원들을 전문화시키고 관리하는 측면까
지 총괄해서 담당해야 하며,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과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운
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충당하고 운영하는 재정적인 측면까지 담당해야 한다.
이런 모니터링 주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한 논
의는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제기된 바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된 바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견해이다. 모니터링 주체는 모니터링 종합관
리체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문제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를 생산하고
발행 공급하여 일정 수익을 올리는 곳, 즉 출판사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교과용도서를 둘러 싼 여러 상황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입장으로
출판업계의 실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업무와 인적 구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교육에 관여하는 기관 중에서 교과용도서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견해이다. 즉, 교육인적자원
부도 출판사도 아닌, 전문성 있는 어느 한 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 종합관
리체제를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둔 견해이다. 총제적인 책임과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힘이 있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
인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보다 많
은 오류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무게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결
론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 세 견해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면, 출판사 자체적으로 도서별 모니터 요원을
두어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교과서별
모니터링 체제 운영에 드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 문제와 전문적인 인력 확보 문제
가 대두된다. 영세한 출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의 강행
은 결국 알맹이 없는 명분상의 결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익의 일
부에서 관리비용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고려해 볼 충
분한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교육에 관여하는 기관 중에서 교과용도서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견해도 상당히 타당성을 지니지만, 교육인적자원
부가 수정·보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한번의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처럼 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과용도서 담당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의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제
기되고 있지만, 결재권이 일원화될 수 있고, 교과용도서를 총괄하고 있는 업무의 성
격에도 합당하며,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인력 관리 측면이나 수정·보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출판사나 발행사의 관리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함이 효율성을 지
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에 인력이 보강
되는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 따라
모니터링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체 선정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활성화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
어 진다. 현재 교육과정정책과의 인적 구성 상태로 이 업무를 총괄한다면 모니터링
의 실제적인 업무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총괄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각 출판사에
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보아야 한다. 또는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
원부와 발행사가, 검정도서는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주관하여 수렴되는
의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활용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활용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손병길 외(2003)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 요원으로 적절한 사람이 교사와
교과전문가이고, 책 당 적당한 모니터 요원수는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 10명이상
에서 3명 이하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기는 수시로 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수시로 오류를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수렴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보고하였다. 유학영 외(2003년)는 교과목별로 교과용도서 모니터 희망자를 모집
하여 정부 차원에서 명예교과용도서심의위원 을, 개별 발행사 차원에서 교과용도서
자문위원 을 위촉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구성원은 교사를 주축으로 하되,
관련 전공의 교수와 사회단체 구성원 및 개별적인 희망자도 참여시키며, 우리나라
와 같이 교육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재정 부담을 가
중시키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교과용도
서를 이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원별, 주제별,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용도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원교과용도서 모니터체제 와
학생교과용도서 모니터체제 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모니터 요원 구성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구성 방안
먼저, 모니터 요원은 교원, 학생, 집필진, 편집진, 학부모, 해당 교과 연구자, 일반
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유학영
외(2003)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참여 집단으로 명예교과용도
서심의위원 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교과용도서 모니터체제 로 모니터
요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 구성을 자율모니터
요원 과 전문모니터요원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모니터
요원 은 유학영 외(2003)가 제시한 명예교과용도서심의위원 과 같은 성격이며, 전문
모니터요원 은 유학영 외(2003)가 제시한 교원교과용도서 모니터체제 보다는 참여
범위가 넓은 교사, 저자, 편집자, 교과전문가 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선발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는 모니터링 관점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오류를 찾아내는 것 외에도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는 교과용도서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전문모니터요원 을 선발하는 방법은 교과목별로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모니터 요

원을 선발하는 방법과 이미 형성된 전문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개인적으로 요원을 선발할 때는 교과목별로 교과용도서의 외적측면과 내적측면
을 분석,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요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과용도서의 주 사용자인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교과목별, 단원별, 주제별, 차시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관점에 따라 적극적으로 오류나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게
역할 분담을 세분화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전문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형성된 교과연구회나 각종 사이트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
을 하고 있는 단체들 중 선발 기준에 합당한 단체를 선별하여 전문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율모니터요원 은 전문모니터요원 이 아닌 교사, 편집자, 저자, 또는 일반인
이나 전문성을 지닌 사회단체들로 자유롭게 교과용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집
단이다. 이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묶
어 자율모니터요원 으로 지칭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미리 연구모임이나 어떤 전문
성을 지닌 기관(교육전문가 집단이 아닌 다른 전문가 집단)에 자율적이고 폭넓은
관점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자율모니터요원 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때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별 교과연구회를 자율모니터요원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다음으로 학생 집단을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연
중 교과용도서를 배우면서 단원별로 발견되는 문제들이나 이해가 어렵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등등을 수시로 학생의 입장에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교사나 교과전문가와 같은 교육 공급자들이 생각하
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다.

교과용도서별 전문모니터요원 수에 대해 손병길 외(2003)는 출판사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때문인지 모니터요원의 수를 3명 이하로
적을수록 좋다는 반응을, 교사들은 10명 이상으로 많을수록 좋다는 반응을, 교육연
구가들은 4～5명이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니터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동원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관점은 전문성
을 지닌 개인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다. 우선 교과용도서의
내·외적 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각각의 전문가, 내용별 전공분야에 따른 단원별
책임자, 어문 규정 등 분야별로 필수 요원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니터 요
원을 도서당 10명 내외를 적정선으로 권장해 볼 수 있다. 그 중 전문모니터요원 을

5~6명, 각 시도별로 구성된 교과연구회 회원을 활용한 자율모니터요원 을 4~5명씩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목적하는 바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활용 방안
손병길 외(2003)는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의견 제시 통로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서 교사들은 스스로 고쳐서 가르치고 있고,
현재 수정·보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견들은 저자나 편집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
을 이용하거나 언론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모니터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참여자들이 쉽고 간
편하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에 간편한 의견 제시 통로를 마
련해 주어야하고 이 통로를 교과용도서나 교육전문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해 주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일정 주기로 세미나나 연수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의 관점이나 기법에 대한 지
식과 요령을 쌓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주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문모니터요원 과 자율모니터요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과용
도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용도서 전문을 웹에 올려 관심 있는 사람
은 누구라도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웹에 올려진 자
료는 전문모니터요원 과 자율모니터요원 이 함께 검토하여, 전문모니터요원 은 교육
이론과 교수- 학습 과정에 따라 정통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자율
모니터요원 은 요원들이 지닌 다양하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찾
아낼 수 있게 한다면, 많은 부분의 오류가 수정·보완될 것이며 바람직한 교과용도
서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런 모니터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종
의 전문모니터요원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모니터 요원이 구성될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하며,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요원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반면에 출판사별로는 오류 건수에 비례하여 금전적인 측
면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울 안정되고 바람직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방법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주체가 결정되고, 모니터 요원이 구성되면, 선정된 요원들이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모니터링의 범위, 모니터링의 관점, 모니터 요령, 모니터 결과 처리 및 결과 확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범위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의 범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교과
용도서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교과용도서는 교과서와 그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와 학
생용과 교사용의 서책은 물론 음반과 영상 및 전자저작물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들 모두를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교과서와 그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요
인이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외적 체제 요인,
즉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체제, 즉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
이다.24 ) 단원 구성 체제와 같은 교과서의 내적 체제가 일종의 소프트웨어라면, 교과
서의 외적 체제는 교과서의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 측면에서 보
면, 이 두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모니터링의 범위를 교과용도서의 개념적 측면과 교과용도서와 지도서가 지닌 구성
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념적 측면으로 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로 교과용도서, 교사용 지도서,
기타 음반 및 영상, 전자저작물 등 보조 자료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며 구성적 측면으로 보면, 외적체제와 내적체제 모두를 모니터링 범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적 체제는 교과용도서의 디자인 부분이 하드웨어라면, 내적 체제는 학습내용
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이 두 요인이 모니터링의 중요 관점이 될 것이
며, 모니터링 요원도 양 측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외적 체제는 교과용도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으로서, 교과용도
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판형이나 지질, 두께, 삽화 및 색도 등과 같은 외부적인 형
태와 글자 크기, 낱말 사이의 간격, 글줄 길이와 글줄 사이의 띄기, 여백 처리 등과
같은 세부적인 측면까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한편, 판형, 글자 크기, 글줄의 길이,
삽화 등이 학생들의 연령과 신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니터링
24 노명완 등, 교과용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한국교과서연구재단) 04- 01(서
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p. 4 참조. 이하 교과서의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에 대해서는 노명
완 등의 연구를 참조함.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용도서는 한번 보고 버리는 도서가 아니고 해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활용하는 책이므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과
부합되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외형 체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내적 체제는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내용 서술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교육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선별되었는지, 학교급에 알맞게 학습량이 배분
되었는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내용이 구성되고 제시되었
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6>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대상
구 분

요 소

내 용

비 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
교과서

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개념적
측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
교사용 지도서

되는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보조자료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 판형, 글자 크기, 글자 및 낱말 사이의

외적 체제 요인

지질, 두께, 삽화 및 색도, 여백 처리
등

구성

- 내용 선정: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

요인의
측면

간격, 글줄 길이와 글줄 사이의 띄기,

성 추구
내적 체제
요인1)

- 내용 서술
- 내용 조직: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 다양한 편집체제 도입
- 단원 구성 체제 등

2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관점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관점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되물어보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피드백을 위한 것이고, 피드백을 하는 것은 종전
의 것보다 더 나아진 이상적인 교과용도서를 만드는 데 있다.
이상적인 교과용도서는 무엇보다도 敎育課程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
의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르

치기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25) 결국 이상적인 교과용도서는 교육의
세 주체인 교육과정, 교사,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
링의 관점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과용도서는 교육과정을 이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내용선정이나
내용 조직, 또는 내용 배치와 서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교과용도서의
내용적 측면과 판형이나 지질, 삽화, 시각적인 자료 등 외형적 측면이 바람직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내용 선정부분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관점은 선정된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
직결되어 있는지, 실제 경험이외에도 가상의 문제 상황이나 역사적 사건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태 속에는 학습자의 지적 성취동기나
가치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지, 선정된 지식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활성적
지식(vital know ledge )인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용 조직 부분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관점은 내용 조직이 교과의 학문적 배경
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교과 내외간에 계열성과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지, 학생들
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사고과정을 통해 결론을 끌어낼 수 있
도록 조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내용의 효율적인 배치와 서술 부분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관점은 학생들의 활
동을 촉진시킬 수 있게 배치되고 서술되었는지, 학습 과정과 학습자의 인식 논리에
맞추어 단계적인 다양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교과용도서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
다.

25 위의 논문, p. 167.

< 표 17> 교과용도서 내적, 외적 측면의 모니터링 관점
구 분

모니터링의 관점
- 학습 활동의 내용이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제시되었는가?
- 학교 급별에 맞는 학습량을 유지하고 있는가?
- 단원 구성 체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 학습 활동의 발문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다양한 학습 참고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문제 해결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였는가?
- 교수- 학습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다양한 교구 및 도구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내적 측면

-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인가?
-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 수준 높은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발문을 가진 것인가?
-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바람직한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 학습자의 실제 세계를 반영한 교과서 혹은 인정도서인가?
-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사용 지도서 및 참고 자료와 밀접하게 연계된 교과
서인가?
- 적절한 삽화와 사진 등이 제공되어 이해를 돕는가?
- 편집과 디자인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가?
- 적절한 활자와 행 간격을 유지하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

외적 측면

- 워크북이 독립적으로 제공되어 활동할 수 있는가?
- 크기와 무게, 지질 등을 적절하게 하여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하는가?
- 자연색 화보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다시 보고 싶게 하는가?
- 다양한 시각 자료를 사용한 교과서인가?

이를 교과용도서의 모니터링을 위한 수정·보완 측면으로 모니터링의 관점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을 단순수정, 내용수정, 구조수정으로 나
누어 모니터링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단순수정은 어문규정에 어긋난 사항
처럼 누가 보아도 그 오류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의 수정을 의미하고, 내용수
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사실이나 새로운 발견 또는 저자의 잘못으로 판명된
사항 등의 수정을 의미하며, 구조수정은 교육과정의 수정이나 누락, 학습내용에 대
한 일련의 수정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표 18> 단순수정, 내용수정, 구조수정의 모니터링 관점
구 분

모니터링의 관점
· 철자법이나 띄어쓰기 등 맞춤법 규정에 맞는가?
· 문장 서술이 바르고 정확한가?
· 문장은 이해하기에 적절한 길이인가?
· 번역투의 문장은 아닌가?

단순수정
( 어문규정)

·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다의어나 동음이의어의 사용이 바른가?
· 외국어 철자는 바르게 표기되었는가?
· 교과용도서에 쓰인 외국어가 표준어인가?
· 외국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한국식 외국어 표현은 아닌가?
·사용된 법적인 근거가 혹시 바뀐 법령은 아닌가?
·실린 통계가 시대적인 추이에 맞는가?

내용수정

·새롭게 연구된 학문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사진이나 그림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 적절한가?
·그림이나 사진이 특정 부분에 대한 편향성을 지니지는 않는가?
·내용이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에 적합한가?
·학습목표가 사회적인 문제에 비추어 올바르게 진술되었는가?
·교과 내용이 일반화된 지식을 제대로 제시하였는가?
·교과 내용이 다중에게 합리적인 것인가?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지적,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익혀 갈수 있
도록 단계적인 지식의 구성을 보이는가?

구조수정

·지역성이나 개인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닌가?
·교과 내용이 사회·
문화 현상의 실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단원의 중심 요소가 제대로 추출되었는가?
·단원내용의 포괄성과 세부성이 조화를 이루는가?
·학습 활동이 다양하며 적절한가?
·글의 전개 과정이 논리적이며 명확한가?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과 지식을 기억하는 질문을 적절히 조화시켰는
가?

·내용 요소의 위계와 범위가 적절한가?
·그림이나 사진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적절한가?
·교과용도서에 소개한 여러 인물이 균형을 이루는가?
구조수정

·제시된 평가 문제는 목표 달성에 타당한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가?
·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다음으로 모니터링의 관점을 교과용도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교
과용도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고, 서술
되어야 하는 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워야 하며
교사에게는 가르치기 편리하고 핵심 내용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상적인 교과용
도서는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
며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들의 측면에서 가르치기에 편리한 구성과 체제를 갖추었는지, 핵심 내용
이 구체적이며 접근이 용이한지, 학습 제재의 선정이 효율적인지 등의 관점에서 모
니터링을 해야 하며,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지, 창
의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는지,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충실한
해설과 도움말이 있는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지, 다양한 학습 전략이 들어있는지,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 등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사용자 측면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모니터
링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6)

26 위의 논문, pp. 172- 176 참조.

< 표 19> 교사, 학생 측면에 관한 모니터링의 관점
구 분

모니터링의 관점
-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편리한 구성과 체제를 갖추었는가?

교사 측면

- 가르쳐야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가?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담고 있는가?
- 교사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가?
-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학습자의 참여를 고무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창의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이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가?
-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구성인가?
-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는가?
- 충실한 해설과 도움말이 함께 실려 있는가?

학생 측면

- 학생의 발달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것인가?
- 학습 전략이나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 학습자가 수행할 과제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학습과제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 학습자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제공된 것인가?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전략이 소개된 것인가?
-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되었는가?
- 사고를 자극하고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 제시되었는가?
-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인
가?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모니터링의 관점은 교사용지도서와 음반, 영상, 전자저작
물에 대한 측면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수 자료로 수업 안
내자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과서와 교실 수업을 연결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해 교육과정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27)
교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사용 지도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제시(70.4% ) , 수업
흐름의 구체화 및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안 제시(59.% ) , 보충·심화 자료 및 과제
27 원민정, 교사용 지도서 활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 54 참조.

의 제시(40.3% )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용 지도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결과가 비슷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제시(37.7% ) ,
수업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35% ) , 수업 흐름의 안내 및 구체화(32) , 교과서와
보조교과서 자료 설명 및 문항에 대한 답 제시(28.1% ) 의 순으로 나타났다..28) 이
같은 연구가 비록 초등학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은 크다 하겠다.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음반과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도 일부 교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학생보다는 교사들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용 지도서와 이들 음반 및 영상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외면당하
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관한 모니터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교사용 지도서는 사용이 편리한지, 최신의 이론을 담고 있는지, 교사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지, 다양한 교수 전략과 정보가 담겼는지, 수업 안내와 설명
이 적절한지, 수업 흐름이 명료하고 구체적인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음반이나
영상물, 또는 전자저작물은 사용이 용이한지, 지도하기에 편리한 내용과 체제인지,
자료의 내외적 체제가 적절한지,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와 음반 및 영상 저작물 등에 관한

모니

터링 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0> 지도서와 음반 및 영상자료에 관한 모니터링의 관점
구 분

모니터링의 관점
- 사용하기에 편리한 체제로 구성되었는가?
- 최신 교수- 학습 이론을 담고 있는가?
- 교사의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지도서인가?
- 교사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지도서인가?

교사용

- 활용이 용이한 다양한 교수 전략과 정보를 담고 있는가?

지도서

- 양과 질에 있어서 교수활동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 수업의 흐름을 명료하게 구체화하고 있는가?
- 수업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적절한가?
- 교수 학습 과정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 사용하기에 편리한 체제로 구성되었는가?
- 지도하기에 편리한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자료의 내용, 디자인, 음질 및 영상 상태는 교수- 학습활동에 적절한가?
-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28 위의 논문, pp. 40- 43 참조.

위에서 분석해 본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은 좀더 적극적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처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이 일부 교과전문가나 교사, 또는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의 개별적인 관심과 참여에
만 의존하지 않고, 교과목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여기에 제시된 범위와 관점
에 따라 좀더 적극적으로 교과용도서를 검토하고 분석하게 하면 보다 많은 긍정적
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시기와 방법
모니터링의 대상과 관점이 정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
니터링을 할 것인가? 하는 모니터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기는 전문모니터요원 과 자율모니터요원 으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자율모니터요원 들의 활동은 실시시기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어
연중 어느 때나 오류가 발견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선정한 전문모니터요원 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활동시기를 정해두고 활동하
게 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만들고, 오류가
적은 교과용도서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모니터요원 들
의 활동은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기년도 교과용도
서를 발행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차기년도에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문모니터요원 을 활용해 해마다 한 차례씩 모니터링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을 계획
해 볼 수도 있다. 발행 시기를 기점으로 일정한 시간을 책정하여 한 학기나 일년
분의 책을 해당 모니터요원들에게 발송하여 검토하게 하고, 검토된 내용을 수합하
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차기년도에 발행하는 교과용도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반면에 교사집단과 학생 집단을 활용하여서는 연 중 교과용도서를 가르치고 배우
면서 단원별로 발견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각각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직접 가르치고 배우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기에 교
육전문가나 교사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 관점에 따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가의 문제와 어
떻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의견 제시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통로를 교과용도서나 교육전문지 등을 통
해 홍보할 때 어느 통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온라인 통로는 교과용도서 수시·보완 온라인 시스템인 CUT IS 를 소개하고
그에 접속하여 참여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면 될 것이
다. CUT IS 에는 접속하여 의견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동 메
일이 발송되고, 심의되고, 심의 결과가 현장에 전달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용 통로에 대한 안
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에 대한 안내
는 교과용도서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분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양식과 어디로 어떻
게 보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제시자들
이 쉽고 간편하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엽서 형태의 오류 수정에 대한
의견 제기 카드를 교과용도서 뒷면에 부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면에
는 오류에 대한 지적과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수정 방안을 기술할 수 있
는 일정한 형식을 제시하고 뒷면에는 엽서 형태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모니터링
주관 부서로 발송될 수 있도록 오류 수정 카드를 제시한다면, 학생,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것
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오류 카드를 어디로 송부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체
이면 교육인적자원부로, 발행사가 주체라면 발행사의 주소로 송부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는 오프라인 상으로 접수된 내용들을 일정 서식에 따라 정
리하여 CUT IS 에 등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CUT IS 에 등록하면
그 다음의 처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동시와 비동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심의할 수 있고, 심의된 결과를 현장 교사들이나 의견 제시
자에게 자동적으로 송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관점은 전문성을 지닌 개인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교과용도서는 개발 과정부터 개발된 후에도 공개
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교과용도서의 개발 시기를 현재보다 10여 개월 이상
을 앞당겨 개발을 완료하고, 새롭게 개발된 교과용도서를 10여 개월 동안 일정 사

이트에 올려놓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전문모니터요원 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관점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
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집필자나 편집자, 출판사 등에서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기
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오류 건수
에 따라 수정·보완에 필요한 경비를 발행사나 집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나 건수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에 필요한 경비
를 학생들의 책값에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가 개발 된 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일정 사이트에 교과용
도서 전문을 띄어 놓을 필요가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접속하여 원하
는 교과용도서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참여
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런 형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예(박도순 외, 2001, p .60)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류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미국출판인협회는 협회 공동
으로 ACCURA CY E - line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과용도서 오류 수정 통로를
전 국민에게 열어 놓고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발행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
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1992년 한 해 동안 텍사스 주에서는 3,700군데
이상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를 적기에 수정하지 않은 출판사에게 8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250쪽짜리 수학 교과용도서 중 50쪽에서 오류가 백
여 건 이상 발견되었으며,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50만 달러를 들여 전문가 집단을 상
시적으로 운영하여 검토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Prentice Hall과 같은 출판사는
아예 웹에 교과용도서를 올려놓고 관련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오류를 찾아 줄 것을 요
청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용도서를 일시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적으로 수
정·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좀더 개방된 자세로 교과용도서의 질을 향상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 편집자, 발행자들의 의식이 많은 부분 바뀌어야 할 것
이다.

4 )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결과 처리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서 오류로 파악하여 문제를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
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도 모니터 요원들이 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심의된 결과의 현장 전달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 수정·보완이나 심의는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심
의 결과의 효과적인 현장 전달 방법과 수정·보완의 확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서 온라인 체제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오프라인 체제의 시
간성을 극복한 것이다. 오프라인 체제에서는 교과용도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
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쇄본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짧게는 반
년, 길게는 2년여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수정·보완 요구가 대개 9
월까지 수합되기 때문에 1학기 교과용도서의 오류가 10월 쯤 발견되었다면 오류가
발견된 다음해에 수정요구로 수합되기 때문에 실제 교과용도서에 반영되는 것은 또
한 해가 지난 시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성을 극복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심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는 교사 집단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
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 학기나 일년 동안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은 등록된 교과목에서
이루어진 수정·보완 사항을 메일로 통보해 주는 것이다. 이 때 수정·보완 정보는
pdf 파일 등을 통해서 수정·보완된 교과용도서 페이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는 수정·보완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받는 교사들에게는 유효적절한 상태
로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빠르고 효율적인 교류는 교과
용도서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을 현장에
투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오류 적은 교과용도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
확한 교수·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수정·보완이 결정된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보
완할 것이며, 의견 제시자나 현장 교사들에게 누가 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문제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는 먼저 저작자가 수정·보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으로는 출판사가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하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들 수정·보완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나 검인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보완 내용이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적용
되고 현장 교사들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된 시점이 모니터링이 완성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을 태만히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채택을 취소하고 다른 교과용도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검정 출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정·보완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출판사들의 질 관리 체제에 대한 일정
기준을 확립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손병길 외(2003)는 수정을 태만히 하는 출판사에 대해선 70%이상이 벌금과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하고, 교사의 91%는 교과용도서를 바꾸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오류가 있는 출판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에서는 출판사에서 웹에 교과
용도서를 모두 올려놓고 관련 전문가나 일반인들에게 미리 오류를 찾아 줄 것을 요
청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출판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류 사항에 대한 벌금 제도와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출판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벌금형 제도가 도입
된다면 출판사가 공개적으로 교과용도서의 문제점을 찾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며,
교과용도서 전문을 발행사의 홈 페이지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검토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마.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운영 자금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종합관리체제 구축에 드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드는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입장과 이권에 따라 분분하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손병길 외(2003)는 비용 지불의 주체
로 교사는 출판사와 교육부가, 출판사는 교육부가, 정책연구자는 출판사가 비용지불
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비
용은 교과용도서 판매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관계자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매 수익과 관련 있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출판사, 저작가가 공동으로 수정·보완
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교사들은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니터 요원의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 손병길 외(2003)는, 교사들은 모니터 요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참여 의사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모니터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문성과 자발성을 모두 갖춘 교사 모
니터 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인 혜택, 즉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 원리나 교육 원리로 볼 때 모니터링 경비는 교사들의 의견대로 출판사의 직
접적인 경비와 교육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경
제적 이익을 출판사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출판사가 자신의 제품을 보
장한다는 경영 철학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시장에 대한 저수익 구
조가 개선되고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갖춘 출판사들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오류에 대해 개발기관과 발행사에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교과용도서에 오류가 남아 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발기관과 발행사들은 심의본 교과
용도서를 제출할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개발기관이나 발행사들이 내는 오류에 대한 벌
금을 모니터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1 . 요약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방안으로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제 도입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 현행 교과
용도서의 편찬·심의·수정 제도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보완 현황을 분석
하여 그를 토대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수정·보완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편찬 당시 실수로 발생되는 오류 이외에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추이 때문에 발생되는 수정·보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
하여 교과서 내용을 항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정착될 필요성을
절감했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
항, 즉 시스템 운영의 주체,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 모니터링의 방법, 모니터 요
원, 심의 결과 처리,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검정도서 모두 짧은 심의 기간과 한정된 심의 위원으로 다양한 관점의
심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며 국정도서에 비해 검정도서는 심의 과정에서 더욱 열
악한 편으로 많은 영역에 오류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개발이 끝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과정에서는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나 편찬 연구위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대개는 교과용도
서 담당자나 교과용도서 담당자 주변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수정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의견을 제시할 정확한 창구가 없으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정·보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오류를 찾아낼 교과용도서 전문
요원이 없으며, 수렴된 의견을 심의해야 할 전문 기구가 없고, 수정·보완 체제에
참여하는 요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

다음으로 현행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를
받았다.
첫째,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건수가 총 115,935건으로 교과
용도서에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오류 내용은 내용이나 표기 오류가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통계 등에 대한 보완이나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오류였
다.
둘째,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보완 건수 비율을 보면 국정도서에 비해 검
정도서가 약 10%정도 수정·보완 건수가 많았다.
셋째,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용어와 문장 구조, 편집,
삽화나 사진, 잘못된 문장 상황, 잘못된 교과 내용, 교수·학습 적용에의 문제, 교과
내의 통일성, 영어 표현이나 표기의 오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
졌다.
넷째, 수정 요구된 내용들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전문가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는 편찬 과정에서 교과용도서를 공개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요구기관은 개인에서부터 양성평등위원회, 국립국어원, 번역학회, 국가인
권위원회, 의사협회, 농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진해·웅천향
토문화연구원, 한국은행 등 다양했으며, 이런 고유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들은 일반
인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인 안목으로 진단할 수 있어 교과용
도서의 훌륭한 모니터 요원임을 시사하였다.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
하였다.

가)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한 종합관리체제 구축

교과용도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심의하고, 심의된 결과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
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로 보았으며, 이 중에 의견 수렴 부분을 연구의 핵심 부
분으로 잡아 논의하였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니터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교과용도서나 교육 전문잡지들에 모니터

링의 방법을 홍보해야 하며, 교과용도서 뒤에 온라인 주소와 엽서 형태의 의견 제
시 카드를 첨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이 운용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2005
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축한 CUT IS ' 를 중심축으로 하여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은 기존의 오프라인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다양하고 신속하게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수렴한 의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수렴된 의견도 CUT IS ' 에 입력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나)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제 활성화 방안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으로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가,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
단히 중요하다. 즉, 모니터링의 주체와 모니터 요원과 모니터 방법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여야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주체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분담 문제와 연계하여 교
과용도서로 일정 수익을 올리는 출판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과용도서의 총
체적인 책임과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출판업계의 실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업무와 인적 구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서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으
로 나뉜다. 모니터링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모니터링의 실
제적인 업무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총괄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국정도서는 교
육인적자원부와 발행사가, 검정도서는 출판사가 주체가 되고 검정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로 교과용도서,
교사용 지도서, 기타 음반 및 영상, 전자저작물 등의 보조자료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모니터링의 관점은 내·외적 체재의 측면, 기능적 측면, 수정·보완
측면, 지도서와 영상이나 음반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외적 체제의 측면은 교과용도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판형이나 지
질, 두께, 삽화 및 색도 등과 같은 외부적인 형태와 글자 크기 등과 같은 외적체제

와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내용 서술 등과 같은 내적 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
링 관점을 설정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교사와 학생 집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를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관점을 설정했고, 수정·보완 측면에서는 단순수정, 내
용수정, 구조수정 측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점을 설정했다.
이런 모니터링의 범위와 관점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한
다. 현재처럼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이 전문가들(교과전문가나 교사, 또는 관심있는
일반인 등)의 개별적인 관심과 참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과목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여기에 제시된 범위와 관점에 따라 좀더 적극적으로 교과용도서를 검토하
고 분석하게 되면, 보다 많은 오류와 긍정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과용도서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활용은 자율모니터요원 과 전문모니터요원 으
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율모니터요원 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
는 자율적인 참여 집단이고, 전문모니터요원 은 의도적으로 선발한 집단으로 모니
터링 관점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대안
들을 제시하는 교과용도서 전문가 집단이다. 모니터 요원의 선발은 개인적으로 선
발하는 방법과 시도교육청에 형성된 교과연구회나 각종 연구모임 단체 중 선별하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들 중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목별, 단원
별, 주제별, 차시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관점에 따라 적극적으로 오류나 대안들
을 찾아낼 수 있게 역할 분담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 과정이나 개발 후에 교과용도서 전문을 웹에 올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
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이 실
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 요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하고 출판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결과 처리는 교사가 ' CUT IS ' 에 접속하여 자신이 담당하
고 있는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그 교과목에서 이루어진 수정·보
완 사항을 메일이나 개인 웹 페이지로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제
공받도록 해야 하며 이런 적절성과 신속성은 교과용도서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시
대적 변화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을 현장에 투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장 먼저 저자가, 다음엔 출판사가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나 검인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때 수정·보완을 태만히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정
출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학교에서는 채택을 취소하고 다
른 교과용도서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에 드는 운영 자금은 출판사의 직접적인 경비와 교육부의 보
조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판사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
기도 하고, 자신의 제품을 보장한다는 경영 철학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모니터 요원에게는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오류에 대해 개발기관과 발행사에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교과용도서에 오류가 남아 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발기관과 발행사들은 심의본 교과
용도서를 제출할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개발기관이나 발행사들이 내는 오류에 대한 벌금을
모니터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 결론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대상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
생 및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모니터링의 관점은 디자인과 같은 외적체재와 학습내용과 관련된 내적 체제, 기
능적인 측면 등을 모니터링 관점으로 한다.
3.

교과용도서의 질을 보장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의 개발과
정을 개방하여 개발된 교과용도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오
류를 찾아낼 수 있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5년에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구축한 CUT IS ' 를 중심축으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체제
를 구축한다.
5.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시스템의 중요 환경과 메뉴 체계는 수렴된 의견
의 심의 창구, 심의된 내용에 대한 처리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범
위는 그 중 의견 수렴 부분으로 한정한다.

6.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모니터 요원은 자율모니터요원 과 전문모니터요원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모니터요원 은 개개인을 선발하는 방
법과 기존의 시도교육청의 연구모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는 교과목별, 주제별, 차시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활용한다.
7.

전문모니터요원 의 질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연수
회를 가져 전문성을 높이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터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8. 모니터요원을 학생 집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9. 모니터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출판
사에게는 오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 모니터 관점을 세분화하여 모니터 요원들이 관점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분석하
게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한다.
11. 모니터링 집중 시기는 한 학년이나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전문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학교 진도보다 빠른 시점에서 전
문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미리 점검하게 한다.
12.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의 결과 처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기초에 접속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교과
용도서를 선택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메일로 통보해 주는 개인 맞춤형 방식을
도입한다.
13.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관리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제원
리나 교육원리로 볼 때 출판사의 직접적인 경비와 교육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
는 것이 타당하다.

14.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오류에 대한 개발기관과 발행사에 책임을 부과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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