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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교수자의 교과 교육 문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식으로서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PedagogicalContentKnowledge)’에 주목하고 문법 역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상으로 그 이론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이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

사의 교수 문성을 드러내는 핵심 개념으로,교육의 실천 국면에서 교과 지식의 교육

재구성 과정에 직 으로 작용하는 교사 지식이다.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심으로 그것과 계를 맺는 여타 교사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문법 교수·

학습 분석을 통해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 다.

‘교육’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 함께 교육 내용

을 구성해 나가는 독특한 교섭 행 이다.지 까지의 교수·학습 논의는 이와 같은 교육

행 에서,행 의 ‘주체’보다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내용 지식과 교수 략을 개발하는

데 더 공을 들여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학습자가 최 로 받아들이게 되는 ‘교육 내

용’은 교수·학습 주체의 교육 행 를 통해 구 된 결과물의 총체로,교육 과정이나 교

재의 내용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이에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이 수행되는 지

에서 문법 교육을 직 실 하는 교수·학습 주체로서의 ‘교수자’와 ‘교수자의 문 지식’

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문법 교수·학습에 근하는 이론 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

교수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문가로서의 교수 행 를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핵심

지식을 학술 용어로 개념화한 것이 바로 ‘교수학 내용 지식(PCK)’이다.교수학 내

용 지식은 교육이라는 상과 함께 언제나 실재해 왔으나 그 실체에 한 명확한 인식

없이 감각 으로만 이해되었던 교사의 수행 지식이다. 등교육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은 교과 혹은 역 특수성을 가지며 교수·학습 행 를 통해서만 구체화되는 방법 지식

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따라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과 교육’을 심으로 그 체계

나 구 범주에 한 논의가 가능하며, 교사를 학습자와 함께 ‘교수·학습의 주체’로

인식하 을 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해진다.

지 까지 국어과에서,나아가 문법 역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혹은 갖추어야 할 교수

학 내용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범주를 통해 실 되는지

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기존의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

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보다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의 총합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신하거나,혹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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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차원으로 수용하여 교수 개선을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본고에서는 교과 내용 지식,학습자 지식,교육 과정 지

식 등 다양한 교사 지식과 교수·학습 실천에 향을 미치는 교수 요소들을 통합하는

기제로서,교수·학습 구성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자의 핵심 지식 체계로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규정한다.그리고 교수학 내용 지식이 하나의 교수 방법 혹은 방

안이 아니라 교사의 문 인 ‘지식 체계’라는 을 밝히고 그것의 실제 범주를 제시하

고자 한다.이를 해 먼 ‘교수학 내용 지식’과 교수학 내용 지식에 ‘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을 구분하고,이러한 ‘여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제시하 는데 특히 정의 요

소와 메타 자기 인식 요소에 한 인식을 강조하 다.그런 다음 문법 교수 상을

분석하여 교수 실천으로 드러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체 인 수행 범주를 체계

으로 제시함으로써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 다.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교사를 상으로 개

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실 이유와,그것의 본성이 개인 이며 경

험 으로 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식 역이라는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인

간의 행 는 합의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더구나 제도권 내의 교육은 일정한

방향성을 공유한 채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한 모든 지식 체계는 공동체와 그 구성

원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재구성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논의와 합의를 한 노력이 끊임없이 반복·지속될 때 비로소 학문 체계화가

가능해진다.본 연구는 문법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통해 지 까지 연구가 활

발하지 않았던 문법 교수·학습 역과 교수 주체에 주목함으로써 문법 교육 상을 이

해하고 진단하고 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틀을 제시하 다는 데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교수학 내용 지식,PCK,문법 교육,문법 교수·학습,교수 지식,교사 지식

학 번:2011-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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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는 교육의 경험을 통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 지 못한 교사가 있다는 것

을 알고 있다.그리고 어떠한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당 교과에 한 태도와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물론 이때의 ‘잘 가르치는 교사’는 매우 모호

하고 의 인 표 이다.‘잘’가르친다는 것은 시 마다 혹은 집단마다 다르게 합의되

는 가치의 문제이며,학습 효과나 태도 역시 주 인 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럼

에도 우리는 여 히 ‘잘 가르치는 교사’에 해 이야기하고 물으며,끊임없이 교사로서

의 지향 으로 그것을 추구한다.1)그 다면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질문의 본

질은 결국 교수자에게 기 하는 교수 능력,즉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문 능력에

한 것이며,구체 으로 교사의 어떤 능력이 이와 같은 단의 기 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문 능력이 무엇인가에 한 논의는 교사론에서 다루어 온

가장 기본 이고 오래된 질문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지 이 시 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교육의 본질과 그 상(像)속에서 우리가 교사에

게 부여해 온 역할이 정당한가 혹은 내 으로 정합한가에 한 반성2)이 필요하기 때문

1)교사가 스스로 지향하는 이상 인 교사상,그리고 학습자가 실 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는 교사의

모습,한 사회가 기 하는 교사의 역량을 이보다 더 총체 이고 하게 표 한 것도 찾기 힘들

다.교육이라는 상이 나타난 이래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교사의 이상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 논하여 왔다.그럼에도 여 히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문이 발 하고 시

의 교육 합의가 달라짐에 따라 이 역시 새로운 에서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핵

심 인 교육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본고에서는 시 의 교사 역량은 교과 학문 내에서

문 으로 논의되어야 하며,그 핵심에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PCK)이 치하고 있고,문법 교

육에서 이에 한 이론 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국어 교과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논

의의 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이에 한 내용은 차차 논의가 개되겠지만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먼 ‘정당한가’의 문제는 구성

주의의 기조 아래 개된 학습자 심 교육에 한 태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소외되었던 학습자

들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게 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이라는 것을 학습자 개개인의

내 성장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의도치 않았을지라도

동시에 교수자를 교육의 주체에서 멀리하는 결과를 낳았다.이는 교사의 주체성에 한 논의가 곧

기존의 교사 심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가 되는 상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제도권

내의 교육에서 교수·학습의 문제는 학습자와 교수자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근할 수 없으며,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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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둘째,교사론을 심으로 이루어져 온 이러한 논의를 교과 교육학에서 개별 학문

의 내 논리에 따라 주체 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발 시켜 왔는가에 한 냉철하고도

반성 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궁극 으로는 자의 반성 속에서 후자

에 답하고자 하는 목 을 지닌다.

먼 지 까지 우리가 교사에게 기 해 온 교사의 능력 는 역할이 무엇이었고,그

것이 재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이나 핵심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해 반성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 까지 우리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서

교과 내용이나 학습자에 한 이해,학습 상황 교수 설계에 한 이해 능력 등에

해 논의해 왔다.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해당 교과 내용에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다.

② 그것을 흥미롭게 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힌다.

간단히 말하면 자는 교육 ‘내용’에 한 것이고,후자는 교육 ‘방법’에 한 것이다.

즉,교과 내용과 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그것을 학습자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한 교수법으로 쉽고 흥미롭게 달할 수 있는 능력,그것이 곧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교수 능력이라 여겨 왔다.문법 교육 역시 문법 지식을 풍부히 갖추고 이를 수업 시간

에 흥미롭게3) 달할 수 있는 능력이 문법 교수자로서의 이상 인 교수 능력이라 상정

(想定)해 왔다.그 다면 만약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거나 혹

은 교사가 문법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은 둘 하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교수자가 련 내용에 한 문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아

니면 그것을 흥미롭게 달할 수 있는 한 교수법을 익히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38명의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상으로 문법 교육 반에 한 인

식 조사를 실시하 는데,‘평소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느끼

시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70% 이상의 교사가 3 이상의 척도를

를 심으로 바라보는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두 축의 주체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다

음으로 ‘정합한가’는 이와 련하여 생되는 문제로,우리가 기 하고 있는 교사상과 그들에게 부

여한 교사의 역할이 서로 부합하고 있는가에 한 반성이다.다시 말해 구성주의 이후 인간,즉 주

체 심의 교육을 이상 가치로 삼으면서도 실제 실 속에서 교사에게 부여된 역할은 이미 ‘주어

진’교육 내용을 충실히 ‘달’해 주는 존재로 교사를 규정해 온 데 따른 문제의식이다.

3)이때의 ‘흥미’는 호기심과 재미뿐이 아닌 지 (학문 )앎과 련된 흥미를 포함한다.주세형

(2008:77)에서는 그동안 교수·학습 상황에서 요구되는 ‘흥미’를 단순히 ‘재미’정도의 의미역으로

치해 왔던 것을 문제로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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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 다.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문법 교육 내용에 해 (교사인)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100%의 교사가 3 (보통)이상을 선

택했다.4)그러나 동일한 피조사자들을 상으로 ‘문법 수업을 할 때 체로 (학생이)수

업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3 이상을 택한 교사는 50%에 그

쳤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결국 ‘학습자들이 문법 교육에 흥미를 갖

기 해서는 효과 인 문법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즉,교사는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문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흥미롭게

달할 수 있는 기법이 부족하여 문법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5)

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어 교사들이 문법 지식을 흥미롭게 달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고민한다.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토론이나 탐구 학습6)등의 교수·

학습 방법을 문법 교수·학습에 용해 보기도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와의 친 도

를 강화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국어 교사들은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빈곤을 느끼며 이에 해 고민한다.그 다

면 문법 역만의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이 게 내용과 착된 교

수·학습 방법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문법 지식을 갖춤과 동시

에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면 그것으로 문법 교사로서의 문 능력을 갖추

었다 말할 수 있는가?이러한 질문에 구체 으로 답하기 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라는 이분법 사고와 교사의 교수 능력의 본질에 해 처음부터 시각을 달리 하여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 ,앞서 제시한 ①과 ②의 구분에 한 타당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심

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①,②와 같은 구분은 기본 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별개의

상으로 구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이는 일반 교육학 역에서 교과를 제하지

않고 교육에 한 일반 이고 추상 인 논의를 하기 한 구분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이때의 교수·학습 방법을 단지 교수 기법(technique)으로 좁게 설정하면 충분하지는

4)참고로 척도 4 이상을 선택한 교사는 77%이다.

5)이러한 의견은 참여 교사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 되게 나타났다.문법 교육의

문제는 ‘어려운 문법 지식’을 ‘쉽고 재 게 가르칠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

이다.여기에서 흥미로운 교수 방법으로 기 하는 바가 무엇인지, 는 부재의 원인을 교사 자신에

게 두어야 하는지 연구 차원에서의 개발 부족으로 보는지 등의 문제는 우선 제외하도록 한다.조

더 근본 인 문제의 핵심은 ‘문법 지식’을 곧 ‘교육 내용’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교수자의 과,교

수자가 자신을 동료 교사나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일반 인 교수 방법에 의해 그 지식( 는 내용)

을 달하는 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다.

6)이때의 탐구 학습은 보편 인 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탐구 활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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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구분은 가능하다.7)그러나 실제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개별 교과에서 이와 같은

구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즉,개별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서는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앞에서와 같이 이분법 으로 구별되기 어려운데,이는 교육 내

용이 교수 실천 국면에서 교육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해 다시 재구성되기 때문이

다.8)이 게 재구성되는 실제 교육 내용은 그 자체가 교육을 한 ‘방법 성격으로

서의 내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그리고 이와 같이 교수·학습을 해 교육 내용이 재구

성되는 지 에서 교수자의 실제 인 교수 능력이 결정된다.9)좀 더 구체 인 수업 상황

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문법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

법 지식을 동원하여 이를 설명 가능한 도식으로 재구조화하고,교육 내용의 횡 ·종

계 학습자의 인지 수 ,과거 학습 경험 등에 맞추어 이를 교수·학습이 가능한 내

용으로 재구성해 나간다.10)이 게 재구성된 실제 교육 내용은 그 자체로 교육 내용

임과 동시에 교수·학습을 한 방법 성격을 갖는다.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가 설

명 도식을 재구조화하거나 이를 언어화하는 데 개입하는,그리고 학습자의 개념 형성을

해 비유 표 을 사용하거나 활동을 구상하는 데 개입하는 교수자의 지식이 바로

‘교수학 내용 지식(PedagogicalContentKnowledge)’이다.즉,교수학 내용 지식

(PCK)은 교수·학습 국면에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 내는 데 개입하는 교수자의 방법

지식으로11)실제 이고 실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로서 교수자의 교수

7)‘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기존의 ‘교육 내용’과 ‘교수 기법’의 구분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교수·학습

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것은 이후에 언 되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내용’구성에

한 것이다.

8)교수자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와 함께 문법 지식을 재구성해 나간다.학습자가 문법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수자의 설명 도식이 학습자의 인지 인 흐름을 공유

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표상되는 방식이 지극히 추상 이고 혹은 학습자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즉,‘①제공된 교육 내용’도 아니고 ‘②흥미로운 교수 기법’도 아닌,그 무언가가

①과 ② 사이에 존재한다.그것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는 교

육 내용에 한 것이며,동시에 그것을 구성해 내는 방법에 한 것이다.

9)교수·학습 실천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으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지식에

한 논의는 교사론 차원이 아닌 개별 교과 차원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10)이 과정에서 생성된 교육 내용은 교재의 내용과도 교수자의 개인 문법 지식과도 동일하지 않은

데,뒤에서 자세히 언 하겠지만 본 논의에서는 그것을 ‘교재 내용’이나 교수자 개인의 ‘문법 지식’

과 변별하여 교수자의 ‘문법 교과 내용 지식’으로 개념화하여 다룬다.

11)학습자 역시 실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개인의 지식 구성에

여하는 방법 지식을 획득하게 되거나 혹은 활용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본 논의는 교육의 문제

를 교수자 차원에서 근하고 그 안을 제시하려는 논의로 이에 해 깊이 논의하기는 어렵다.

학습자 지식 구성에 한 논의는 이 희(2015)와 같은 논의를 통해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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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授)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인 교사 지식이라 할 수 있다.12)

‘교수학 내용 지식(PCK)’은 기존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라는 이원 사고로는

명확히 그 상을 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가 교

육 내용에 한 것이자,그것을 재구성하기 한 방법 지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교육 내용과 방법에 한 이원 구분이 갖는 문제에 해 듀이(Dewey)는 교육

방법은 교과 내용에 외부 으로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 안에 방법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지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박균섭 외,2003:73).이러한 문제

를 구체 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과 련지은 슐만(Shulman)은 ‘순 한 내용 지식

(merecontentknowledge)’과 ‘내용 무 기술(content-freeskill)’은 교육 으로 유용하

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양자를 통합한 교수학 내용 지식(pedagogicalcontent

knowledge)을 제안하 다(양미경,2009:46)13).

이와 같이 교수학 내용 지식은 그동안 경험 으로는 그 실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도 포착하기 어려웠던 교수자의 교수 수행 능력에 한 개념으로,주체 으로 교육 내

용을 구성해 나가는14)교사의 교수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이는 한 교수·학습에

한 문제를 개별 교과나 역으로 끌고 들어와 교수자의 교수 능력이 교과 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따라서 이에 한 논의는 근본

으로 개별 교과 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수자의 문성과 주체성을 논의하고 교수

자의 주체성 회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제한다. 한 교수학

내용 지식(PCK)은 학습자 심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인 교육 내용이 교수·학

12) 를 들어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 분류 단 이다.’와 같은 지식이 문법 지식

이라면,‘등 학습자들에게 문장 성분을 가르치기 해서는 먼 ‘어 ’단 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든지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 지어 언어를 인식하는 단 와 함께 분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와 같은 지식, 는 ‘기능 분류 단 를 설명하기 해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혹은 ‘문장 성분의 종류를 개별 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서술어를 심으로 하여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는 정보)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효과 이

다.’와 같이 교수·학습 맥락에서 작용하는 방법 이고 경험 인 지식이 교수학 내용 지식(PCK)

에 해당한다.

13)문법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룬 논의로 주세형(2008)이 있다.주

세형(2008:74)은 이정숙(2005)의 논의를 빌려 ‘수업은 교육 방법이고 교육 내용은 교육 과정의 문

제일 뿐이라고 단순히 등치시켜 온 그간의 경향에 해 비 ’하면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문법

수업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다.

14)교사의 주체성 문제는 ‘교사 심 교육’이나 ‘학습자 심 교육’과 직 인 인과 계를 맺고 있지

않다.이는 지식을 달되어야 하는 보편 진리 혹은 상으로 보느냐 개별 으로 구성되어 가는

구성체로 보느냐와 더 긴 한 계를 맺는다.따라서 오히려 학습자 심 교육에서 더욱 천착해야

할 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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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실천 국면에서 새로이 재구성된다는 을 취한다.15)구성주의가 교육에서 학습

자를 교육의 심에 놓고 주체 심의 교육에 주목하게 한 패러다임 환이었다고 한

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의 다른 주체인 교수자에 주목하게 한 계기가 바로 교수

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PCK)’이라는 개념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수 능력에 한 논의가 교과 심으로,그리고 교육의 주체 심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을 취함으로써 국어 교과 차원에서의 학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 으로는 문법 교육을 상으로 하여 그 이론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논의

이다.문법 교육은 문법 지식이 교육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역으로 그동안 내용학이

그 자체로 교육 내용으로 체되거나 어도 그 다고 인식되어 온 역이다.따라서

문법 교수·학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를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서 재구성해 나가느

냐 하는 문제는 문법 교수·학습의 핵심이자 문법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 지 이

기도 하다.이러한 이유로 특히 다른 역에 비해 이에 한 연구와 실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수자 자신이나 교육 연구자들 모두 이에 해 진

지하게 근하기 어려웠던 역이기도 하다.16)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 을 설정하여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교수자의 문성과 교수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교사 지식으로서 교수학

내용 지식(PCK)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한다.

둘째,문법 역의 교수학 내용 지식(PCK)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 제반 요소들을 이론 으로 체계화·상세화한다.

셋째,문법 교수·학습에서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PCK)이 구 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천 범주를 제시한다.

15)이와 같은 에서 ‘교육 내용 구성’이라는 것은 다층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

우 먼 교육 과정 구성 단계에서 핵심 교육 내용의 선별을 심으로 교육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

다.그리고 교재 집필 단계에서 교재라는 제한된 지면 내에서 그것을 텍스트로 구성하는,내용 기

술 차원 심의 교육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국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한 번 실제 인 교육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다.이는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는 는 하게 되는 실제 인 교육 내용으로,교육 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

이나 교과서에 기술된 설명 텍스트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6) 한 국어과 내의 세부 역은 언어 총체성이라는 언어 사용 반의 보편 특성을 공유하면서

도 본질 으로 각기 다분히 이질 인 지식 역을 구축하고 하고 있어 국어과의 교수학 내용

지식은 기본 으로 세부 역별로 역 특수성을 드러내며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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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를 한 론적 전제 III. 문법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구현 양상 

IV. 문법 교  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  

범주 및 실제

⚫ 수학적 내용 지식  개

 탐색

⚫연  점 및 태도 정립

⚫ 수학적 내용 지식 

에 여하는 여 요  

체계화

▶

⚫사례 

 - 수 별, 여 요 별

⚫ 현 양상  통한 

문법 수학적 내용 지식 

탐색

 ▶

⚫문법  한 수학

적 내용 지식  실체 규

⚫절차적 지식  특  고

려한 수 수행 심  범

주화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논의는 직 으로는 문법 교수자의 무엇이,어떠한 지

식 혹은 태도가 문법 교수자로서의 문 능력으로 발 되는가에 답하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이러한 논의는 본질 으로 교과 교육을 심으로 교수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교수자로서의 주체성과 문성을 확보하여 그 상을 공고히 해 나가는 일이며,

부가 으로는 교사 양성 교사 장학을 한 기본 인 틀이자 이론 토 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교수학 내용 지식(PCK)은 여타 다른 교사 지식과

교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실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표상화하는 기제로,교수 실천

에 직 작용하는 지식 체계이다.이는 단순히 략 차원의 교수 기법이 아닌,교수에

여하는 교과 련 지식이자 수행 지식이며,교육 태도 가치 등의 요소를 고려하

여 교수자가 교수·학습을 구성해 내는 데 동원되는 방법 지식이자 실천 지식을 나

타내는 개념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PCK)의 개

념과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그동안 병렬 으로 제시되어 온 교사 지식 교수 요소들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을 심으로 체계화하고,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PCK)의 구체 이고 실천 인 범주를 제시할 것이다.이를 통해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PCK)을 논의 가능한 이론 범주로 정리하여 교수·학습의 에

서 문법 교육이 가진 다양한 문제에 근할 수 있는 실제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논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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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 연구

교수학 내용 지식(PCK)은 교육 실천에 있어 교육 과정에 한 교사의 주체 인 사

고와 태도,그리고 교육 내용 재구성에 한 교수자의 극성을 요하는 개념이다.따라

서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통해 교육 실천의 장에서 문법 교육의 질 성장을 도

모하고자 하는 본 논의에서는 먼 교사의 역할 문성에 한 그간의 논의를 살핀

후 이어지는 맥락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선행 연구를 짚어 보려고 한다.

2.1.교사의 역할과 교수 문성에 한 연구

교육의 실행 혹은 실천가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그 요성에 한 논의는 교육의 철학

기조가 달라질 때마다 혹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 으로든 사회 으로든 교육에 한

개 요구가 두될 때마다 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교사의 문성에 한 논

의는 각 시 사회가 직면한 학교교육의 문제 을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 에서 이루어지는데(박순경,2003:76)17),이경진 외(2005:68)에서는 1990년 이 에

는 교사를 단지 지식을 달하는 수동 인 존재로 인식해 왔다는 을 지 하고 변화의

움직임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신해우 외(1998)에서는 이와 같이 1990년 후반의

교육 상황에서 그간의 교육 과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사 역할 의 변천을 정리하 는

데 교과 심 교육 과정에서 교수자는 달자 는 조장자 역할을 담당했으며 경험

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자발 인 학습을 지도하는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그리

고 학문 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을 개선하고 처방하기 해 학습자가 교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바 어 왔음을 논

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변천 속에서 교육 장의 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과정이 교

육 장에 용되기 해서는 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

다(신해우 외,1998:12)고 제안하고 있다.이와 같이 1990년 이후 달라진 교사상,즉

17)박순경(2003:76)에서는 도일(Doyle,1991)의 논의를 빌려 각 시 마다 교육에 한 에 따라 행

정가로서의 교사,연구자로서의 교사,인성 지도자로서의 교사,교육 신의 주도자로서의 교사,

반성 문인으로서의 교사 등으로 교사의 문성이 규명되어 왔다는 을 언 하고 있다.물론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 문성의 개념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 어디에 무게를

더 싣느냐의 문제이다.그 다면 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사의 어떠한 능력에 좀 더 집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그리고 우리가 기 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과 그들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문성,혹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비 교사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사의 문성 교육이 서로

제 로 맞물리고 있는지도 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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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사회 으로 기 하는 교사의 역할은 교육 과정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매개

체로 교육 과정과 교과서,교사용 지도서를 자신의 해석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그러한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실행하는 것(이경진 외,2005::70-71)으로 변화하 다.이윤미

(2005)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과 문성에 한 환을 역사 으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1980년 이후 교육의 질을 교원의 질과 연 시켜 논의하려는

경향이 세계 으로 일어났으며 그러한 향하에 우리나라에도 1990년 후반 이후 교사

의 역할과 문성에 한 논의가 다양하게 개되어 왔다는 것(이윤미,2005:77)을 짚고

있다.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제6차 교육 과정과 제7차 교육 과정에 직 인 향을 끼

쳤다.18)

우리나라에서 2000년 활발히 개된 교사의 문성 즉, 문가로서의 교사의 역량

문제에 한 논의는 구체 으로 구성주의 교육의 흐름과 하게 연 되어 있다.듀이

의 교육론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교사는 ‘학습자(learner), 지 지도자

(intellectualleader),동반자 안내자(partnerandguide), 명한 부모(wiseparent),

사회 사자(socialservant), 언자(prophet),의사(physician),공학기술자(engineer),개

척자(pioneer), 술가(artist)’로서의 역할 등 넓고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SimpsonandJackson,1997,박균섭 외,2003:66재인용).교사의 자율 이고 극 인

교수 활동에 해 다양한 각도에서 그 역할을 언 한 듀이는 교사가 교수 방법과 같은

애한 문제에만 심을 갖는 것은 곧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 하면

서(박균섭 외,2003:80),교사의 지 능력, 문 지식,사회 신념 등의 요성을 강조

하 다.철 히 학생 심으로 운 되는 교육 과정일수록 교사의 자율성과 지 탐구,

그리고 교수자로서 문성이 더 요하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직 인 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사의 역할이 보다 요하게 두되면서

이에 따라 교사의 문 능력이 무엇인가에 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문 ,

1997;김민환,1999;김인,2003;박순경,2003;소경희,2003등).그러나 교사의 문

능력에 해 그 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들은 많았지만 선언 주장

18)6차 교육 과정은 ‘학교 심’교육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한승희(1995:39)에서는 6차 교육 과

정에서의 학교 심 교육 과정은 교사를 교육 과정의 핵심 치로 등장시켰으나 아쉽게도 그 정

체를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 다고 말하고 있다.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를 보다 극

으로 고려하고 있는데,‘학교의 경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문가의 치에 서도록 지역과 학교의 특성,자율성,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

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교육부,1997)’과 같은 내용은 7차 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과 련된 결정들을 학교와 교사에게 이양하고 교사의 능력에 교육 과정을 맡기고자 한

다는 것을 말해 다(이경진 외,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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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서 구체 으로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어떠한 교사의 지

식이나 태도 혹은 무엇이 교사의 문성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해 구체 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는 빈곤했다.박순경(2003)은 교사 문성에 한 논의에서 교사의 개인 ·실

천 지식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제 로 발굴해 오지 못한 을 비 하면서 그에 한

안으로 교사의 지식에 한 내러티 탐구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이와 같은 논의

는 교사의 문성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며 교사의 지식을

개인 인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에서

교사의 문성을 바라보았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 을 보인다.그러나 실제 으로 그것

이 어떻게 교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지는 못하 는데,이는 이러한 연구가

구체 인 교과 내용과 련되지 않는 한 그 논의 범주가 본질 으로 제한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과를 심으로 교수자의 주체 인 교수 능력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교수학 변환에 한 연구와 교수학 내용 지식(PCK)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교수학 변환에 한 연구는 1990년 후반과 2000년 반에

주로 수학과를 심으로 활발히 개되었는데 국어과에서 교수학 변환을 다룬 논의는

심 택(2002),심 택(2004),정지은(2007),박용권(2005),최웅환(2009),김 수(2010),김

부연(2014)등을 살펴볼 수 있다.심 택(2002:166)에서는 결국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

생이 살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제안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칠 지

식19)을 최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 다.이러한 지 은

교사의 역할이나 문성을 그 이 보다는 한 단계 더 극 인 치에 놓고 그 요성

을 나타내고 있지만 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실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능동 인 교

육 주체라는 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정도성에서 차이가 난다 하더

라도 교사는 학문 지식과 교재의 내용과는 다른,실제 교수·학습에서 가르칠 지식

을 스스로 구성해 내는 존재이다.

교수학 변환은 기본 으로 교사의 문성이나 주체 역할보다는 교육 내용이 되는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무게 심을 둔다.‘교수학 내용 지식20)’이 교과 지식

19)이때의 ‘가르칠 지식’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뜻한다.본 연구에서는 가르칠 지식을

교과서 즉 ‘교재의 내용’과 교수자가 재구성한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으로 분리하여 다룬다.이는

교수자가 교재의 내용을 해석하고 재구성해 내어 실제로 가르칠 내용을 다시 구성해 내는 주체임

을 보이고 그러한 지 에서 교수자의 문성과 능력을 논한다는 에서 이 논의와 차별 을 지

닌다.

20)인용된 주세형(2008)에서는 PCK를 ‘교수 내용 지식’,‘교수 내용 지식’,‘내용 교수법’으로 번역하

여 사용하 으나 본고에서는 용어 통일을 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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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수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반면,‘교수학 변환 연구’는 교과 지식 자체에 강조를

둔다(주세형,2008:75)는 데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는 지식을 바라보는

인식론 인 문제와도 긴 히 연 되는데,교수학 변환에서는 지식이 교수·학습 맥락에

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환되는가 혹은 변환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하면서 가르쳐야 할

내용 혹은 지식을 암묵 으로 상정하는 태도를 취한다.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이

양’이나 ‘손’,‘왜곡’과 같은 개념어을 통해 드러난다.그러나 교수자의 ‘교수학 고안’

에 주목했다는 은 교수자의 주체 교수 활동에 이 보다 주목하는 과정으로서 의의

를 가지며,학자의 탐구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유도하는 교수자의 태도는 문법 교육에서

의 학습자 심 교육,그리고 문법 탐구 경험을 교육 내용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는 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한 교

수학이 교과 교육학에서 독립된 연구 상이 될 것이라는 을 상한 심 택(2004)의

논의는 국어 교과에서 교수학을 진지하게 다룬 선구 연구라 할 수 있다.

교수학 변환에 한 논의와 함께 교과 교육에서 실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이나 문성을 논하는 것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PCK)에 한 논의가 있다.교수

학 내용 지식은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자의 고유한 문 지식을 직 논의 상

으로 삼은 것으로 교수자의 정체성이나 문성에 보다 을 맞춘 논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에 들어와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 으며 국어과에서는 2000

년 후반부터 논의의 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 다.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선행

연구는 다음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2.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

1980년 이후 교사의 문성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슐만(Lee.S.Shulman)은 처음으로 교사의 문 지식으로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개념

화하고 정의하 다.이미 그 에도 교수 실천에 여하는 방법 기제로서 교사의

문 지식 역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교수 지식과 변별하고 정의하여

학술 개념으로 정립한 것은 슐만(1986,1987)의 논의가 본격 이라 할 수 있다.이후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하나는 교

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이나 본질,작용 범주나 기제,다른 교수 지식과의 계 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고,다른 하나는 교수·학습 장에서 직 용 가능한 교수법의

개발 맥락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연구들이다.물론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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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방향의 연구는 어느 지 에서 을 갖고 있으며,교수학 내용 지식의 속성상

연구가 진행될수록 서로 더 깊이 여하게 되면서 서로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발 하게

될 것이다.본 연구는 자에 가까운 연구이나 한편으로는 교과 역 특수성을 안고

근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으며,구체 범주화를 통해 실천 가능한 틀을 세운다는

에서 후자와도 긴 히 련된다.

(1)교수학 내용 지식의 이론화 체계화 연구

슐만(Shulman,1986)은 교수자의 문성 신장을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상정하고 주창한 연구이다.그 뒤 슐만(Shulman,1987)은 교사 지

식을 다시 7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그 지식들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교사가 가

진 핵심 지식으로 기술하 다21).이 연구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 병

렬 으로 제시되긴 했지만,여타 다른 교수 지식과 변별되는,교수 지식의 통합

(integration)과 변형(transformation)을 꾀하는 지식으로 명확히 기술되고 있다.슐만의

논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교사의 문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식으로 부각시켰다는

,논의 가능한 학문 개념어로 제안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22).

뒤이은 연구들 그로스만(Grossman,1990)역시 교사 지식의 역을 ‘일반 교수 지식

(gerneralpedagogicalknowledge),교과 내용 지식(subjectmatterknowledge),내용 교

수 지식(pedagogicalcontentknowledge),맥락 는 상황 지식(contextknowledge)’으로

제시하면서 이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향력

이 큰 교사 지식이라는 데 주목한 연구이다.이와 같은 기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

념에 한 논의들 마르크스(Marks,1990)의 논의도 흥미로운데,교과 내용 지식과 일

반 교수 지식의 연속체 속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교수 합성에 따른 교사 지식의

한 지 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특징 이다.이러한 논의는 교수 실 을 매우 평면

으로 단순화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교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과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교사 지식의 역이라는 을 잘 보

여 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이어진 뉴섬(Newsome,1999)의 논의는 앞서의 논의들처럼 교수학 내용 지식이 실

제 교수 상황에서 교사 문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식이라는 데 주목하고 교수학 내용

21) 련 내용은 II장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22)슐만(Shulman,1987:8)은 그의 논 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른 교수 지식들과는 달리 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식이자,교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이라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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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교사 지식의 화합물과 혼합물로서 표 하면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이러한 특

성을 조 더 구체화한 연구라 할 수 있다.뉴섬(2001)은 더 나아가 교수학 내용 지식

에 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실제 교수 상황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이 다른 교

사 지식들과 어떠한 계를 맺게 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하 다.교수학 내용 지식이

다른 교사 지식과 갖는 계를 도식화하여 보이는 것은 실제로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떠한 범주에서 실체화되는가를 보다 명확히 나타내 보이는 데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뉴섬(2001)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다양한 을 검토하

고 실제 과학 교수 상황에서 구성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복합 인 요소들에 해

이론 으로 구체화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그러나 뉴섬 역시 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가 실제 어떤 범주로 구 되는가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다시 말해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즉 학습자 지식이나 교

재 내용 지식,맥락 지식 등이 교수학 내용 지식의 직 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 교

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즉 여하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이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인 것으로 오해되어 제시되는 것의 문제이다.

학습자 지식이나 교재 내용 지식,맥락 지식과 같은 여타 다른 교사 지식은 다른 교

사 지식인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지만 그것이 곧 교수학 내용 지

식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그간의 많은 논의들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양한 교사 지식 하나로 과 동시에 교수학 내용 지식을 여타 교수

지식의 총합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이러한 혼동은 결국 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에 해서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3)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 는 교수학 내용 지식과

다른 교사 지식 간의 계 혹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밝

히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즉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가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 교사 지식인지에 한 이론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먼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지식이나 요소,즉 ‘여 지식 혹은 요소’들을 체계화한 후 그것을 통해 구성된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떻게 실체화되는지 어떠한 범주로 구 되는지를 구체화해야 교

수학 내용 지식을 이론 논의 상으로 끌어올 수 있다.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교

23)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시 다른 교사 지식들

이나 여 요소들로 해체하여 보여 주는 데 그칠 뿐,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떠한 층 에서 어떻

게 수업을 구성하는 지식인지,어떠한 범주로 구 되는 지식인지,그 실체를 나타내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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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내용 지식에 한 앞선 논의들에서 밝히고 있듯 그 속성상 교과나 역 특수

인 상황에서 가능하다.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이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것은 2000년 에 들어와서이다.

손민호(2002),김자 외(2003),이정선(2005),김민정(2006)과 같은 논의는 교사의 ‘실천

지식’의 요성에 주목하고,교육 과정 운 반과 학습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실행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실천 지식이 무엇인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이다.이러한 논의에서 교사의 ‘실천 지식’은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그간의 논의들을 실천 지

식의 한 범주로 수용하고 있다.그러나 ‘실천 ’이라는 용어는 지식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 으로,학문 으로 상화하기에는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 인 부분이 있어 이 두

개념이 온 히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수학과와 과학과를 심으로 수용된 교수학 내용 지식 련 논의들

은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과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 논의

들이다.이와 같은 논의는 세부 단원별로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구체화되는 상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이고 있는 연구들로 이경은(2007),최혜 (2011)과 같은 학 논문이 주를

이루는데,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이나 구성에 한 심도 있는 고찰이나 이론 체계

화보다는 기존의 논 들을 심으로 분석 틀을 세우고 실제 수업을 교수학 내용 지식

의 에서 근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이론 으로 체계화하려는 연구들은 교

수학 내용 지식의 본질과 속성을 밝힘으로써 학문 논의의 터를 마련하는 데 목 을

둔다.이론의 요성은 상을 측할 수 있고 논의를 통해 발 가능하도록 틀을 제공

한다는 에 있다고 할 때,문법 교육 역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이론 으로 체

계화하려는 본고의 목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교과별로 수용된 교

수학 내용 지식 련 논의들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교수 개선을 한 교수법 개발

의 맥락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하다.

(2)교수학 내용 지식을 활용한 교수 개선 연구

많은 논의들이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교사의 문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식이자 교수·

학습 실천 국면에 작용하는 교사 지식이라는 데 동의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 개

념 정의가 아닌,구체 실 국면에서 구 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논의 상으로 할

때 그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이와 다르게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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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를 들어 스미스(Smith,1999)의 경우 교수학 내용 지식을 사례나 비유,표

상 수단에 한 지식이라 정의하 는데 이러한 정의는 앞에서 살핀 교수학 내용 지식

의 이론화 논의들에 비하면 교수학 내용 지식을 매우 좁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내의 교수 개선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들은 그 실 범주

의 범 를 명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 개는 이처럼 교수학 내용 지식을 좁은 의미로

수용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교수 개선에 을 두고 진행된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에는 표 으로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이래 ·

등학교의 교실 수업 개선을 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개설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하고 장 교사들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교사의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교수학 내용 지식

련 연구 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업 컨설 을 목 으로 실시되었다.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이 본격 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에 실시된 이화진 외(2005)의 “KICE교

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 :내용 교수법(교수학 내용 지식) 온라인 수업장

학 지원 로그램 개발을 심으로”연구에서이다.이 연구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내용 교수법’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는데,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신하는 용어로,

일반 교수법과 달리 ‘교과별 내용 교수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즉 일반 인

교수법을 모든 교과에 용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교수학 내용 지

식을 통해 ‘교과’ 문성을 드러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후 2007년에 실시된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별 교수학 내용 지식 개발 연구’

는 각 교과별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연구하여 이를 수업 컨설 로그램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목 을 지닌다.여기에서 이루어진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처방 성격

을 지닌 로그램 혹은 특정 수업 방법이나 유형으로서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수용하고 그것을 수업 컨설 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 하에 수행되었다.

를 들어 과학과에서는 결과물로서 ‘주변 자연 상에 한 학생 나름의 설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수업’,‘논증을 통한 탐구가 있는 수업’등과 같은 교수 방법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유형으로 제시하 고,수학과에서는 ‘수학의 유용성 인식을 목표로 한 수

업’,‘학습자의 오개념 난개념을 극복하기 한 수업’,‘다양한 방법으로 운 하는 수

별 수업’등과 같은 결과물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로 제시하 다.이와 같은 연

구는 수업 컨설 을 한 연구로는 직 인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결과물이 수업

유형인지 교수학 내용 지식의 유형인지,혹은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인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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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지 않았고 게다가 제시된 각각의 유형 혹은 범주의 층 가 서로 달라 일정한 기

이나 체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24).

국어 교과를 상으로 이루어진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로는 주세형(2008),송 정

(2009),김경주(2010),박태호(2011),김병수(2013)등이 있으며,이 주세형(2008)과 송

정(2009)25)이 문법 역을 상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룬 논의이다.주세형

(2008)에서는 상호작용이나 배려,자유로운 사고가 일어나기 어려운 문법 교실의 문제를

지 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략으로서 활용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주세형(2008)은 교사의 수업 문성의 핵심으로서 교수학 내

용 지식을 다루었다는 과 교사의 극 인 내용 재구성을 요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 매우 근 해 있다.다음으로 송 정(2009)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특정 학생들의 이해를 진할 수 있도록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한 교사의 지

식’이라고 정의하 다.이 연구는 문법 역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을 정

립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용할 방안을 찾고자 한 데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목

을 갖는다.이와 같은 논의는 국어교육에서 아직 본격 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해 교과 내 논리에 따라 교수학 내용 지식을 이론 으로

근하고자 하 으며,그동안 단순히 기법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던 ‘교수법’이라는

역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연구자 자신도

밝히고 있듯,문법 역의 교육 내용에 한 구체 사항들을 심층 으로 다루지 못하

고,몇 가지 사례 심으로 시를 드는 데 그치고 있어 한계를 보인다.문법 역 안

에서 교육 내용이 구체 으로 어떻게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그러

한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 된 교

수·학습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방법 지식 체계로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 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외에 김병수(2013)는 실제 수업 분석을 통해 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상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로,기존 이론 연구를 고찰하여 교수학 내용

24)교과별 연구에서 국어과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교과별로 수용하

는 양상이나 각 교과별 결과 제시 방법 등을 살펴 더 나은 논의를 이끌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국어과의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은 연구자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

이었다.

25)주세형(2008)과 송 정(2009)모두 PCK를 ‘내용교수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이러한 은 교

수학 내용 지식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보고 있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 인데,앞선

논의는 방법 활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본 논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이론 으로 체계

화하려는 데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17 -

지식 구성 요소를 교과 내용 지식,교수학습 방법 지식,상황 지식으로 정리하고 비

교사 10명과 경력 교사 9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수업 상을 분석한 후 집단 면담을 실

시하고 있다.이 연구는 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이지만 청주교

육 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자기 주도 교수 역량 강화를 해 실시한 일련의 연구

하나의 성과물이라는 에서 궁극 으로는 교수 개선을 목 으로 한 연구라 할 수 있

다.여기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요소별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분

석하고 있어 방법론 차원에서 참조할 만하지만 교수학 내용 지식이 제시한 구성 요소

들의 합이라 보기에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본질이나 실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하며 교

수학 내용 지식 구성 요소를 추출하거나 연구 상이 되는 교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상

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다음으로 김경주(2010)는 국어과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 으로 보여 다.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를 ‘내용 지식 련’,‘방법 지식 련’,‘조건 지식 련’으로 나 고 편지 쓰기 단

원을 로 이를 용한 후 지도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교수학 내용 지식이 내용과

방법이 결합되는 지 에서 발 되는 교사 지식으로 어떠한 원리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을 구체 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본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수학 내용 지

식은 내용이자 곧 방법인 지식이라는 을 갖는다. 김경주(2010)에서 제시한 교수

학 내용 지식의 범주는 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의 범주인가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지식 혹은 범주인가 하는 문제가 여 히 남아 있다.

교과 역으로 들어온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은 특정 교과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거나 교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표상 방식의 하나로 축소되어 이해되는 경

향을 보인다.그러나 이는 교수자만의 문 지식으로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제안하

고 그것을 통해 제고하려던 교수자의 교수 문성을 다시 이 의 상으로 격하하는 것

과 다름없다.교수자는 단순히 ‘교과 내용’을 특정 ‘교수법’으로 표 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수·학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실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해 내는 주체로 이해

되어야 한다.이때 실제 인 교육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교수자의 문 지식 체계로

교수학 내용 지식이 정립되고 그것이 교사의 주체성과 문성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

으로 수용될 때 교수학 내용 지식은 본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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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문법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상으로 그 실체를 규명하고

교수 실천을 심으로 그것을 범주화하여 이론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이를 해 II장

에서는 다양한 교사 지식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을 심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

탕으로 III장에서 실제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발 양상을

찰·분석하여 IV장에서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범주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장에서 교사 지식의 체계화는 문헌 연구로 진행한다.이때 기존의 교수학 내용 지

식 연구 성과 교수학 내용 지식과 함께 다루어지는 교사 지식에 한 분석을 1차

자료로 삼아 그것들의 계를 심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요소를 상

세화하는데,이때 연구자는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교사 지식이나 요소에 특히 정의

역과 메타 자기 인식 요소가 더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를 해 그 체계를

내 요소와 외 요소로 나 고 내 요소를 인지 ,정의 ,메타 자기 인식 요소로

제안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교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그들의 실제 문법 수업을 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일차 으로는 교사별로 문법 지식을 어떻게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하는지,그것을 학습자들과 소통하기 해 어떠한 장치를

동원하는지 등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교사의 방법 지식을 분

석하고,이차 으로 앞서 제시한 여타 교사 지식들이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어떻

게 작용하는지를 찰·분석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사례 연구는 질 연구 방법에 속하

나 사례 선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문법 수업에 한 교사 인식 설문을 사

에 실시하여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한다.이는 질 연구와 양 연구를 보완

으로 활용한 ‘통합연구방법(Mixedmethods)’의 하나이다.통합연구방법은 양 방법과

질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문제 주제에 가장 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자 하는 실용주의 입장의 연구 방법론으로(이 철 외,2013:37)최근 인문 사회 계열

연구에서 활발히 용되고 있는 하나의 방법론 패러다임이기도 하다.본 연구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모르스(Morse)의 우선 -순차 (ThePriority-Sequence)모형

‘질 연구의 사 비(Preliminary)'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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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모르스(Morse)의 우선 순차 모형(이 철 외,2013:59)

의 [그림 1]은 양 연구와 질 연구 무엇을 우선으로 삼는지,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집 하게 되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을 제시한 모르스(Morse)의 통합연구방법 모

형이다.본 연구에서 실시하게 될 문법 수업 사례 분석 연구는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성 원리를 세우기 한 가장 요한 연구 단계로서,논리 인 타당성 실제성·장성

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이에 사례 분석에 우선 (Priority)으

로 무게를 두되,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참여 교사들을 자기 인식을 심으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군의 표 교사를 선정하여 수업 사례를 수집하도록 한다.설문 구성과 교사

유형화 방법 사례 선정 차에 한 구체 인 내용은 III장의 1.1 에서 상술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기술하도록 한다.

설문 조사 시 표본은 단 표본 추출법(judgementsampling)을 실시하여 표집하 다.

단 표본 추출법은 목 표집(purposefulsampling)과 같은 개념으로 사회 과학 연구에

서 무선 표집이 연구 목 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하나이다.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는 문법 교수에 한 교사의 일반 인식을 알

아보려는 목 외에 다음에 이어질 사례 분석 연구에 참여하게 될 교사를 선정하기

한 목 을 우선 으로 가진다. 따라서 문법 수업에 한 자기 효능감 수업에 한



- 20 -

교사의 자기 인식이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2차 연구까지 이어졌

을 경우를 고려할 때 연구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이어야 한다26).이에 연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교사들을 연구자가 직 섭외한 후 연구

자와 한 상자가 자신의 동료 교사 그룹에서 다시 설문 참여자를 선정·섭외하여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덩이 표집(snowballsampling)27)을 실시하 다.이와 같은 방

식의 표집 과정은 교사라는 특정 문직 종사자를 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설문의 질을

보장하고 2차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효과 인 방식이 될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두 가지 목 으로 분석하게 된다.하나는 문법 교수에 한 교사들

의 일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문법 교수에 여하는 요소를 심으

로 교사의 자기 인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다.후자의 결과는 6각 다이어그램을 통

해 제시한 후 형 인 유형에 가까운 교사를 우선순 로 하여 사례 연구 참여자를 선

정한다.사례 연구는 선정된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실에서 평소에 하던 본인의 문법 수

업을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교육’과 련된 내용을 심으로 2차시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 장면은 상 녹화를 실시한다.분석 틀은 II장에서 도출한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성 여 요소28)의 개별 여 양상과 요소 간 개입·작용 양상을 심으로 III장에서 구

체 으로 제시할 것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통합연구방법에서 설문지를 통한 교사 유형화 과정은 그 자체가

논의의 목 이 되지는 않으며,사 설문 조사를 통한 유형화는 질 연구의 사례 분석

에 있어 필연 인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이다.다시 말해 A29)유형의 교사의

수업에 한 질 분석의 결과로서 나오는 어떠한 특성이나 교사 지식이 반드시 A유

26)이를 해 서울시 소재 12개 학교 12명의 국어 교사와 먼 한 후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가 자신의 동료 그룹에게 설문 참여를 유도하여 총 70명의 학교 국어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 다.

27) 덩이 표집은 연구자가 먼 소수의 응답자를 한 후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를 소개하여 응답

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다.무작 표집이 아닌 계로 모집단의 일반 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 한

계가 있지만,본 연구는 본질 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 일반화를 도출하는 양 연

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으므로,연구 목 상 이와 같은 표집 방법이 설문의 질을 담보하고 2차 연

구로 나아가는 데 더 효과 이라 단하 다.다만,서울 소재 학교 국어 교사의 인식을 기술하

는 부분을 언 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설문

상 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28)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는 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선정하여 각각이

드러나는 양상을 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요소들은 교수-학습 상황을 구성하거나 혹은 교

수-학습 상황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독립 으로 혹은 서로 복합 으로 결합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한다.

29)여기에서는 임의로 ‘A’를 사용한다.실제로 유형화된 교사는 그 특성에 따라 유형명을 붙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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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속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 지식이나 요소라고 분석 혹은 단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그것은 질 연구의 본질 인 문제와 련된 것으로,질 분

석은 개별 분석에서 연구자의 통찰을 통해 본질에 다가서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입력이

동일한 출력을 가져온다는 식의 논리를 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유형화

를 시도하여 사례 선정의 단계로 활용하는 것은 질 연구에서의 사례 선정 문제에

있어 가능한 한 폭 넓고 다양한 사례를 선정하여 그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한

유형화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특성이 질 분석에서 연구자의 해석에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으며,질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수업 진행 양상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해석은 연구자와 문가 2

인의 논의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다각화(Triangulation)의 방식을 통해 타당성

분석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더하여 사례 분석 후 실시하는 심층 면담 과정

에서 일부 교사는 내러티 탐구(narrativeinquiry)방식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과정에 한 심도 있는 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내러티 에는 연구 참여자의 과 평

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박혜 ,2014:172)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시 여하는 경험

요소를 효과 으로 드러내어 분석 결과를 연구자의 주 해석에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분석 결과를 토 로 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

범주를 구체화한다.여기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이 갖는 차 지식의 특성과 문법

교수 실천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문법 교수·학습 수행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를 시도하고자 한다.연구의 주된 차,방법 상을 표

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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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연구 세부 내용 연구 방법 상

II장

논의를 한 이론

바탕 세우기

▸교수학 내용 지식 개념 재정립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를 한

정립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연

구의 상 정립

▸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

식 구성 여 요소 체계화

⚫문헌 연구

:교수학 내용 지식 련

논의,교수·학습 논의,교

육 인식론 논의,문법 교육

의 내용화 논의,교육 과정

교재 련 논의 등.

⇩ ⇩ ⇩

III장

문법 교사의 교수

학 내용 지식 구

성 사례 분석

(1)설문 조사

▸문법 교수에 한 교사 인식 조사

▸문법 교수에 한 교사의 자기 인식

유형화 → 사례 연구 참여자 선정

(2)사례 분석

▸분석 틀 개발

▸1차:교사별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양상 분석

▸2차: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별 분석

⚫통합연구방법

(Mixedmethods)

⚫(1)목 표집 후 덩이 표

집으로 설문 상자 표집,

교사의 자기 인식을 심으

로 교사 유형화:6각 다이어

그램으로 제시 → 유형별,

사례 연구 참여자 선정

(2) 상 녹화,분석,심층

면담 (일부 내러티 를 활용

한 경험 기술)

⚫다각화(Triangulation)

:연구자, 문가 2인

(+연구 참여자 면담 결과 반 )

⇩ ⇩ ⇩

IV장

문법 교수를 한 교

수학 내용 지식의

실제 범주제안

(1)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

식의 실제 범주 제안

(2)문장 성분 교육을 시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구체화

⚫문헌 연구

⚫다각화(Triangulation)

<표 2>연구의 목 ,세부 내용,방법 상

4.용어 정리

본 논의의 흐름을 보다 명료히 하고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해 본고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한 후 본격 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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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수학 내용 지식,PCK,교수 지식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학습 국면에서 실제 교육 내용을 구성해 내는 데 결

정 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문 인 지식 체계이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육

실천에 작용하는 방법 지식,즉 차 지식의 속성을 가지며 교수자의 정체성을 드

러내는 교사 지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개념은 슐만에 의해 ‘Pedagogical

contentknowledge’로 제안되었는데 여서 ‘PCK’라 하기도 한다.PCK는 교수학 내

용 지식,내용교수지식,교수내용지식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

수학 내용 지식’이 해당 지식의 개념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라 단하 다.그

러나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맥락에 따라 이를 ‘교수(敎授)지식’으로 여 사용하고자 한다.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은 본 연구의 핵심 인 부분으로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

게 될 것이다.

(2)교사 지식,교수 지식

술하 듯 본고에서 ‘교수 지식’은 때때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가리키는 임말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이때 혼동을 피해야 하는 개념이 ‘교사 지식’이다.‘교사 지식’은 일

반 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총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교수학 내용 지식을

포함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 지식,학습자 지식,교육 과정 지식,교재 련 지식

등 교수․학습에 한 다양한 지식을 통칭(統稱)하는 용어이다.

(3)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여 요소

교수학 내용 지식은 하나의 지식 체계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식의 일반 속성

과 같이 이 한 하나의 구성체로 보는 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교수자가 이러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표 이 사용될 것이다.이때 교수학 내용 지

식의 ‘구성 요소’와 구성에 여하는 ‘여 요소’를 변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본고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 인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내용을 2장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학습자 지식,교육 과정 지식,교재 련 지식

등 여타 교사 지식들을 단순히 총합해 놓은 지식 체계가 아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사 지식들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로서 제시하는 개념 오류를 범하지 않

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여타 교사 지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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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교수의 주체자인 교사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는 지식 체계이다.따라서 우리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해 논할 때에는 그것의 실제 인 구 양상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직 으로 상화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다양한 교사 지식을 2장에서 체계화하고,그것

들의 작용 양상과 교수 실천을 고려하여 4장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수행 범

주를 심으로 드러내고자 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규명한 이유는 이러한 범주화가 교수학 내용 지식의 차 지식으로서의 속

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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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이론 제

본 논의는 궁극 으로 교육의 주체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을 바로하고 교수자의 문

능력으로서 교수학 내용 지식이 그 핵심에 치하고 있음을 제안하고,이와 같은 논

의는 교과 교육학으로부터 출발해야 이론 체계화 구체화가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

다.이를 해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과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교육에 한 을

명확히 한 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들과 고려해야 할 교수·학습 요소들을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심으로 다시 체계화하고자 한다.이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극 으

로 반 되지 않았던 정의 요소와 메타 자기 인식 요소를 강조하고 문법 교과를 내

용으로 하여 각각을 상세화하도록 한다.

1.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의 본질

1.1.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

(1)교수자 고유의 문 지식

교수학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라는 개념은 1986년

“Teachers,Teaching,andTeacherEducation”이라는 주제하에 펼쳐진 슐만(LeeS.

Shulman)의 논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물론,교수자의 문성과 문 지식에

해서 이 부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슐만에 의해 교사 지식의 실체에

한 개념화가 이루어진 이후,이때부터 학계에서 본격 으로 이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주로 수학과와 과학과,사회과를 심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슐만(Shulman,1987)은 그의 논 에서 교사의 문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제

시하 다.

① 교과 내용 지식 (contentknowledge)

② 일반 교수 지식 (generalpedagogicalknowledge)

③ 교육 과정 지식 (curriculum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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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용 교수 지식 (pedagogicalcontentknowledge)

⑤ 학습자 지식 (knowledgeoflearnersandtheircharacteristics)

⑥ 교육 맥락 지식 (knowledgeofeducationalcontexts)

⑦교육 목 ,가치,철학,역사에 한 지식 (knowledge ofeducationalend,

purposes,andvaluesandtheirphilosophicalandhistoricalgrounds)

슐만(Sulman,1987:8)은 그의 논 에서 이와 같은 범주 ‘교수학 내용 지식’이 다

른 내용 역 문가와 교사를 구분 짓는 가장 특별한 범주의 지식이라 하 다.그는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해 학습자의 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특정한 주제와 문제,논

의 을 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표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 으며 내용과 교수법의

혼합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즉,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육

목 을 향해 내용 지식과 상황 지식,교육 과정 지식 등을 자신의 철학 기반과 교

육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 심에 따라 히 동원하여 그것을 교수·학습

으로 구성해 내는 방법에 한 지식이며,수업을 통해 구 되는 실천 지식이다.방법

지식의 본질이 그러하듯 교수학 내용 지식 역시 언어 명제들로 그 실체를 드러

낼 수 없다.그러나 부분의 의미 있는 지식은 언어로 명시될 수 없는 형식으로 존재

한다(장상호,1997:29)는 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을 교육 내용 구성의 과정 행

로 이해할 때 교수학 내용 지식은 여타 다른 지식과는 확실히 변별되는 교수 수행의

핵심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슐만이 기에 제시한 의 일곱 가지 교수 지식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

른 교수 지식과 병렬 으로 제시한 탓에 이들이 모두 유사한 차원의 교수 지식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 다.그러나 슐만과 그의 동료들(Wilson,Shulman,& Richert,1987)

은 교수학 내용 지식의 역할과 치를 ‘다른 지식의 통합(integration)과 변형

(transformation)을 꾀하는 지식’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Newsome,2001:3).교수학 내

용 지식은 앞에서 말했듯 여타 다른 교수 지식을 교수·학습으로 구 해 내는 방법 지

식이자 교사의 고유한 문 지식이다.슐만(Shulman,1987:8)은 그의 논 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른 교수 지식들과는 달리 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식이자,교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이라 정의한 바 있다.

그로스만(Grossman,1990)역시 교사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교수학 내

용 지식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여타 지식들을 문 으로 드러내는 데 석이 되는 지

식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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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교수 지식 (generalpedagogicalknowledge)

② 교과 내용 지식 (subjectmatterknowledge)

③ 내용 교수 지식 (pedagogicalcontentknowledge)

④ 맥락 지식 (knowledgeofcontext)

우리는 지 까지 일반 으로 생각해 온 교사 지식,즉 교과 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

학습자 련 지식,일반 교수법 지식 등을 갖추는 것,그리고 학교 상황이나 맥락을 잘

악하는 능력 등이 교수자로서의 문성을 나타내는 핵심인가에 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문가로서의 교수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고려하여 결국 그것을 교육

으로 융합하여 수업 국면에서 가장 한 교육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가르친다는 것은 교사가 갖춘 다양한 지식의 수 과 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어느 정도로,어떠한 지 에서 동원하여 어떻게 구성하여 학습자들에

게 제시하는가와 련되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교수·학습 구성 능력의 핵심에 교수학

내용 지식이 자리한다.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

⦁교과 내용 지식,일반 교수법 지식,상황 지식 등을 교육 목 을 심으로 통합하고 변형하

여 교수·학습 국면에서의 교육 내용화를 이끄는 방법 지식으로,교수자 고유의 문 지식

‘교수학 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교육을 다시 한 번 ‘상 심’에서 ‘주체

심’으로 환시킨 획기 인 사건이다.구성주의가 학습자를 교육의 심에 놓고 학습

자 심의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면,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한 축에 해 주목

하게 한 것이 바로 교수학 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의 등장이다.이것은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한다.학습자 심 교육을 실천하기 해 ‘학습자’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던 그

간의 인식 테두리를 과감히 벗어난 근이기 때문이다.

(2)교사의 실천 지식

교수학 내용 지식은 슐만에 의해 처음 등장하 지만,그 다고 이 에 교사의 실천

지식에 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실천 지식(PPK,PersonalPractical

Knowledge)에 한 연구는 ‘한 교사의 개인 인 그리고 문 인 경험이 자신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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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수업 활동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잠재 으로 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함으

로써 그 교사의 가르침의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는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김 천,2009:341).30)이러한 개념은 교사가 실제 수업 과정에서 자

신이 가진 다양한 배경 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기 지식

을 연구한다는 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와 맞닿아 있다.실제 실천 지식 연구

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표 인 내용 하나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언 한다.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실천 지식(이하 PPK)을 구성하는 자원

하나로 보는 것보다 PPK라는 개념은 교수학 내용 지식이 갖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

는 개념이라고 본다.즉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교사가 갖는 문 지식을 직 으로

상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PPK는 그러한 지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용어인 것이

다.따라서 지식으로서 교과 는 역 특수성을 함께 드러낼 수 있으며,개별 인 경험

이라는 속성에 머무르기보다 상의 구조 체계,작용 원리 등 일반 합의 을 이끌어

내는 연구의 맥락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이 보다 직 이고도 유리한 개념이 된다.

술하 듯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가장 큰 속성은 교사의 ‘실천 지식’이라는 이

다.그 다면 실천 지식이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실천 지식이란 교사가 갖고 있

는 여러 배경 지식들이 ‘실천’되는 지식이라는 제를 갖고 있다.이러한 실천 국면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 인 교사 문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실천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의 성격>

➊ 합의 가능한 개별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

➋ 통합과 실천을 실 하는 방법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

① 합의 가능한 개별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

폴라니(Polanyi,1958,표재명 외 역,2001)의 말처럼 모든 지식은 지극히 개인 이고

주 이다.개인은 외부 세상의 규칙과 논리에 개인 으로 여(commitment)하여 그것

을 자신의 것으로 편입시킨다.그리고 되어 온 개인의 지식 체계는 그것으로 인해

30)김 천(2009)에서는 교사의 실천 지식에 한 표 연구로 Elbaz(1981),Connelly &

Clandinin(1986),Sanders&MaCutcheon(1986)을 소개하고 있다.이러한 연구는 교수학 내용 지

식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며,교수에 한 재조명으로서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온

논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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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교수학 내용 지식 역시 철 히 개인 으로 구성된 지식

체계이다.특히 교수 경험은 동일하게 구성될 수 없으며,그러한 경험과 경험에 한 자

기 인식이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해 내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개인 지

식이라고 하여 극단 주 성이나 개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간주 성에 의한 보편

합의와 공유 의 존재에 해 우리는 암묵 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개인 지

식 역시 이러한 보편 인 기 들에 여하는 양상으로 구성된다고 해석한다.따라서 교

수학 내용 지식 역시 개별 인 지식이나 공유 가능한 보편 체계에 해 논할 수 있

으며,모든 이론이 그러하듯 굳이 개인 이고도 주 인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 이론화

하려는 시도는 유사한 교수 상황에 한 측과 다른 발 양상을 꾀하는 데 그것이

딛고 서야 할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통합과 실천을 실 하는 방법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교수학 내용 지식은 여타 다른 지식을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지이다.다음은

뉴섬(Newsome,1999:22)이 슐만이 제시한 7가지 교사 지식을,다른 지식과 교수학 내

용 지식 간의 계를 심으로 발 시켜 그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범주들(Newsome,19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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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뉴섬은 교사가 교육 목 을 설정하고,교수법 지식,학습자 지식,내

용 지식,교육 과정 지식 등을 동원하여 주어진 특정 맥락 속에 이를 최 한 효과 으

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 한 지식을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 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에는 평가에 한 고려에서부터 즉흥 인 학습자들의 반응

교수자 자신의 교육 철학 등 교수와 련된 모든 지식 상황들이 융합 으로 고려

되는 지 에 교수학 내용 지식이 존재한다.본고 역시 뉴섬의 이러한 에 동의하

고 있으며,교수학 내용 지식을 단순한 교사 지식의 합이 아닌,융합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지식의 형태로 본다.

술한 바 있듯,슐만이 제시한 일곱 가지 교사 지식은 각기 그 차원이 다르다.특히

교수학 내용 지식은 슐만 자신도 언 했듯 교사의 문성을,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식으로 ‘교수’실천 국면에 작용하는 지식이다. 의 [그림 2]를 보면 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른 교사 지식들과 다른 차원의 교사 지식임이 분명히 드러난다.이는 교과 내

용 지식을 무엇을 고려하여 어떻게 교수·학습으로 구 할 것인가에 한 지식이다.이때

‘어떻게’는 교수·학습상의 단순한 기법이나 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에 제시한 각각의 교사 지식을 교육 목 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그리고 그 조직을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어떠한 지 에

서 서로를 계 지을 것인지 등에 한 방법 지식인 것이다.

1.2.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의 본질

(1)지식의 ‘변환’에서 ‘구성’으로의 환

이와 같은 교수학 내용 지식 개념 정립은 교육을 바라보던 기존의 태도에서 최소

두 가지의 환을 요구한다.하나는 교수·학습의 주체자로서, 문 지식인으로서

교수자의 상을 부각하는 것,다른 하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으로서 ‘교

육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의 제>

➊ 교수·학습의 주체로서의 ‘교수자’부각

➋ 주어진 상이 아닌 구성되는 상으로서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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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학습 주체자로서의 교수자 부각

교육에 있어 ‘학습자’가 요한 것은 분명하나 ‘학습자를 심에 놓는’ 다른 교육

주체는 바로 ‘교수자’이다.이 게 요한 치에 있는 교수자는 어떠한 문성을 갖추

고 있고 갖추어야 하는가? 술하 듯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어 그것을

이론 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교과 수업에 한 흥미가 교수자에 의해 많은 부분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다.물론 학습자 개인의 흥미와 노력 여부에 따라 교과에 한 흥미가 달

라질 수 있지만,특별히 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 다양한 지식 체계를 향해

학습자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학창 시 의 경험을 떠올리면 이는

쉽게 공감된다.물론 고 유머 있고,아름답거나 혹은 잘생긴 선생님 덕에 수업 시간에

집 한 기억도 있지만,우리는 수업 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하고 지 호기심을 자극하거

나 혹은 려 있던 감성을 꺼내 공유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수업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그 다면 교수자의 어떠한 능력이 이러한 수업

을 구상하게 하는가?

1986년 미국에서 열린 카네기 포럼은 이와 같은 질문과 맞닿아 있다.즉,학교 구성원

하나로서의 교수자가 아니라,학교 개 을 주도하는 문 지식인으로서 교수자의

상을 하려는 시도 아래,암암리에 제되었던 교수자의 문 지식을, 문성을 면

에 드러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여기에서 슐만은 교수학 내용 지식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학술 명명은 이후 이에 주목한 다양한 논의를 활발히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흔히 ‘교수’에 주목하고 ‘교수자’를 연구하는 것이 ‘학습’이나 ‘학습자’에 한 연구와

척 에 놓여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심에 두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그

러나 진정한 학습자 심 교육은 교수자의 철학이나 치 한 수업 구상 없이는 이루어지

기 힘들다.

② 주어진 상이 아닌 구성되는 상으로서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이 가리키는 바는 다층 이다.일반 으로 ‘교육 내용’은 교재에 기술된 내

용으로,그것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취 기 에 따라 편찬된 것이다.물론 교

육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그리고 교재에 기술된 내용 모두 교육 내용이다.그러

나 학습자 심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학습자 심 교육에서 진정한 교육 내용은 교수·학습 국면에서 학습자가 구성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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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말한다.이때 학습자는 어떤 기반도 없이 홀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

다.학습자 심과 구성주의 패러다임 안에서도 학습자는 교수자의 도움에 따라,잘 구

성된 수업 안에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한다.그 다면 교수의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최종

으로 제공하게 되는 교육 내용은 곧 교수·학습 국면에서 표상되는 무엇이라 할 수 있

다. 학습자가 최 로 받아들이는 교육 내용 역시 바로 교수·학습 국면에서 구성되는

이러한 ‘교육 내용’이다.

학습자와 교수자를 교수·학습의 주체에 놓고 진행되는 연구에서 교육 내용은 곧 수업

국면에서의 그것을 말한다.교수자는 교재의 것을 그 로 읽지 않으며, 동 상에서의

강의처럼 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교수자는 교수·학습 국면에서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학습자와 함께 자신이 비해 온 지식과 경험들을 ‘실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다.즉,학습자 심 교육에서 교육 내용은 일방 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상이 아니

라 교수·학습 국면에서 구성되는 역동 이고 가변 인 실체이다.그러나 이때의 역동성

과 가변성은 측 불가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 맥락 아래에서 사회의 보편

합의 내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교수’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논의 교수학 내용 지식과 유사한 연구로 ‘교수학

변환(DidacticalTransposition)’에 한 논의가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교수·학습의 주체

자인 교수자와 학습자,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

구의 근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그러나 교수학 변환에 한 연구와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본질 으로 큰 차이가 있다.우선 교수학 변환은 ‘변환되는 내용 지식’에

을 두고 이루어지는 연구지만,교수학 내용 지식은 내용 지식을 변환시키는 ‘교수

자의 문 지식’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연구 상 자체가 다르다. 한 교수학 변

환에 한 연구는 지식이 교수자에 의해 ‘변환’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는 을 취

하고 있지만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통해 구 되는 교육 내용은

학습자와 함께 ‘구성’된다는 을 취한다.더하여 교수학 변환에서는 ‘손’과 ‘오개

념’에 주목하는데,‘손’과 ‘오개념’은 교육 내용이 되는 문법 지식 체계에 정 가치

를 부여하고 교육 으로 변형된 지식 체계에 해서 부정 시선을 드러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그것은 로부터 주어진 문법 지식을 ‘손 없이’,‘오개념을 형성하지 않고’

온 히 달하는 역할을 암묵 으로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의 교사의 상과는 차이가 크다 할 수 있다.장상호(1997:180)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 하고 있다.그는 ‘교과서의 지식은 진이고,학생들의 지식은 이다.

‘정답’은 이미 교과서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라는 식의 태도는 학문 발 에 치명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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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학교의 가장 비생산 이고 낭비 인 측면이라 하 다.

교수학 변환이 장에 주목하고 그 시선을 교수자에게 옮겨 온 것은 교육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으나 이처럼 기존 을 버리지 못한 것은 매우 큰 한계로 다가

온다.이러한 은 ‘진(眞)’에 해당되는 지식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교육에서 교

수자와 학습자의 주체성을 제하지 않는 것과 같다.본 연구는 교수·학습 과정을 교수

자와 학습자에 의해 교육 지식이 새로이 구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손’과 ‘오개

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그것은 단지 교육 으로 새로이 지식 체계가 구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2)‘교육 내용화’연구로서의 근

형식 교육 과정과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과정은 교육의 이 구조를 형성

하여 괴리, 립,분열 등의 상을 야기한다(김왕근,2003).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비

의 카테고리를 벗어나기 어렵다.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한 시도는 교수·학습 장에

서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이다.즉,계획 단계의

교육 과정이 아닌 실 된 교육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다시 계획 단계로 수렴되어야만

발 도 변화도 가능하다.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교육 내용 구성에 한

연구이다.학습자가 하게 될 교육 내용 구성을 해 교사가 다양한 교사 지식을 동원

하는 방법 지식이 바로 교수학 내용 지식이다.교사는 여러 교사 지식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과 경험에 한 메타 인식을 조정해 가며 교육 내용을 새로이 구성해 낸

다.이러한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직 지식이 교수학 내용 지식이다.다시 말해,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굳이 말하자면 교육 방법론에 한 연구가 아니라 교육 내

용화에 가까운 연구라 할 수 있다.그러나 사실 문법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해 그간

무엇이 방법이고 무엇이 내용인가에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려웠다.그것은 지식이 심이

되는 교과에서 내용과 방법을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태생 한계 때문이

다.

지식이 핵심 내용이 되는 교과( 역)에서 교수 방법은 곧 그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하

여 제시하느냐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그것은 지식의 내용 자체가 방법을 결정짓는 가

장 큰 변인이라는 이다.문법 교육에서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연구한 김은성(2009)

의 연구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이상 방법은 항상 내용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을 지 하고 있다.특히 문법 교육에서는 방법이 곧 내용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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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단순히 ‘비유를 사용한다’라든지,‘실제 텍스트

에서 문을 추출한다’등과 같은 략 방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그것은 방법론의 핵

심이 아니며, 한 문법 교과의 어떠한 특색도 드러낼 수 없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과 특수성과 교수자 개별 능력에 따라 구성되는 문 교사 지식이다.

연구자는 이지수 외(2015:234)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교과 내용 지식’에 해 논하면

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3]‘교육 내용’에 한 기존 인식

의 [그림 3]은 기존 연구에서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보

여 주는 그림이다.우리는 지 까지 의 ⓐ교재 내용,ⓑ( 련된)교사의 문법 지식,ⓒ

교과 내용 지식,ⓓ(수업 국면에서 구성된)교육 내용을 굳이 변별하지 않거나 혹은 동일

한 것으로 치부해 왔다.따라서 교육 내용 연구에서 상이 되는 ‘교육 내용’은 모호하

게 이들 하나이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이기도 했다.그러나 분명 이들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교육 내용’구성의 실제(이지수 외,2015:235)

[그림 4]를 보면,그간의 교육 내용 련 연구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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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실제 교육 내용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학습 국면에서

새로이 구성되는데,그것은 ⓐ와 동일할 수 없다.그것은 학습자의 재 이해 수 과 배

경 지식,그리고 교수·학습의 목표나 맥락 등에 따라 교사가 경험 으로 재구성한 ⓒ에

의존하고 있으며,ⓒ는 다시 수업 장에서 조정되고 재구조화되어 ⓓ를 구성한다31).교

수학 내용 지식은 ⓒ와 ⓓ를 구성하는 데 여하며,ⓒ보다는 ⓓ의 구성 과정에서 보

다 많은 교사 지식을 동원하게 되고,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결국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교육 내용화에 여하는 교사 지식에 한 연구인 것이다.

2.문법 역의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이론 근

2.1.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한 이론 체계화

지식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조직된 체계성을 띤다(장상호,1997:271).‘교수학 내용

지식’역시 교사의 수행 지식이라는 에서 하나의 체계로 근되어야 한다.김경주

(2010:108)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이 개별 인 수업의 실행과 그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지식 구조에 한 체계 인 근이라는 에서 국어 교육 국어 교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 다.그간 교사 개인에게 맡겨 놓은 교수 실천과 수행에 해

지식 체계로서의 근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이를 통해 직 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암묵 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이론 으로 근 가능하게 하여 심도 있는 탐구와 학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은 교육학계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학술 인 근은 해당 개념에 이론 이고 체계 으로 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따라서 논의 상이 되는 개념뿐 아니라 그것이 속해 있는 범주 자체를 하나의 체

계로 근하고 그 안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계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교수학 내용 지식 역시 그것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다른 교사 지식 혹은 교수

자원들과의 계를 통해 그 성격과 본질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특히 교수학

내용 지식은 개별 이고 방법 이라는 속성상 그 체계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다른 지식들로 체되거나 혹은 그것

들의 합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문법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원되는

31)이 부분은 III장 실제 수업 분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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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사 지식들이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을 심으로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이는 다른 교사 지식들과의 계 속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보다 명

확히 드러내고,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교사 지식이나 교수 요소

들이 여하게 되는지를 이론화하는 과정이다.기존 논의들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다

른 교사 지식들과 동일선상에서 병렬 으로 설명하거나,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요

소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 학습자에 한 지식이나 교과 내용 지식 등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거나 그것들의 총합을 교수학 내용 지식으

로 언 하기도 한다. 는 그것들이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원

임을 밝히면서도 그래서 결국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다시 기존의

교사 지식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하나는 ‘구성

요소’와 ‘구성에 여하는 요소’에 한 변별 문제이고,다른 하나는 여 요소들의 제시

방법의 문제이다.먼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혹은 기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 혹은 교수 요소들은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구성에 여하는

요소’로 인지하고 그것들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양한

교사 지식과 교수 요소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그것들을 동원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화합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앞의 [그림 2]는 뉴섬(Newsome,1999)이 슐만

이 제시한 교사 지식들 간의 계를 도식화한 것이다.그는 기여(Contribution)라는 표

을 사용하여,다른 교사 지식이 교수학 내용 지식에 기여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

다.그것은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 구 에 있어 다른 지식들이 ‘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

하는 교사 지식이나 요소들은 단순히 병렬 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어떠한 방식으로

든 체계 으로 도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슐만(Shulman,1986)이래 마르크스(Marks,1990),그로스만(Grossman,1990),하슈웨

(Hashweh,2005)등이 이러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요소를 제시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송 정(2009),이유리·곽승철(2011),김병수(2013)등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를 제시하 다.물론 이들의 논

의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의 개념에 해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나 본고의 목 에 맞게

이를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로 명명하여 몇몇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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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

Shulman

(1986,1987)

교과 내용 지식,일반 교수 지식,교육 과정 지식,학습자 지식,교

육 맥락 지식,교육 목표·가치와 철학 ·역사 배경에 한 지식

Marks(1990)
교과 내용,수업 과정,학습자에 한 이해,교육 과정 수업 자

료에 한 이해

Grossman(1990)
교과 내용,교수 목 에 한 개념,학생들의 이해에 한 지식,

교육 과정 지식,교수 략에 한 지식

민윤(2003)
교과 내용에 한 이해,교수 과정에 한 이해,학습자에 한 이

해,상황에 한 이해

Hashweh(2005)

교과 내용 지식,교육 과정 지식,학생 이해에 한 지식,교수

략 지식,상황에 한 지식,교육 목 에 한 지식,평가에 한

지식

김병수(2013) 교과 내용 지식,교수·학습 방법 지식,상황 지식

송 정(2009)
상황 요인,문법 수업의 목표 이해,문법 교육 내용 지식,교수·학

습 방법 용,학습자 이해

원효 (2009)
교과 지식,학습자 특성 이해,수업 활동의 구조화,학습 리,학

습자 리,평가,반성

⋮ ⋮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다른 논의 역시 이와 동소이하다.이러한 요소들은 몇

가지 부류로 정리가 가능한데,정리해 보면 그것은 일반 교수·학습 요소인 ‘학습자,교수

자,교재,맥락’의 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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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살폈듯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가장 큰 속성은 개별 이고 방법 이며

실천 인 지식이라는 이다.이는 교수학 내용 지식이 기본 으로 그 구성 주체인

교수자를 주목하고 교과( 역)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만의 문 지식 체계를 개념화한 것으

로,교수자의 문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교수·학습의 주체로서의 교수자에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다.따라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여타 교

사 지식들과 교수 요소 역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심으로 교수자가 역(교과)특

수성에 맞게 구성하고 인지하는 무엇인가를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본고에서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이러한 체계를 세워 보도록 한다.

(1)정의 요소에 한 고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크게

‘학습자( 는 학습),교수자( 는 교수),교재(혹은 교과 지식),상황( 는 맥락)’으로 나

뉘어 묶인다.그런데 그 내용은 부분 이와 련하여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

한 것들이다.즉,교수자를 심에 놓고 볼 때 교수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지 인 측면

에 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교수·학습 국면에서 인지 범주보다 때때로 학습자에게

더 큰 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바로 정의 측면이다.교수자의 교수 열정에 따라,그

리고 문법 교과에 한 교수자 자신의 흥미와 태도에 따라 문법 수업의 구성은 완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문법 교과에 한 교수자의 정 혹은 부정 태도는 마치 염

되듯 학습자에게 고스란히 달되기도 한다.이에 본 연구자는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인지 요소와 동등하게 정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단하

고32),1단계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서 요구되는 일반 인 교수·학습의 요소를 가

로축에 놓은 뒤 세로축에는 이에 한 교수자의 인지 범주와 정의 범주를 나란히

제시한다.그리고 그것이 교차하는 지 에서 비로소 ‘문법’이라는 특정 역의 교수·학습

이 가능한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자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2)이에 한 구체 인 언 은 다음 에서 이루어질 것이며,III장 분석에서도 실례를 통해 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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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일반 교수·학습 요소 ‘상황(맥락)’요소를 제외한 세 가지,‘교수(자),학

습(자),교재(교과 지식)’를 가로축에 놓고 세로축에는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심

의 ‘인지 ’범주와 교수자의 태도와 련된 ‘정의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2)메타 자기 인식의 필요성

교수자의 문법 지식은 문법 교수·학습을 구상하고 실제로 구체화하는 데까지 두루

향을 미치게 된다.교사는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학습을 해 교

재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재에 나오지 않은 다른 문법 지식을 동원하기도 한다.이때 교

수자가 갖추고 있는 문법 지식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향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그

런데 여기에서 교수자는 실제 자신이 갖고 있는 문법 지식뿐 아니라,그것에 한 스스

로의 인식에 향을 받기도 한다.즉,스스로 문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

사는 문법 교수를 해 끊임없이 련 서 을 찾고 확인하며 내용을 구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재에 나온 내용만을 간략하게 언 한 채 수업을 마치기도 한다.즉 교

수자 자신이 실제로는 문법 지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는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

다는 것이다.물론 반 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우리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기 해 동원하는 교사 지식 교수 요

소들을 인지 ,정의 범주로 나 어 제시하 다.다음 2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한 교수자 자신의 ‘자기 인식’,혹은 ‘메타 인식’의 차원을 고려하고자 한다.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태도에 해 메타 으로 인식하고 검하게 되는

데,이러한 자기 인식 자체가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큰 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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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이는 1단계에서 제시한 범주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자원이 된다.이를 제3범주로 반 하여 앞의 도식을 보완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이 가능하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교과 외 요소인 상황·맥락 요소를 제4범주로 설정하여 교수

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교사 지식 교수 요소의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앞의 세 범주가 교과 내 인 문제와 긴 히 연 되어 있는 요소들이라면 ‘상황·맥락 요

소’는 교과 내 논리에 의해 도출되는 요소가 아닌 외부 요소에 해당한다. 를 들어

문법 수업을 1년에 몇 차시 정도 시행할 수 있는지,평가에 어떻게 반 해야 하는지,교

실 학생들의 반응 양상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등은 문법 역(교과)내 논리

나 특성에 의해 도출되는 사항들이 아니다.그러나 이들은 분명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고,교과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이러한 외 요건을

제4범주로 제시하면 최종 으로 문법 교육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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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문법 교육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요소들을 범주별로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문법 교육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범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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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주,2범주에 해당하는 각 요소들과,3범주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미치는

향 4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에서 다루도록 한다.

2.2.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여 요소

(1)인지 요소

1범주는 ‘교수자,학습자,교재(교육 내용)’에 한 인지 요소를 말한다.교수자는 가

장 먼 교육 내용에 한 앎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고,그리고 학습 이론과 학습자에

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요소로 ‘교수’와 ‘교수자’에 한 앎이

있다.‘교수’에 한 앎은 주로 교수법을 포함하여 ‘일반 교수학 지식’으로 그나마 고려

되어 왔으나,‘교수자’에 한 앎은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교수자’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그리고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역량에 무엇이 있는지,학 측면 외에

도 사회가 ‘교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해 늘 앎의 상으로 삼고 그것

을 재 자신의 모습이나 처지와 비기어 보며 ‘교수자’로서의 문성을 키워 나가야 한

다.[그림 5]에서 제시한 제1범주의 각 요소인 [1a],[1b],[1c]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1a:교수 교수자 련 지식

교수 교수자 련 지식은 크게 ‘일반 교수(자)지식’과 ‘역 련 교수(자)지식’으

로 나 수 있다.이 둘은 서로 다른 범주를 가진다기보다 일반 교수(자)지식보다 역

련 교수(자)지식이 조 더 특수성을 갖는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하나의 지식이

자신의 범주에 다른 지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역

특수성을 가진 교수(자)지식은 보다 개별 이고 특수 인 사례를 심으로 교수와 교

수자에 주목한다.그리고 일반 교수(자)지식은 보다 추상 이고 보편 으로 교수와 교

수자에 주목하는 것뿐이다.따라서 동일한 차원에서 둘의 범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요한 것은 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수자는 이 두 역을 모두 고려하며 련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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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수 교수자 련 지식>

⦁‘교수’의 개념 본질

⦁‘교수자’의 역할 정체성 교육에 한 철학 ·역사 변화

⦁‘교수법’의 종류와 특성 고려

⦁ 비 교사 교육 시스템

<문법 역의 교수 교수자 련 지식>

⦁문법 교수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문법 교수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연구 일반 교수(자)지식의 변화

⦁문법 역 교수법의 종류와 특성 시 요구 고려

⦁사범 문법 교육 련 커리큘럼

<표 2>문법 역의 교수 교수자 련 지식

민 식(2006b)은 사범 문법 교육 과정을 반성 으로 검하고 그 개선 방안에 해

논하고 있다.김은성(2009)과 같은 연구는 문법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화하기 해 수업

시간에 교사가 문법 지식을 설명하는 소통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② 1b:학습 학습자 련 지식

학습 학습자 련 지식 역시 일반 인 학습(자) 련 지식과 교과 특성상 학습자

련 지식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교수자는 진정한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해 자신의

철학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그것은 모든 교과 학습에 동일하게 용

하기 어려운 이 많다. 한 교과라 하더라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른 으

로 근하기도 한다. 를 들어,구성주의 에서 ‘학습’과 ‘학습자’를 바라보고 있는

교사라면 학습자를 능동 인 구성 주체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학습자에 한

시선은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국면에도 그 로 용되어 교사는 모둠 학습을 계획하거

나 실험 혹은 참여 수업 등을 활발히 계획하게 된다.문법 교과에서도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다.조별로 특정 어휘 범주를 주제로 잡아서 그것의 사용 양태를 조사해 와서 발

표한다거나,다양한 발음 상을 바탕으로 발음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다.그러나 모든

문법 개념이나 규칙을 동일한 방식으로 근할 수는 없다. 를 들어 문법 용어의 기본

인 뜻을 알아야 할 때, 학습자가 ‘형사’와 ‘형어’의 차이나 ‘보어’와 ‘필수 부

사어’의 차이에 해 궁 해 할 때 교사는 기본 인 의미와 자료 제공을 설명하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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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이는 문법 학습에 한 역 특수성을 악해야

할 뿐 아니라,학습자들이 재 다루고 있는 문법 지식을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언어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한 특수한 이해가

필요하다.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교사는 이와 련된 논의 참고 자료를 통해 련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그리고 단순하게는 국어과 세부 역 학습자들이 어떠한

역을 더 필요로 하는지,혹은 어려워하는지 등에 한 논의들을 찾아 읽고 그 원인을

나름 로 악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반 학습 학습자 련 지식>

⦁‘학습’의 개념 본질

⦁‘학습자’의 역할 특성 교육에 한 철학 ·역사 변화

⦁학습자의 수 배경 지식 고려

<문법 역 학습 학습자 련 지식>

⦁문법 교과( 역)에 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 일반 학습(자)지식의 변화

⦁학습자의 선행 문법 지식 시 요구 고려

<표 3>문법 역의 학습 학습자 련 지식

문법 교육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의 연구 성과물이 많지

는 않으나,‘학습’과 ‘학습자’에 한 일반 지식과 더불어 교과 특성상 학습자 련 정

보나 련 연구 성과물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민 식(2006a:3)에서는 국어과 세부 역 문제를 다루면서 학습자들이 당시 국어 능력

문법 능력을 가장 부족해하고 있다는 이인제 외(2005)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단순

히 지루해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국어교사로서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악하고 있는 것도 매우 요한 일이다.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교사 차원

에서 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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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c:교재 교과 내용 지식

교재 교과 내용 지식은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인지 요소 ‘교수’에 있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이다.특히 문법 역은 문법 지식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내용학에 해당하는 국어학 지식과 더불어 그것을 교수·학습 국면으로 가지고 온

‘문법 교과 내용 지식’이 문법 수업을 어떠한 양태로 구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

수가 된다.

여기에서는 먼 ‘①문법 내용학 지식’,‘②문법 교재 내용’,‘③문법 교육 내용’,‘④문

법 교과 내용 지식’을 변별해야 한다.이들 모두가 다양한 부면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

으로 지칭되고 있지만,실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상이며 그 구성 한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 ‘①문법 내용학 지식’은 문법 교육의 내용학에 해당하는 ‘국어학 지식’을 가리

킨다.제도 교육 기에 문법 교육은 국어학 지식이 곧 문법 교육의 지식과 동일시되었

다.물론 궁극 으로 학습자들이 ‘문법’을 학문 으로 근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체

계 속에서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문법 교육’을 통해 ‘국어학’이라는 학문의 세

계로 편입하게 될 것이다.그럼에도 등학교 문법 교육에서는 비단 이러한 학문 목

뿐 아니라 실용 목 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으며, 한 문법 체계에 처음 하게 되

는 입문자에게 문법 교육 내용으로 곧 국어학 지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이에 문법

교육에서는 국어학 지식을 특정 교육 목 하에 교육 지식으로 받아들여 교육 내용

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에 제시한 나머지 세 가지가 이러한 교육 내용화 과정 에

생산되는 각각의 교육 내용들이다.

다음으로 ‘②문법 교재 내용’을 곧 ‘③문법 교육 내용’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다.교

재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 요소를 인지 설명 도식과 함께

구 해 낸 결과물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그것을 교재 내용으로

기술한 교재 연구자 편찬자들의 과 태도가 반 된다.이러한 교재 하나를 교

사가 선택하여 문법 수업의 주교재로 삼게 된다.그러나 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그 로

재생하지 않는다.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악하여 자신의 방식 로 수업을 구상하게 되

는데,이때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문법 내용학에 한 지식과 문법 교육에 한 교사

의 근 태도 등이 향을 미치며,무엇보다 실제 교수 경험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향으로 교사는 교재의 내용이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으

로 교수·학습을 구상하고 실 하게 되는데,이 게 실 된 교수·학습의 최종 결과물이

실제 ‘④문법 교육 내용’이 된다.이때 ‘실제’라 함은 학습자를 고려한 부분이다.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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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도달하기 까지 교육 내용은 몇 가지 다른 양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학습자

를 심에 놓고 본다면 학습자가 하게 되는 교육 내용은 곧,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된 교수·학습 국면에서의 결과물이 된다.그 다면 ‘④문법 교과 내용

지식’이란 어떠한 단계에서 구성되는 교사 지식인가?교과 내용 지식은 앞에서 말한 바

와 같이 교수자가 해당 단원을 교수하기 해 교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으로 자신

의 문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국면을 고려하여 그것을 재구조화한 내용이

다.곧 실제 교수를 해 교수자가 구성한 교육 내용인 것이다.이와 련해서는 앞의

[그림 4]를 통해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변별이 요한 이유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구체 으로 교수자가 인지하지 못

하면 어느 지 에서 자신의 교수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하기 어렵고,추상 이거

나 당 으로만 교수 행 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2)정의 요소

교수에 있어 정의 인 요소가 교수자 자신과 학습자에게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가

에 해 우리는 이미 경험 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간 교수 련

논의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다분히 개인 소명 의식에서 발 되는 문제 정도로 치부해

왔다.열정 으로 수업에 임하는 교사와 의무감으로만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 간의 수업

의 질 차이는 학습자에게도 확연히 느껴진다.힐즈(Hills,1986,장상호 역,1998:16)는 교

육 의사소통에서 ‘투입’이 단지 교과목으로만 한정되는 것에 해 비 시각을 제시

하 다.그는 교사에 의해 ‘투입’되는 것은 단지 교과목뿐 아니라 교과목에 한 교수자

의 태도,인생과 사회 일반에 한 태도 등도 포함되며,이러한 태도가 학생들에게 달

될 가능성에 해 언 하고 있다.교사 문성에 한 서인 오욱환(2005)에서 역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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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학교 교육의 결정 요인이자,필수 요소로 교사의 열정을 말하고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교

수·학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나 수월성에 있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경

험 으로 알고 있다.다음은 문법 수업 시간 교사의 발문에 해 논의했던 이지수(2016)

에서 인용한 교사 발화이다.

내가 막 문법을 가르치니까 학생 하나가 되게 슬 얼굴로 “선생님 힘드시죠?”이

러는 거야.자기가 힘드니까 다 힘든 거야.내가 볼 때 우리 모두 힘들어.그치?문

법은 무 힘들어.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장만 낼

거야.딴 문장 외우지 마.교과서에 있는 문장만 낼 거고 내가 필기해 것만 .

문제집에 교과서에 없는 문장 나오는 거 버리라 그랬어.알겠지?

의 발화는 문법을 가르치기 에 문법 교육에 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태도가 드러

난 부분이다.학습자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해서)선생님 힘드시죠?”라고 말

했을 것이다.교사는 다른 학생들 모두 이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

한다.그리고 교사는 ‘문법은 힘들다’,‘문법은 외우는 과목이다’라는 단언을 통해 수업

시작 문법 수업에 한 태도를 결정지어 버린다.결국 교사는 그 ‘힘겨움’을 극복해

내기 한 방안을 평가에서 찾는데,평가의 범 를 축소·고정하여 평가에 한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태도는 가치를 결정하고,그 게 가치가 결정되면

그것은 행 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즉 이러한 교수자의 태도는 문법 지식을 어떻

게 재구성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할 것인가 등등을 결정하는 교

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매우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결국 이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상으로 삼아 빠른 속도로 이를 설명한 뒤 문을

통해 네 번 정도 이를 반복하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

[그림 5]와 같이 교수자의 정의 요소 역시 교수·학습의 모든 요소에서 교수자의 특

정한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에서 를 든 교사의 태도는 문법이라는 교과 역에

한 태도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해당 교사는 문법 역

에는 부정 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 다고 하여 교수 열정,즉 학습자를 상으로

갖는 교수자의 교수 열정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교사의 정의 요소는 이와 같이 몇

가지 층 로 구분되는데,여기에서는 앞의 [그림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교수

자 자신,그리고 교과( 는 역)에 한 정의 요소로 그것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수업 구성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정의 요소들을 구체 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48 -

① 2a:자기 계발 욕구 실천

교수자로서의 열정은 크게 외 열정과 내 열정으로 나 수 있다.내 열정은 교

수자인 ‘나’를 향한 열정이고 외 열정은 교수 상인 ‘학습자’를 향한 열정이다.먼

여기에서는 교수자가 ‘교수자인 자기 자신에 해 갖게 되는 정의 요소’에 어떤 것들

이 있는지를 구체 으로 논하고자 한다.

교수자의 열정은 자기 정체성과도 한 계가 있다.그 내 열정인 자신을 향

한 열정은 교수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자로서’인식하고,그 역할에 맞게끔 자신을 끊임

없이 담 질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을 말한다.교수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교육 철학과

교육 목 ,그리고 해당 교과에 한 주 등을 정립하려 한다.그리고 사회

요구와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교수자로서의 자부심과 자 심을 갖고

자 노력한다.이러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열정과 태도는 곧 끊임없는 자기 계발 욕구

로 드러난다.교사들이 학원에 진학하거나 방학 에 연수를 듣고,학습자들의 평가나

반응을 반성 으로 검하는 등의 행 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교수자’의 상에 실제가

부응하게 하려는 노력이다.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으면 교수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교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진다.

교수자로서의 열정➊ 내 열정:‘나’를 향한 열정

→ 자기 계발 욕구

→ 실천 → 교수자로서의 자신감/자존감 상승

⇒ 교수·학습 구성에 향

② 2b:교수 열정 학습자 신뢰

교수자가 갖게 되는 정의 요소 앞에서 말한 교수자로서의 외 열정이 학습자를

향한 ‘교수 열정’일 것이다.폴라니(Polanyi,1958,표재명 외 역,2001:234)는 지 정열

에 해 다루면서 ‘발견 열정(heuristicpassion)’과 ‘설득 열정(persuasivepassion)’

에 해 말했다33).이에 해 장상호(1997:95,365)는 이는 ‘상이한 개체가 서로 다른 수

의 존재를 체험할 때 그들이 가진 지식의 높고 낮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하고 교육

에서의 ‘상구의 열정’과 ‘하화의 열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 다.

‘하화’는 ‘교육 주체가 자신의 품 보다 낮은 품 를 가진 후진의 상구 활동을 진시

33)과학자들은 지 정열에 의해 끊임없이 미결정된 범 에 해 탐구하는데,이때 옳은 것을 추측하

려 노력하면서 발견의 지 까지 지속 으로 나아가는 힘을 과학 정열의 발견 기능이라 하

다.설득 열정은 발견 열정으로부터 생겨나는데,그것은 발견의 결과를 다른 모두가 인정하기

를 원하는 요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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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활동으로 구성’되며,이러한 활동에 의해 후진이 선진의 품 에 이르러 비로소 선

진의 품 가 높았음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를 ‘타증’이라 한다(장상호,1997:766).즉,교

수자는 학습자들의 앎의 욕구를 진시켜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활동을 구상하며,그러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결

국 교사가 가진 문법 지식 체계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추진시키는 힘이 바로 설득 정열,즉 ‘교수자로서의

열정’이라 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 수업을 비하 는지

거의 동물 으로 직감한다. 고 유머 있는 교사가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열정

으로 수업하는 교사에 해 더 큰 신뢰를 보인다.

학습자를 향한 교수자의 다른 정의 요소에 ‘학습자에 한 신뢰’를 들 수 있다.

학습자에 한 신뢰는 교수자의 인내와 기다림의 태도를 요구한다.후설(Husserl)의 월

론 구성주의 입장에서,우리는 주어진 인식 상보다 더 많은 것을 사념한다(이남인,

2004:80)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작용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어진 정보나

지식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진권장,2005:70).교사는 학습자에 해 이와 같은 믿

음이 필요하다.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기본 으로 지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학습

열정을 품고 있다는 믿음,그리고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 등

이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학습자 심’교수·학습을 구상하게 한다.

⦁교수자로서의 열정➋ 외 열정:‘학습자’를 향한 열정

→ 교수 열정(설득 열정,하화의 열정)

⦁학습자에 한 신뢰 → 인내와 기다림의 태도 요구

③ 2c:문법 교육 문법 역에 한 태도 등

교과( 역)에 해 교수자가 갖추고 있는 정의 요소의 종류로 먼 해당 ‘교과(

역)에 한 흥미와 심’,그리고 ‘교과에 한 교육 ’이 있다.먼 ,앞에서 제시

한 교사의 발화를 로 들어 보자.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을 힘들어하고 있다

고 확신할뿐더러,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교수자의

태도는 학습에 지 한 향을 끼친다.문법 수업에 해 이 다 다 할 만큼 심이

없었거나,혹은 가치 단을 미루고 있었던 학습자의 경우 교사의 태도를 그 로 흡수

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부정 태도를 안고 시작되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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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탐구는 불가능하며,교수자 역시 자신이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이

어질 수업이 ‘암기식’수업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 교과에 한 교수자의 도 교수자의 정의 요소로 작용한다. 를

들어,‘문법을 왜 배우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표 을 해’라고 답한 교사와 ‘언어

상 탐구를 해’라고 답한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의 경우 문법 학습에서 명확

하게 주어진 답이 있다는 가정하에 교수·학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어도 문법 지

식을 활용하여 더 한 쪽으로 표 을 해야 한다는 규범 성격을 띤 교수·학습이 구

성될 것이다.후자의 경우 정확하거나 한 결과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문법 탐구

에 더 비 을 둔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법 교과에 한 흥미와 심 → 학습자에게 이

⦁문법 교과에 한 교육 → 문법 활동의 변화

정의 요소는 지 요소에 비해 정의 요소 간의 간섭 활동이 크다. 를 들어 교

과에 한 흥미가 교수 열정을 높이는 데 작용하기도 하고,자기 계발 욕구를 실천함으

로써 교육 에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물론 정의 요소가 인지 요소에 미치는

향은 거의 이라 할 수 있다.정의 요소는 인지 요소의 동력과도 같다.

(3)메타 자기 인식 요소

교사는 첫째,무엇이 자신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자

기 검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둘째,그러한 요소 특히 자신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재 필요한 요소가 무

엇인지를 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나아가 셋째,드물게라도 자신의 검과

실제 간의 차이에 해서도 의심을 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이 게 교수자가 자신

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목표 지향 을 검하고,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각 요소들이 재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메타 자기

인식 요소이다.이러한 메타 자기 인식의 결과는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과정으로

수렴되어 교수·학습 구성에 향을 미친다.

교사의 메타 자기 인식이 필요한 가장 실 인 이유는 교수의 ‘습 화’를 경계하기

해서이다.교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내용을 어도 한 학기에 4-5번 정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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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며,교과서가 바 지 않는다면 해를 거듭하며 이를 반복하게 된다.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자는 해당 내용을 평생 단 한 번 배우게 될 가능성이 크며,그것은

유일한 순간에 해당된다.교수자가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것과 습 화되었다는 것은

다르다.습 화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내용을 말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 가 구이든 계없으며,상호 간의 소통도 즉흥 탐구나 발견도

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한다.교수자는 경험을 반성 으로 검하고 변화하는 시 속

에서,변화하는 학습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한 하나의 수업 속에 자신을 가장 당한 교

수자로서 다시 세우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이러한 시작 에 메타 자기

인식이 자리한다.오욱환(2005:138)에서는 습 으로 일하는 사람은 문가가 아니며,

문가들은 일상 업무까지도 새로운 과제를 다루듯 한다고 했다.교수자의 문성을

드러내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교수자의 메타 자기 인식

은 무엇보다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수(자)측면:

1범주:인지 요소에 한 검

-‘교수 교수자’의 개념과 역할에 해 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교수의 과정이나 교수법,교수 략 등에 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범주:정의 요소에 한 검

-교수자로서 ‘나’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 계발 욕구가 충분한가?

⦁학습(자)측면:

1범주:인지 요소에 한 검

-‘학습 학습자’의 개념과 역할에 해 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학습의 과정 학습법,학습 략 등에 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학습자들의 요구 어려움에 해 충분히 악하고 있는가?

2범주:정의 요소에 한 검

-교수 열정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학습자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교재(교과 내용 지식)측면:

1범주:인지 요소에 한 검

-교과 련 지식이 충분한가?

-교수·학습 구성을 한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충실하 는가?

-교재 분석을 철 히 하 는가?

2범주:정의 요소에 한 검

-해당 교과에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당 교과에 한 교육 을 정립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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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황·맥락 요소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의 마지막 범주는 교수·학습의 외

요소인 ‘맥락과 상황’이다.이때 ‘맥락’은 교수·학습이 놓인 지 에 한 것이며,‘상황’은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는 물리 요소에 한 것이다.

먼 ‘맥락’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의 역사 배경 등에 한 것으로 재 교수·학습의

내용이 되는 지식이나 활동이 통시 으로 혹은 공시 으로 어떠한 치에 있는가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수·학습은 일시 으로,단발 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형태로

근해서는 안 된다.교육은 비의도 인 것까지 생각한다면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며 제도 교육의 형태만 본다 하더라도 역사의 기록이 존재하는 모

든 곳에서 교육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개인의 일생만 보더라도 태어나서부

터 우리는 이미 교육 체제에 편입된다.이러한 인식은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요

하며,교수자로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긴 히 연결된다.이는 교

수·학습을 구상하는 태도를 결정짓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그러

한 역사 행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데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하에 문법이라는 역 내에서 그것을 둘러싼 좁은 맥락을 몇 가지 살펴보

자.먼 ‘교육 과정’은 문법 교수·학습 구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외 맥락 하나

이다.교육 과정 반에 흐르는 철학 바탕이 무엇인지에서부터 구체 으로는 1년에

문법 련 수업을 몇 시간이나 할 수 있는지,문법 교육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

는지34),그 내용이 어떤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해 제한 범 를 제공한다. 해당 수업과 련된 내용이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한 계 맥락도 이

와 련된다.이러한 외 맥락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도 향을 주어 교수·학습

의 커다란 모양새를 결정짓게 한다.

다음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외 변인 ‘상황’에 해 살펴

보자.‘상황’이란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장에 련된 것으로 주로 즉흥 거나 최소한

역동 인 문제들에 한 것이다.학습자들의 반응이나 교실 좌석 배치, 는 교수자의

신체 ·심리 상태나 학습자들의 신체 ·심리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를 들어 교

수자는 자신의 신체 상황에 따라 동일한 학습에 해 다른 교수학 내용 지식을

34)교육의 목표와 같은 것은 역 내 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교육의 역사 흐름과 정책 요

소 등에 의한 향을 생각하면 외 요인의 향이 지 않은 역이다.교육 과정은 국가의 정책

이나 역사 상황 등에 의해 통제되고 간섭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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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교수·학습을 구성할 수 있다.모둠별 학습의 경우 교수자의 움직임이 매우

요하며,개별 피드백을 요구한다.교수자가 만약 신체 으로 힘겨운 상태에 놓인 경우

교수자는 이를 다른 방식의 교수법으로 바꾸면서 수업의 진행과 내용 개 자체를

다르게 구상할 수 있다.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

인데,이러한 상황 요인을 제어하는 방법 지식은 교수자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맥락:교수·학습 국면이 놓인 지 에 한 것

→ 교육 과정 련(수업 시수,배분,운 ,내용 체계,평가, 계 등),

역사 배경

⦁상황:교수·학습에 한 즉흥 이고 역동 인 물리 요소

→ 학습자의 반응,교실 환경,교수자 는 학습자의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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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 양상 분석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사의 지식이다.따라서 그것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이론

범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교사의 교수 실천을 직 인 분석 상으로

삼는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방법 지식이므로 그것이 구 된 양상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확인하거나 규명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문법 교수·학습이 일어

나는 장면을 녹화하여 분석하고 사후 면담을 취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I장

연구 방법에서 밝혔듯 본 연구는 양 연구와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 으로 충한

통합연구방법(Mixedmethods)에 기반하고 있다.그러나 근본 으로는 질 분석을 해

양 근을 보조 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구체 으로는 Morse의

ThePriority-Sequence모형 ‘질 연구의 사 비(Preliminary)’의 방법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 다.이에 먼 사례 선정을 한 설문을 실시하여 질 분석 상이 되는

수업을 실천할 참여 교사를 선정하고,교사의 문법 수업을 녹화하여 사례 간 비교를 통

해 유의미한 지 을 발견해 내고자 하 다.이를 해 수업 내용은 학교 에서 이루

어지는 동일한 범주의 문법 지식으로 통제하 다.

1.사례 선정 차

1.1.사례 선정을 한 사 설문 조사 실시

(1)목

본 연구는 문법 교수의 반 인 문제 을 교수 차원에서 근하고 교수자의 교수

학 내용 지식 구성이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을 구 하는 핵심 지식이라는 제하에

그 작용 양상을 분석하여 작용 범주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해 문법 교수·

학습 반에 한 교사의 자기 인식을 조사하여 다양한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 다.

설문 조사 실시의 목 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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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목 >

➊ 사례 선정을 한 사 조사 → 질 연구의 사 비 단계

➋ 문법 교수에 한 교사의 일반 인식 조사

→ 연구의 필요성 결과 해석에 참조

(2)설문 문항 구성

설문지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과 목 ,문항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번

호
내 용 목 방 식

1 문법 역에 한 교사의 흥미도 ➋
Likert scales

(5)

2 문법 수업 진행 곤란도 ➊,➋
Likert scales

(5)

3 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도 ➊,➋
Likert scales

(5)

4 문법 수업에 한 학생의 흥미도_교사 인식 ➊,➋
Likert scales

(5)

5 문법 교과 내용 지식에 한 앎의 정도_자기 인식 ➊,➋
Likert scales

(5)

6 문법 수업 비도1 ➊,➋
Likert scales

(5)

7 문법 수업 비도2_학생의 교과 지식 이해 련 ➊,➋
Likert scales

(5)

8 문법 수업에서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2,3번 문항

의 하 문항

복수 응답

(11개 선택지)

9 문법 교수를 한 자기 계발 경험
5,6번 문항

의 하 문항

단일 응답

(5개 선택지)

10
문법 교수를 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국어학 지식

의 정도

5번 문항의

하 문항

단일 응답

(4개 선택지)

11 문장 성분 교육의 목표
➋,III장

해석 참조
개방형

12 문법 교육에 한 반 인식 ➋ 개방형

<표 4>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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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문 조사 상 시기

설문 문항 검증과 설문 실시 과정에서의 변수를 측하기 해 2014년 4월 서울 소재

6개 학교 총 34명의 국어 교사를 상으로 비 조사(Pilottest)를 실시하 다. 비 조

사 결과를 분석 후 설문 문항을 보완·수정하여 1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13개 학교35)

국어교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 는데,이때 설문 상자는 단표본추출법으로 사 에

한 상자를 심으로 덩이 표집을 실시하 으며 사 에 이를 알리고 설문지를

발송하 다. 한 비교 자료로 참조하기 해 서울 소재 11개 고등학교36)국어교사 70

명의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 다.

(4)자료 처리

설문 결과는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 으며 수거된 설문지 응답이 일부 락된 것을

제외, 학교 국어 교사 70명의 설문 답변을 최종 분석 상으로 삼았다.설문 결과는

교사 개인 정보 보호를 해 코드명을 부여하여 엑셀에 입력하 다37).

1.2.유형화 사례 연구 참여자 선정

(1)참여자 선정을 한 문항 구성

II장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요소를 교수(자),학습(자),교재(교과

내용 지식)차원에서 체계화하 다.각각의 차원에서 도출된 인지 요소를 제1범주로,

정의 요소를 제2범주로 범주화하 으며,이에 한 교사의 메타 자기 인식을 제3

범주로,외부 맥락 상황을 제4범주로 제시하 다.III장에서는 이들의 작용에 한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실제 어떻게 구 되고 있는지를 찰하여 분석(해석)하

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먼 참여 연구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술하 듯 설문 조사

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한 사 조사로서의 의의가 크다.

설문 조사 문항 2번에서 7번까지가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해 구성한 문항이다.문

항 구성은 II장에서 제시한 4개의 범주 제3범주에 속하는 교수자의 메타 자기 인

식에 근거하 다.1,2범주와 4범주는 실제 수업 양상을 찰하여야 분석할 수 있는

35)경원 , , 방 , 성 , 왕 , 원 ,서울사 부여 ,선유 ,성산 ,세곡 ,신 ,

원 , 앙

36)계성여고,덕수고,동성고,동작고,명지고,문 고,서울 고,언남고,용산고,잠신고,휘문고.

37) 학교는 ‘M-1’∼‘M-70’,고등학교는 ‘H-1’∼‘H-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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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설문 조사로는 제3범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 교사들은 제3범주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세 인 요소들로 자신에 해 인식하거나 검해 본 경험이

없다.따라서 교사가 평소 즉시 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자신의 문법 수업에 한

체 인 인상 속에서 단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 으며,모호하더라도 문법 수업에

한 스스로의 자신감과 성공 구성에 한 확신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

성하 다.

2 문법 수업 진행 곤란도

⇒

(문법 수업 반)

수업 구성에 한 총체

인식.
설문

문항

☞평소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곤란함

을 느끼시는 편입니까?

3 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도

⇒

(문법 수업 반)

수업 구성에 한 교수

자의 태도.
설문

문항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편입니까?

4 문법 수업에 한 학생의 흥미도_교사 인식

⇒

(문법 수업 반)

학습자의 태도에 한

교수자의 인식.
설문

문항

☞문법 수업을 할 때 체로 (학생이)수업에 흥

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5 문법 교과 내용 지식에 한 앎의 정도_자기 인식

⇒

(교과 내용 지식 련)

문법 지식에 한 자기

인식.
설문

문항

☞교과서에 나온 문법 교육 내용에 해 (교사인)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문법 수업 비도1

⇒

(자기 계발 욕구 련)

교수자로서 수업을 비

하는 태도.
설문

문항

☞평소 문법 수업을 하기 에 내용을 정리해 보

거나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수업 비

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7 문법 수업 비도2_학생의 교과 지식 이해 련

⇒

(교수 열정 련)

학습자에 한 정의

범주.
설문

문항

☞평소 문법 수업을 하기 에 어떻게 하면 학생

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해 고민해 보신

이 있으십니까?

<표 5>교사 인식 유형화를 한 설문 문항

(2)결과 제시

학교 교사 7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사례 선정을 해 의 6개 문항

을 상으로 교사별 6각 다이어그램을 그려 유형화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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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각 다이어그램의 구성

6개 문항을 각 축에 배치하 는데,이때 문항 5,6,7은 교사 70명 모두 보통(3)이상을

선택하여 이 세 문항을 좌측에 배치하고 나머지 세 문항을 오른쪽에 배치하 다. 문

항 2번의 경우는 다이어그램에서 역(-)으로 표시하기로 하 다.다른 질문은 5에 가까울

수록 문법 수업에 한 정 인식을 보이나 문항 2의 경우만 5에 가까울수록 부정

인식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여 표 하는 것이 결과 악에 효과 이기 때문이

다38).

좌측의 3개 문항은 설문 상자 모두 3이상의 척도를 선택하 으므로 변수는 오른쪽

3개의 문항이 된다.보통인 3의 선택을 제외하고 1과 2의 선택을 부정 인식으로 4,5

의 선택을 정 인식으로 본다면 가능한 유형은 아래와 같이 8개의 유형이 가능하다.

이를 각각 S유형,F①유형,F②유형,F③유형,F④유형,F⑤유형,F⑥유형,F⑦유형으로

명명하 다.

38)2번 문항이 5에 가까울수록 문법 수업에 한 부정 인식을 보이는 것은 문항을 기술할 때 부정

표 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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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도출 가능한 유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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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형 M-6 M-7 M-34 M-36

(S')
M-3 M-4 M-11 M-18 M-19 M-22 M-37 M-43

M-57 M-60 M-64 M-66 M-67 M-68

F① 형

F② 형 M-2 M-9 M-21 M-49

<표 6>교사 인식 유형 분류 결과

⦁S유형:모든 항목에서 정 인식

⦁F①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F②유형: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F③유형: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F④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F⑤유형: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F⑥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F⑦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3)유형화 결과

설문을 실시한 학교 교사 70명의 설문 결과를 와 같은 6각 다이어그램으로 나타

내면 뒤의 <참조 1>과 같다.척도 1,2를 부정 인식으로,척도 4,5를 정 인식으

로 단하고,척도 3을 선택한 경우는 정과 부정 어느 쪽으로도 단하지 않았다.이

는 유형 분류의 목 에서 모든 사례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목 보다는 표 인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는 목 이 더 우선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따라서 6개의 문항 하나

라도 척도 3을 선택한 교사는 ‘형’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다만 척도 3을 선택한 항

목이 단 1개만 있을 경우 사례 선정의 폭을 확 하기 해 정 인식으로 해석하여

‘유사(′로 표시)’유형으로 따로 분류하 다.교사 인식 유형에 한 분류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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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③ 형 M-28 M-59

(F③') M-25 M-29 M-47

F④ 형

F④′ M-46 M-70

F⑤ 형
M-33 M-35 M-38 M-50 M-51 M-52 M-53 M-54

M-55 M-56 M-69

F⑥

F⑦ 형

(F⑦') M-1 M-10 M-14 M-48 M-63

비 류

M-5 M-8 M-12 M-13 M-15 M-16 M-17 M-20

M-23 M-24 M-26 M-27 M-30 M-31 M-32 M-39

M-40 M-41 M-42 M-44 M-45 M-58 M-61 M-62

M-65

가능한 유형 F①,F④,F⑥,F⑦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39).다만 F④,F⑦ 유형

은 형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유사(F④′,F⑦′)유형이 나타났다.

F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법 수업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교사 수 자체가

었고, 은 수 내에서도 다른 것이 모두 정 이면서 흥미만 없는 경우가 없었기 때

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그리고 F④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 문법 수업에 흥미가 낮

은 교사 수가 워낙 었다는 과 다른 요소에 한 부정 인식 없이 교사의 흥미와

학습자의 흥미만 낮다고 인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이때 F④′로 나타난 교사가 2

명 있었는데,두 교사 모두 수업 곤란도에서 척도 3을 선택하여 유사 유형으로 분리되

었다.흥미로운 은 척도 3을 부정 으로 해석할 경우 F⑦′유형으로 편입될 수도 있

다는 이다.

F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 문법 수업에 흥미가 낮은 교사 수가 워낙 었다는 ,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른 요소에 한 부정 인식 없이 교사의 흥미와 문법 수업 곤란도

만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F⑦ 유형이 나타나지

39)⦁F①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F④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F⑥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F⑦유형: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 부정 인식

&문법 수업 곤란도 → 부정 인식(곤란함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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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유는 F⑦을 결정지은 세 가지 항목에 해 부정 인식을 드러낸 5명의 교사가

모두 ‘교과 내용 지식’에서 ‘보통(3 )’을 선택하여 비 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F④′의 2명을 제외하면,문법 수업에 해 스스로 흥미가 낮다고 단한 교사

는 제시한 문항 어도 세 가지 이상에서 부정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동시에

문법 교과 지식에서 상 으로 자신감이 낮아 F⑦′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이는 스

스로 문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는 문법 교과에 한 흥미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40).

(4)연구 참여자 선정

참여 교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만약 조건에 만족하는 교사를 섭외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 ‘형’유형을 ‘유사’유형으로 확 하여 탐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 다.

<사례 선정을 한 필터링 단계>

⦁1단계:가능한 한 ‘형’유형을 기본 상으로 삼는다.

⦁2단계:5년 이상의 실경력을 갖추고 있다.

⦁3단계:교육 과정상 문장 성분 단원을 다루는 학년을 담당하고 있다.(2학년 or3학년)

⦁4단계:연구 참여 의사가 있다.

선정된 사례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유형 S유형 F② 유형 F③ 유형 F⑤ 유형 F⑦′유형

참여자

코드
M-6 M-49 M-28 M-69 M-1

경력

(성별)
7년(남) 20년(여) 8년(여) 10년(여) 15년(여)

<표 7>사례 연구 참여자

40) 실 으로 생각해 보면 실명을 드러낸 설문 조사에서 문법 교과 내용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부정 답변을 는 것은 교사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척도 3에 표시했

다는 것은 교사 스스로 문법 지식에 한 자신감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최 치 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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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유형의 경우 참여자 섭외 과정에서 M-6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연구 진행

2015년 에 고등학교로 근을 가게 되었다.S유형의 ‘형’그룹에서 2015년 재

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없어 유사 유형으로 확장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

으나,M-6교사가 미니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여 형 그룹에서 참여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M-6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 다.

F⑤ 유형으로 선정된 M-69교사는 2014년 4월,본 연구 기 단계에서 일럿 테스

트를 해 수업 사례를 수집하 을 때 참여했던 교사이다.당시에도 재와 동일한 조

건에서 수업을 진행하 으므로 참여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당시 수업 사례를 F⑤

유형의 사례로 활용하기로 하 다.

형 유형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 유형만 나타난 경우가 F④′와 F⑦′의 경우이다.

앞서 기술했듯 F④′는 F⑦′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F⑦′의 경우 5명의 교사 모

두 동일하게 교과 내용 지식에 해 상 으로 낮은 자신감을 보 다는 이 특징 이

다.따라서 F⑦′ 한 명의 교사를 추가로 선정하 다.F⑦′로 선정된 교사 역시

2014년 4월 일럿 테스트에 참여했던 교사이다.

1.3.사례 연구 차 자료 코딩 방법

(1)수업 녹화 심층 면담 실시

수업 녹화 심층 면담에 한 세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참여자 M-6(S) M-49(F②) M-28(F③) M-69(F⑤) M-1(F⑦′)

수업 녹화 2015.4. 2015.5. 2015.5. 2014.5. 2014.5.

학년
학교

2학년

학교

2학년

학교

2학년

학교

3학년

학교

2학년

교과서(출 사) 천재 두산 창비 미래앤(주) 천재

내용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차시 2차시 2차시 2차시 2차시 2차시

심층 면담
1차:2015.3. 1차:2015.4. 1차:2015.4. 1차:2014.5. 1차:2014.5.

2차:2015.8. - - 2차:2015.8. 2차:2015.8.

<표 8>수업 녹화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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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코딩

① 사

[S(유형)_1(차시)_1(국면41))_1(발화=구어 문장)]와 같은 코드를 붙여 다음과 같이

사하 다.

[S_1_1.인사]

[S_1_1_1]반가워요.

[S_1_1_2]이름은 000라고 해요.

[S_1_1_3]쓰고 싶은데 빨간색밖에 안 줘가지고.

[S_1_1_4]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S_1_4.선수 학습 검]

[S_1_4_1]자 문장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여러분 학교 때,아니 등학교 때 혹시 문장

에 해서 배운 거 있나요?

[S_1_4_2]기억나나요?

[S_1_4_3]문장에 해서 어떤 거 배운 거 기억나요?

[S_1_4_4] 등학교 때?(학생들 답이 없음)

[S_1_4_5] 등학교 때 한 3학년 때쯤?

[S_1_4_6]여러분이 등학교 3학년 때쯤,주어,목 어,서술어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나요?

(학생들 고개를 흔듦)

[S_1_4_7]기억이 안 나나요?

……

② 교수·학습 흐름 분석을 한 코딩

코드는 차시와 국면만 표시하고 학습 외 발화와 내 발화로 나 다.학습 내 발

화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심으로 교재 내용과 련하여 교사가 구성한 교육

41)수업 구성의 기본 단 로 ‘국면’을 설정한다.‘국면’은 도입, 개,마무리 단계와 같이 차성을 지

니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수업에서의 ‘국면’이란,교사가 수업 시간에 구성하는 교육 내용의

가장 작은 단 로,작게는 각 단계의 목표,크게는 상 차시(교시)의 목표,궁극 으로는 해당 단

원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문법 수업에서 ‘국면’은 주로 문법 개념 언어 상 탐구별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국면은 ‘실제성’,‘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실제성’이란 실제 수업

에서 구성,계획이 가능하나 그것은 실제 수업에 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고,경험이 있

는 상태라 하더라도 수업을 미리 그려 보아야만 측 가능하다.‘즉시성’이란 즉시 구성 가능한 단

라는 이다. 측할 수 없는 학습자의 반응에 의해 즉시 으로 개입되는 국면이 다수 구성 가

능하다.



- 65 -

내용을 ‘행 학습’으로,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행 학습을 해 동원하고 있는

해당 교재 내용 외의 문법 지식을 ‘련 지식’으로 나 어 제시하 다.그리고 교재에

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행 학습 내용과 련된 심화 지식을 ‘(심화)’로 표시하여

짙은 상자로 나타내었다.구체 인 수업 분석 틀은 ‘2.1.수업 분석 틀 구성’장에서 자

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인사

[1-2]학습할 내용 안내

[1-3](친화)공감 발화

-미니 수업 특성상 필요한

부분

[1-4]배경 지식 활성화

- 등학교 검

- 어 시간 검

-교사의 경험

[1-5]‘문장’의 개념 성립

조건

-내용 ,형식 성립 조건

⋮

[1-9](심화)‘어 ’과 ‘띄어쓰기’

-문장 성분의 최소 단

<표 9>수업 구성의 체 흐름 분석을 한 코딩 양식

(3)참여 교사명 변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참여 교사명을 교사의 수업 실행의 특성을 심으로 변

환하 다.설문 조사는 결과 으로 문법 수업에 한 어려움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데,

S유형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고 나머지는 원인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

지만 모두 무엇인가로 인해 문법 교수·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다.이

때 6각형의 모양이 그러진 정도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그것이

가장 심한 교사는 F⑦ 유형이 될 것이다.연구자는 수업 사례를 선정할 때 다양성을 확

보하기 해,그리고 찰하고 분석할 때 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인식을 참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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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와 같은 유형화를 시도하 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해석의 편견으로 작용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설문 결과에 따른 교사의 유형화는 일반 유형화가 그 목

이 되거나 교사를 몇 가지 형으로 나 고자 하는 목 이 아닌,질 사례 분석에서

사례의 다양성과 사례 선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이

다.따라서 기술명은 유형화 결과가 아닌 개별 교사의 수업 특성을 심으로 명칭을 변

환하 다.그러므로 ‘S유형’에 속한 모든 교사가 ‘지식형’교사라 볼 수 없으며,참여 교

사 선정 이후 각 교사의 수업 사례는 질 연구의 상으로서 개별 사례로 인식되어

야 한다42).

참여 교사 유형명 기술명

M-6 S 지식형

M-49 F② 정리형

M-28 F③ 계형

M-69 F⑤ 경험형

M-1 F⑦′ 참여형

<표 10> 참여 교사명 변환

M-6교사는 문법 교수·학습 실천에 있어 교사의 문법 지식이 매우 요한 변

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실제 교육 내용 구성에서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상 으로 심화된 문법 지식을 더하여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M-6교사는 이러한 특성을 부각하여 ‘지식형’교사로 명명하여 기술하도록

한다.M-49교사는 참여 교사 유일하게 학습지를 사용한 교사 다.학습지는

이 에 배운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M-49교사는 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에도 칠 에 문법 개념을 정리해 주는 특성을 보 다.M-49교사는 면담에서 어

42)개별 사례라고 하여 앞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나 유형화의 과정이 모두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각 사례는 어떠한 집단의 표라기보다는 해당 집단에 속하는 하나의 개별 상으

로 인식되고,이와 같은 개별 사례에 한 연구자의 해석과 통찰이 앞으로 논의를 이끄는 주된

방법론이 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는 통합연구방법을 취함으로써 개별 사례가 연구자의 개인

선택이 아닌 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인식을 심으로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되고자 하

으며, 한 이러한 사 조사를 사례 분석과 사후 면담으로 이어 나가 교사의 일 된 사고나 태

도를 분석해 내고자 하 다는 데서 통 인 질 연구와는 차별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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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면 문법 지식을 쉽게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달할 수 있을까에 해 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특성을 살려 ‘정리형’교사로 기술하고자 한

다.다음으로 M-28교사는 참여 교사 학생들과의 계가 가장 친 한 특성을

보 다.교과 내용 외에 학습자들과 화를 가장 많이 나 고 농담을 건네거나

개인 인 특성을 언 하는 면이 상 으로 많았던 교사이다.이에 M-28교사를

‘계형’교사로 기술한다.M-69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수업 에 드러내며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면이 특징 이다.“ 희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내가 알지.”와

같은 발화를 통해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수자임을 드러내고 있으며,그것을 이용

하여 학습 내용을 자신의 의도 로 조정하고 구성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에

‘경험형’교사로 기술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M-1교사는 문법 수업에 매우 자

신 없어 하는 교사이나 그것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반복 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같은 내용을 반복 으로 다루는데 다른 활동을 통해 이

를 반복 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보인다.M-1교사는 주로 학습자로

하여 교재의 내용을 읽게 하거나 필기를 하도록 요구하며,질문에 답을 하거나

칠 에 나와 실제로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등 지속 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요

구한다.이에 ‘참여형’교사로 기술하도록 한다.

2.교사 유형별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분석

2.1.분석 틀 구성

(1)분석 차 방향

교수자에게 암묵 으로 혹은 명시 으로 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자의 수

업 구성과 표상 방식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물론 교수·학습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았

으나 교수자의 의도로 숨겨져 있어 악하기 어려운 교수학 내용 지식도 있을 것이

다.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이와 같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최 한 분석해 내기 해

일차 으로는 교사 유형별 수업 분석을 진행하고 이차 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의 작용 양상을 분석하 다.이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교수학 내용 지식은 결국 총화(總和)로 발 되는 지식 체계이기 때문이다.이에 먼

문법 교수·학습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교수학 내용 지식 발 지 들을 총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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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에서 교사 유형별로 분석해 낸 후 그러한 지 에 주목하면서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의 작용을 세부 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법 역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 이라고 단했다.

1차 분석 ‘교사 유형별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분석’과 2차 분석 ‘교수학 내용 지

식 구성 여 요소의 작용 양상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는 총체 인상 평가에 가

까운 거를 심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후자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작용

하는 여 요소들을 세부 거 기 으로 삼아 수업을 분석한다는 이다.1차 분석을

통해서는 문법 수업만의 특성 문법 교사로서의 문성에 주목하면서 각 교사가 보이

는 교수학 내용 지식 발 양상을 분석해 낼 수 있으며,2차 분석은 이러한 지 을

으로 문법 수업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세부 요소들의 작용

을 세 하게 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 2차 

교사 유형별 교수학 내용 지식 분석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의

작용 분석

총체 분석 요소별 분석

분석 틀:

‘문법 수업 문성 평가 기 ’ 검

➛ ‘체 인 교과 내용 구성 내용

구조화’

분석 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

참조

➛ 인지 ,정의 ,메타 자기 인식,

외 요소별 분석

문법 교수·학습에서 특히 주목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 발 지 발견

1차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의 작용 양상 분석

문법 수업의 특질을 악하여 문법 수업

고유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을

악하기 한 분석

여 요소를 통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실제를 구체화하기 한 분석

<표 11>수업 분석 차 방향

43)여기서 총체 이라 함은 이차 분석에서 실시하는 각 요소별 분석에 응하는 표 이다.그러

나 총체 평가가 단순한 인상 평가에 그칠 것을 우려하여 분석 틀은 따로 구성하 다.이때 분석

틀 역시 교수·학습 요소가 아닌 ‘지식 풀이하기’나 ‘시하기’와 같은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구성된

특정 활동이나 교사 발화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이때 그러한 활동을 구성하

는 교수 요소를 분석해 내기보다는 교사별로 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 교수 행 에 주목한다

는 의미에서 총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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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석은 ‘문법 수업의 문성’을 평가하는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되 교수학 내용

지식이라는 수행 지식 차원에서 필요한 기 을 따로 마련하여 분석 기 분석 틀을

구성하 다.그리고 2차 분석은 II장에서 상술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

소’를 기반으로 하되 1차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여 일부분 이를 재조정한 분석 기 을

심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 다.

이때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견지하기 해 참여 교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문가

2인의 자문을 구하여 내용을 조정하는 ‘다각화(다원화,triangulation)’44)의 근법을 실

시하 다.

[그림 9]분석의 다각화(triangluation)과정

다각화는 [그림 9]와 같이 수행되었으며,연구자의 분석은 문가 2인의 분석 결과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되었다. 문가 2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44)‘다각화’ 는 ‘다원화’등으로 번역되는 ‘triangulation’은 질 연구의 요 근 방법 하나이다.

특히 사례 연구에서 이와 같은 다각화 근은 분석 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자의 시

각이 편향되지 않도록 돕는다.패튼(Patton,1987)은 이와 같은 다각화를 1.‘datatriangulation’,2.

‘investigatortriangulation’,3.‘theorytriangulation’,4.‘methodologicaltriangulation’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연구자,참여자, 문가의 ‘investigatortriangulation’을 통해 해

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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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학력

문가 1
교직 경력: 11년 ( 직 교사)

연구 경력 3년

석사 졸

(국어과 타 역 공)

문가 2
교직 경력: 10년,고 4년 ( 직 교사)

연구 경력 8년

박사 수료

(문법 교육 공)

(2)분석을 한 세부 거 설정

① (1차)분석의 목 방향

1차 분석은 문법 수업 반을 통해 표상화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총체 시각으

로 바라본다.이는 특정 요소에 주목한다기보다는 구 된 활동이나 특정 교육 내용 등

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문법’ 역의 교수·학습이 갖는 유의미한 지 들을 발견함으로

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분석해 내고자 함이다.물론 ‘교육’이라는

상이 갖는 보편 인 교수학 내용 지식이 수업을 이끄는 기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

고, 국어 교과서로서의 특성 안에서 문법 교과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작용하고 있

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지 들이 문법 교과만의 고유 지식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법 교수자로서,문법 수업을 염두에 두고,그것을

수행하기 해 수업을 구상하는 과정 그 실천에 여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은 모

두 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 분

석 시 ‘특히 주목할 만한’지 이라 하는 것은 문법 교수를 수행하는 교사 유형별 특징

을 고려하고,더하여 어떠한 지 을 심으로 수업이 하나의 덩어리,즉 특정 국면을 형

성하게 되는가에 한 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분석의 방향은

최종 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범주화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

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② 분석 틀 구성

1차 분석에서는 문법 교수·학습과 교수자의 문성에 련한 기존 연구를 검하고

그 요소별 분석에서 실시하는 것들을 제외한,수업 체를 살펴야 하는 거들을

심으로 분석 틀을 따로 구성한 뒤 분석을 실시하 다. 문가들 역시 연구의 목 을 충

분히 공유한 후 제공된 분석 틀을 심으로 상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 다.이와 같은 차는 연구자 개인의 해석 분석의 타당성을 높

이기 한 방안이자,방법론 으로 제시한 ‘다각화’의 근 방식에서 연구자의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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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문가 2인의 분석 결과의 조정 과정을 보다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함이다.

교사 문성에 한 연구는 교과별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문법 역만을 특징지어

수행된 연구는 몇 되지 않는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어 교과를 상으로 수행된 교사

문성 논의를 참조하고 그 문법 역의 교수·학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부각하여

거 틀을 구성하고자 하 다.먼 최지 (2006)은 교사 문성에 한 이 논의를 비

으로 검한 후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 능력을 ‘실언어의 이해와 평가’,

‘학습자의 언어문화에 한 이해와 평가’,‘교재 분석과 평가 그리고 산출 능력’으로 제시

하 다.어학 는 문학과 같은 련 지식을 갖추고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품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기존 논의가 갖는 한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 교육 상과

학습자,그리고 교재에 주목하 다는 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된 임찬빈 외(2006)의 연구는 국어과 ‘수업’을 구상

하는 ‘교수자’의 문성을 보다 본격 으로 다룬 연구라 할 수 있다. 수업 - -후

활동 제 양상을 포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자가 국어과

수업을 찰하는 데 유의미한 참조 을 제공해 주었다.물론 국어과 세부 역을 염두

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 인 기 을 제공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해

당 연구에서 생된 주세형(2007)45)의 논의를 보완 으로 참조하여 보왔하 다.임찬빈

외(2006:3-6)에서는 국어과 수업 평가 기 으로 4개의 역을 설정하고 하 8개의

역,28개의 세부 평가 기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46).여기에서는 역보다는 역

의 범주를 참조하 는데, 역은 ‘국어교과 지식,학생의 언어 이해,국어 능력,수업

설계,국어 학습 환경 조성,수업 실행,학생 평가,교수·학습에 한 지속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문성에 한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문성의 기 들,즉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앞서 II장에서 체계화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들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이는 교사 문성을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혹은 능력 차원에서 다루

고 있고,그것을 요소별로 제시하는 연구의 방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본 논의

의 1차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수업 실행에 직 여하는 교수학 내

용 지식에 주목하는 것이 목 이다.이를 해 교수 실행을 해 ‘갖추어야’할 교수자

45)주세형(2007)에서의 ‘문법 교사’의 ‘문성’문제는 ‘문법 교수자’에 주목하고 문법 교수자만이 가진

수업 ‘문성’이 무엇인가에 한 진지한 고민을 던지고 있어 본고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46) 역은 ‘지식 능력’,‘계획’,‘실천’,‘문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은 ‘I.국어교과 지식,II.

학생의 언어 이해,III.국어 능력,IV.수업 설계,V.국어 학습 환경 조성,VI.수업 실행,VII.학

생 평가,VIII.교수·학습에 한 지속 노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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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이 아닌,교수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교수 상들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47)

단순화하여 를 들자면 ‘문법 지식’은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혹은 요소 하나이

지만 ‘문법 지식 설명(풀이 혹은 탐구)’는 교수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교수 상인 것이

다.이에 교육 상 는 문법 지식,학습자,교재 등의 개별 요소에 한 교수자의 능

력에 한 것은 2차 분석으로 구분하고,1차 분석에서는 이들이 작용하여 수업 실행에

직 여하는 ‘문법 교과 내용의 설계 실행’,‘문법 학습의 분 기 태도’에 한

것을 으로 총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하에 김은성(2009)의 논의는 1차 분석을 한 분석 틀 구성에 요한 기

을 제시한다.김은성(2009)는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화를 해 실제 수업 자료를

분석하여 문법 수업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이 논의에서는 이 규(1994)와

이춘근(2002),이재승(2005)의 논의를 참조하여 문법 수업의 가장 표 수업 방식인

‘설명하기48)’의 구성 요소를 ① 지식 풀이하기 ② 들기,③ 지식 틀 세우기로 보고

각 요소를 다시 미시 인 차원에서 세분하여 문법 수업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고 있

다.이는 문법 교수·학습의 실행 국면을 직 인 분석 상으로 삼은 것으로 본 연구의

1차 분석의 분석 틀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기 들을 제공해 다.본 연구에서는 김은

성(2009)의 수업 분석 틀을 토 로 앞서 살핀 여러 논의와 문법 수업에서의 탐구 활동

을 더하여 1차 분석의 분석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 김은성(2009:303)에서는 ‘문법 지식 풀이하기’를 풀이의 양과 도구, 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세부 구조를 설정하 다.

47)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각 요소들에 한 분석은 2차 분석에서 이루어진다.

48)이때의 ‘설명하기’는 문법 수업 일반에서 드러나는 교수 수행 양상을 가리킨다.이는 김은성

(2009:293)에서 밝히고 있듯 문법 교수·학습의 실 이분 체계,즉 ‘설명식 수업’과 ‘탐구학습법’에

서 ‘탐구’의 척 에 있는 ‘설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보다 일반 인 교수 수행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교수자의 이와 같은 교수 행 속에서 학습자의 ‘탐구’행 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교수자가 그것을 유도하거나 보조하기 한 다양한 장치도 구상할 수 있다.뒤에 기술하

겠지만 ‘탐구’역시 일정한 차와 기법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탐구학습에 한 잘못된 인

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주세형,2007참조), 실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연구자가 앞에서

설정한 수업 ‘국면’을 심으로 탐구와 설명을 얼마든지 교차하며 역동 으로 교수·학습 행 를 수

행해 나갈 수 있다(졸고,2016: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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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양에 따라

㉠ 내용의 축소 풀이

㉡ 내용의 기본 풀이

㉢ 내용의 심화 풀이

㉯ 풀이 도구에 따라
㉠ 문법 용어를 이용한 명시 풀이

㉡ 문법 용어를 이용하지 않는 암시 풀이

㉰ 풀이 역에 따라
㉠ 문법 역 안에서의 추상 풀이

㉡ 문법 역 밖까지 확장한 구체 풀이

본 연구에서는 의 구조를 참조하되,좀 더 입체 인 기 을 용하고자 한다.먼

‘㉮풀이 양’과 ‘㉰풀이 역’이라는 기 의 경우 ‘풀이의 범 ’로 함께 다루고 이러한 ‘범

’의 각 단계는 내용의 기본 풀이나 심화 풀이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는 특정

단원을 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실을 고려한 것으로, 를 들어 ‘문장 성분’에 한

교수·학습에서 그 지식을 다루는 범 가 해당 학습 범 내에 머무르는 것과 문법 역

내 다른 학습 범 까지 확장되는 측면을 고려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심화 풀이가

가능하다는 을 반 한 것이다.‘㉯풀이 도구’의 경우는 연구자 역시 일럿 테스트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설명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에 주목하 기에 동일

하게 반 하도록 한다.다만,‘명시 ’,‘암시 ’으로 표 한 부분의 용어를 ‘학문 ’,‘직

’으로 일부 수정하여 나타내었다.

틀의 범 에 따라
㉠ 국지 틀 세우기

㉡ 국 틀 세우기

한 김은성(2009)의 논의에서는 ‘문법 지식 풀이하기’와 별도로 ‘지식의 틀 세우기’

를 와 같이 구성하 다.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 두 요소를 함께 구성하고자 한다.

각 요소는 ‘문법 지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제시된 문법 지식을 어떻게 실제 교

육 내용으로 재구성해 나가느냐에 한 것으로서 함께 다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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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범 에 따라

문법 역 내

해당 학습 범

문법 역 내

타 학습 범

문법 역 외

학습 범

기본 ㉠ ㉡ ㉢

심화 ㉠′ ㉡′ ㉢′

체계화 ㉠″ (국지 ) ㉡″ ( 국 ) -

㉯ 풀이 도구에 따라

㉠ 문법 용어를 이용한 학문 풀이

㉡ 문법 용어를 이용하지 않는 직 풀이

<표 12>‘문법 지식 풀이하기’의 분석 틀

다음으로 ‘시하기49)’에 한 문법 교수 행 를 분석하기 한 틀을 구성하 다.

등 교육 과정에서 문법 교육은 문법 개념에 한 학습이 교육 내용의 핵을 이루고 있

다 하여도 무방하다.문법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개념이 도출되는 하나의 문법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과도 같으며,그것은 곧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그 운용의 원리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길에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50).이러한

문법 개념들은 언어 운용에 한 설명을 해 인 으로 조작된 추상 개념이라는 특

성을 갖는다.이와 같이 추상성이 높은 낯선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기 한 방법

으로 시,비유와 같은 략이 사용되는데,이때 ‘시’는 언어 ‘사용’의 시가 주로 동

원된다. ‘비유’는 개념들 간의 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리한데,학습자들에게 친근

한 상 계를 끌어다 낯선 개념에 투 시켜 개념 개념 간의 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여기에서는 개념 개념 간의 계 이해를 해 끌어오는 다양

한 비유의 방식 역시 크게 시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 틀을 구성하 다.

‘시하기’의 세부 방식에 해 김은성(2009:306)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하 다.

49)김은성(2009)에서는 ‘ 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나 본 논의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 분류명으

로 ‘시하기’를 사용한다.

50)‘어떠한 개념이 체의 맥락에서 유리되어 특정의 고정되고 통일된 의미를 지니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 부터 환상이다(장상호,1997:768)’라는 말처럼 특정 개념은 특정 학문의 특정 설명 체계

를 변하는 것이며,그 안에서만 설명 가능하다.문법 개념을 익힌다는 것은 재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그 체계를 이해하기 한 첫걸음이자 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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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천에 따라

㉠ 수용형 들기

㉡ 창안형 들기

㉢ 발견형 들기

㉯ 맥락 유무에 따라
㉠ 맥락 삭제형 들기

㉡ 맥락 구체형 들기

여기에서는 ㉮의 ‘의 원천’보다는 ‘사고의 확장 여부’에 방 을 두어 단순한 용이

나 확인을 해 동원한 시인가,문법 사고나 탐구를 한 시인가를 단할 수 있

는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51).㉯는 언어 사용의 기 지식으로서의 문법 지식의 역할

을 고려하여 연구자 역시 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그 로 수용하 다.이를 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고의 확장 여부에 따라

㉠ 단순 용 확인을 한 들기

㉡ 사고 확장을 한 탐구형 들기

㉯ 맥락 유무에 따라

㉠ 맥락 삭제형 들기

㉡ 맥락 구체형 들기

<표 13>‘시하기’의 분석 틀

다음으로 교사의 문법 수업에서 행해지는 언어 탐구 활동에 한 분석 틀을 더하고자

한다.이때 언어 탐구 활동이란 문법 수업 시간에 배운 추상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언어생활을 탐구해 보거나 혹은 실제 언어생활을 통해 문법 개념을 탐색해 나가는 활

동, 는 문법 개념이나 언어 사용에 한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 등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주세형(2007:181)에서는 문법 탐구 학습을 엄 히 차화된 교수 학습 기법이라

고 가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이는 번거로운 차나 기법으로 인해 언어를

상화하고 언어의 다양성을 흥미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탐구 학습의 기본 정신이 가려지

51)문법 개념 학습에 한 연구로 박인규(2013)에서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하 는데,낯선 개념을

처음 하는 기 단계에서는 형 인 사례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며 이후에는 범주 모호성이

제기되는 사례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문법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상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논의에 경험 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문법 교육에서 요한 교수 단계이자 략

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단하여 이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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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연구자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으로 탐구

학습을 한 교수자의 교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연구자는 졸고(2016)에서 교사의

발문을 설명 국면에서의 발문 활동과 탐구 국면에서의 발문 활동으로 나 고 탐구 국면

에서의 발문을 학습자의 사고 활동에 따라 탐색 발문,추론 발문,검증 발문으로

나 어 제안한 바 있다.교수 활동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탐색 활동,추론 활동,

검증 활동52)을 학습자 심의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교수자의 교수 행 로 보고 이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추가하고자 한다.

㉮ 학습자의 사고 활동에 따라

㉠ 탐색 활동을 한 교수 고안

㉡ 추론 활동을 한 교수 고안

㉢ 검증 활동을 한 교수 고안

<표 14>‘문법 탐구 활동 고안’의 분석 틀

이와 같은 문법 탐구 활동은 앞서 제시한 문법 설명하기의 틀과 상호배타 으로 설

계되는 교수 활동이 아니다.이는 문법 지식 설명하기나 시하기 등 다른 활동 에

충분히 개입 가능한 활동으로 학습자의 사고가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수용하는 상태가

아닌,언어를 상으로 하여 탐색하고 추론하는 등 능동 상태가 되도록 하는 교수

고안을 뜻한다53).

마지막으로 요소별 분석으로 악하기 어려운 체 인 문법 수업 환경과 분 기,태

도에 한 부분에 한 분석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요소별 분석에서도 외 요소 부분

52)졸고(2016:50)에서는 ‘탐색 발문’은 학습자로 하여 언어 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언어 운용

에 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지 에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추론 발문’은 단

서를 통해 가설을 세우거나 근거를 찾아가게 하는 것으로,‘검 발문’은 지식 체계에 한 이해

탐구의 과정과 결과에 해 스스로 검해 보게 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53)참여 교사의 수업에서 이러한 문법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면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 것이 사

실이다.그러나 부분의 이유는 문법 탐구 활동에 한 교수자의 부정 시각이나 문법 교육 내

용의 내 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업 시수나 학습자의 수,그리고 국가 단 의 일 평가

등 외부 요인이 이와 같은 교수 활동에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고가 좀 더 능동 으로 학습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교수 차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극 으로,의도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매우 간소하게 드러나는

탐구 활동일지라도 이에 주목하고 교수 차원에서 유의미한 지 을 발견하여 이때 교수자의 교

수학 내용 지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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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지식 풀이하기>

㉮ 풀이 범 에 따라

문법 역 내

해당 학습 범

문법 역 내

타 학습 범

문법 역 외

학습 범

기본 ㉠ ㉡ ㉢

심화 ㉠′ ㉡′ ㉢′

체계화 ㉠″ (국지 ) ㉡″ ( 국 ) -

㉯ 풀이 도구에 따라

㉠ 문법 용어를 이용한 학문 풀이

㉡ 문법 용어를 이용하지 않는 직 풀이

<표 16>총체 분석의 세부 분석 기

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외 요소 교육 과정과 같은 제도 차원의 맥락보다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육 환경이 맞물려 구성되는 학습 환경에 한 총체 인 분 기 태

도에 을 두어 분석하 다.이를 해서는 임찬빈(2006)과 주세형(2007)의 논의를 참

조하여 ‘‘교수자-학습자’의 소통’,‘문법 수업에 한 태도’를 제시하 다.

㉮ 교수자-학습자 소통

㉠ 학습 내용 련 소통

㉡ 학습 내용 외 소통

㉯ 문법 수업에 한 태도

㉠ 문법 수업 운 반

㉡ 특정 문법 지식 련

<표 15>‘문법 수업 환경 조성’의 분석 틀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에서는 학습 내용과 련된 소통과 학습 내용 외 인 소통을

구분하 으며 문법 수업에 한 태도는 수업 운 에 한 태도와 문법 지식에 한 태

도를 구분하여 설정하 다.

이와 같은 분석 요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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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기>

㉮ 사고의 확장 여부에 따라

㉠ 단순 용 확인을 한 들기

㉡ 사고 확장을 한 탐구형 들기

㉯ 맥락 유무에 따라

㉠ 맥락 삭제형 들기

㉡ 맥락 구체형 들기

<문법 탐구 활동 고안>

㉮ 학습자의 사고 활동에 따라

㉠ 탐색 활동을 한 교수 고안

㉡ 추론 활동을 한 교수 고안

㉢ 검증 활동을 한 교수 고안

<문법 수업 환경 조성>

㉮ 교수자-학습자 소통

㉠ 학습 내용 련 소통

㉡ 학습 내용 외 소통

㉯ 문법 수업에 한 태도

㉠ 문법 수업 운 반

㉡ 특정 문법 지식 련

1차 분석은 이와 같은 분석 틀로 분석을 실시하되, 문가에게는 분석 틀에 해당하는

질문 형식으로 분석을 의뢰하 다. 문가 의견의 경우는 문법 교육 상에 한 체

인 인상 수업 구성 반에 한 의견을 분석 틀로 모두 담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

다는 을 고려하여 분석 후 조정 논의 과정도 면 면으로 시행하 다. 한 교사

유형별 분류 과정에서 나타난 각 유형의 특징은 제시하지 않았다.설문 조사를 통해 분

류된 교사 유형별 특성을 연구자는 상 해석의 참조로 활용하 지만 동시에 그것이 분

석의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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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인사

[1-2]학습할 내용 안내

[1-3](친화)공감 발화

-미니 수업 특성상 필요한

부분

[1-4]배경 지식 활성화

- 등학교 학습 내용 검

- 어 시간 검

-교사의 경험

[1-5]‘문장’의 개념 성립

조건

-내용 ,형식 성립 조건

[1-6]문장 구성 재료로서의

‘단어’

-집과 벽돌로 비유

[1-7]‘단어’ 련 사

지식 회상

-품사,단어형성법

[1-8]성분 단 ‘어 ’

-벽돌,기둥,집에 비유

-명사,조사 등 품사 지식

동원

[1-9](심화)‘어 ’과 ‘띄어쓰기’

-문장 성분의 최소 단

<표 17>지식형(M-6)교사의 수업 구성:1차시

2.2.지식형(M-6)교사의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1)교수·학습의 구조 흐름

지식형(M-6)교사54)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2차시 수업이 진행

되었으며,이 2차시의 반 정도까지가 ‘문장 성분’ 련 수업이었다.

54)M-6교사,S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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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1-10](정리)[1-6,8]동일

[1-11]주어,서술어 나 기

활동

-교재 70쪽,교사 설명 후 풀이

[1-12]교재 풀이+문장의 기본

구조

-서술어의 품사에 따른 기본 구조

-‘용언’언 , 어의 문형 언

[1-13]용언의 활용,체언

[1-14](정리)문장 성립의 기본

조건,‘주어+서술어’

[1-15]체언,용언

-체언은 주로 주어 자리

-용언은 주로 서술어 자리

[1-16]품사 분류 기

-형태,의미,기능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

[1-17](정리)문장 성립의 기본

조건,‘주어+서술’=[1-14]

[1-18]( 환)문장 성분 개수

[1-19]목 어

[1-20](친화)우유 달

-‘개이득’설명

[1-21]목 격 조사

[1-22]목 어,보어 찾기 활동

-교재 71쪽

[1-23]활동 풀이,주성분 정리

-교재 72쪽

[1-24](심화)추가 문제

풀이,격과 격조사의

불일치

[1-25]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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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2-1]이 시간 학습 내용 확인

-주성분

[2-2]학습할 내용 안내

-부속 성분,독립 성분

[2-3]주성분 찾기 활동

-복습으로 시작

[2-4](친화)분 기 환

[2-5]주성분 찾기 활동

-[2-3]연결

[2-6] 형어

-동일한 문에서 형어 찾기

-체언 수식(성분 수식으로도 설명)

[2-7]부사어

-동일한 문에서 부사어 찾기

-용언 수식

[2-8] 형어,부사어의 피수식어

-체언,용언

[2-9](정리)피수식어 차이에

따른 구분

[2-10](심화)‘부속’의 개념,

부속 성분의 속성

[2-11] 문에 부속성분 넣기활동1

[2-12](심화)문에 부속 성분

넣기 활동2

- 형어 형성( 형사,형용사,

체언+의)

[2-13](심화)형어의 형성

<표 18>지식형(M-6)교사의 수업 구성: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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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2-14](심화)부사어의 형성

[2-15](정리)교재,부속 성분 정리

+(심화)부사어의 수식 범

[2-16](심화)속 부사

[2-17]독립 성분

[2-18]부속 성분,독립 성분 비교

[2-19]( 환,심화)독립어 답

‘아니오’의 표기

[2-20]독립어의 형성

-부름,감탄,응답

[2-21](정리)주성분,부속 성분,

독립 성분

[2-22]질문,인사

(2)분석 결과

앞에서 1차 분석의 세부 분석 기 을 크게 ‘문법 지식 풀이하기’,‘시하기’,‘문법

탐구 활동 고안’,‘문법 수업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 으며,각각을 다시 좀 더 구체 인

기 으로 제시하 다.이와 같은 분석 기 은 단순한 인상 평가에 그치기 쉬운 총체

분석을 문 이고 심화된 분석으로 나아가게 하기 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분석 결과

는 제시한 분석 기 을 심으로 기술하되,교사별로 수업 구성의 특성상 각 기 별 비

은 서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음을 밝힌다.

지식형 교사는 문법 수업에 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학습자들 역시 문법 수

업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수업 역시 다른 참여 교사들

과 비교하 을 때 문법 지식을 다양하게 동원하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문법을 싫어하

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없이 자신 있고 차분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문법

역에 한 이와 같은 교수자의 흥미에 해서는 문가 2인 역시 연구자와 유사하게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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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체계 이고 설명이 자세해서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다.진도를 맞추기

해 서두르거나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안정

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 이다.”

- 문가1

“문법 지식을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도 체계 으로,차분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갖

고 있다.학습자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며,해당 문법

개념을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설명하고 있다.”

- 문가2

다만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차를 마련하거나 학습자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 장치를 동원하는 데는 소극 인 편이

었다.문법을 언어생활과 하게 련시키면서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탐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구체 인 참여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아쉬움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지식형 교사의 수업에 한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법 지식 풀이하기’ 련

지식형 교사는 ‘문법 역 내 해당 학습 범 ’와 ‘문법 역 내 타 학습 범 ’,그리고

‘문법 역 외 학습 범 ’를 히 활용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하고 있으며 설명

한 문법 용어를 이용하여 학문 풀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와 련하여

문가 역시 연구자와 유사한 의견을 보 다.

“문장 성분을 배우면서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에 해서도 하게 설명하고 있으

며,기본 인 내용에 더하여 심화된 내용도 다루려고 한다.”

- 문가1

“어 이 띄어쓰기 단 와 일치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언 만 하고 넘

어가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가 어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의 문법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문장 성분과 품사 역시 체계

속에서 그 계를 설명하고 있다.”

- 문가2

‘문법 지식 풀이하기’와 련한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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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개념 성립 조건

지식형 교사는 문장 성분을 다루기 에 ‘문장의 개념’을 먼 다룬다.교재 본문의

첫 문장이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 할 때에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 이다.’로 시작되는데,이는 교재의 내용과 일치하는 수업 진행이기도 하다.지식형

교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장’이 생각을 표 하는 단 이며,그것이 어떻게 표 되

는지,형식 내용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까지 다루고 있다.교재 내용에 비해 자세하

고 심화된 설명이며 학습자들이 문장의 개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뿐 아니

라 문장 개념에 해 교사 스스로 개념 형성이 명확히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문법

역에 한 교사의 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 문장 구성 재료로서의 ‘단어’

교재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 ‘문장 성분’을 바로 언 하고 있다.그러나 지식형 교

사는 문장 구성의 재로로서 ‘단어’를 먼 언 한다.이는 단어가 홀로 는 조사와 결

합하여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이 한 교사가 교

육 내용을 주체 으로 재구성해 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이는 성분과 품사가

각각 다른 언어 단 의 체계 속에서 설명 가능한 문법 개념이라는 을 뒤에서 짚어 주

어야 한다는 을 고려할 때,그리고 부속 성분이 단어 차원인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한

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국면에서 유리한 수업 진행 방식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가 학습자들에게 제 로 달되기 해서는 교사가 갖고 있는 이

러한 설명의 흐름을 도식 으로,가시 으로 학습자들에게 보여 주고,끝까지 이러한 맥

을 이어나가야 한다.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변별을 넘어서서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

기 때문에 설명 내 논리는 탄탄하나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근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 난이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 어 과 띄어쓰기

지식형 교사가 해당 학습을 해 문법 역 내의 타 학습 범 나 그 외의 생활 문법

범주에서 그 내용을 더하고 련짓는 것은 학습자들의 사고를 풍부히 하고 문법이 커다

란 체계 속에서 설명 가능한 것이며,우리의 언어생활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보

여 주기에 분명 유리하다.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련 지식이 행 학습에 도

움이 될 만큼만 보조 으로,제한 으로 언 되어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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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지식형 교사는 어 이 띄어쓰기 결과와 일치한다는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문장에서 얘가(어 ,성분)무슨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악하려

고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우리

는 띄어쓰기 결과를 어 이라고 부르고,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 을 원칙으로 한

다.’라는 원칙을 갖는다. 한 띄어쓰기의 가장 큰 이유는 가독성이다.가독성은 언어 사

용자가 인지하는 의미의 최소 단 인 ‘단어’에 을 두고 있다.그리고 띄어쓰기는 성

분을 보여 주는 단 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다. 를 들어 ‘아기가 쁜 장난감을 만진

다.’라는 문에서 목 격 조사는 ‘쁜 장난감’에 결합한다.이때 목 어는 ‘쁜 장난감

을’이 되는 것이고 목 이 되는 상은 ‘쁜 장난감’이다.

‘어 ’은 문장의 구성을 보여 주고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다양한 편의 을 제공

해 주기 때문에 통 문법에서 편의상 설정된 언어 단 이다.띄어쓰기 역시 언어 사용

의 편의성을 해 임의 으로 약속한 규범 차원의 결과물이다.따라서 이 두 가지 개

념은 문법 으로는 태생 한계를 갖는다.그러므로 굳이 문장 성분을 다루는 단원에서

어 과 띄어쓰기의 계를 심도 있게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단지 기본 인 차원에

서 그 단 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주어,서술어 찾기 활동

‘문장’의 개념과 ‘문장 성분’의 개념을 학습한 후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는 교재의 기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주어’가 무엇인지,‘서술어’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한 설명이 교재에는 나와 있

지 않다.이는 짐작하건 등학교 과정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학습했다는

제하에 교재가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교육 과정상에서 문장 성분 주

어와 서술어에 한 개념이 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그러나 실제

등 교과서에서는 ‘주어’나 ‘서술어’라는 용어가 직 언 되지 않고 있다.이 외에도 교육

과정이나 교재가 지식을 다루고 그것을 언 할 때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그리고 그

틈의 크기는 학습자의 수 에 따라,교수자의 교육 목표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그 틈을 메꾸는 설명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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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1_11_10]주어와 서술어가 뭘까요?라고 물으면 좀 어렵죠?안 배웠는데,

[S_1_11_11]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강아지가 달린다라고 가 돼 있나요?

[S_1_11_12]강아지가 달린다?

[S_1_11_13]이거 지 몇 어 이에요?

[S_1_11_14]2어 이죠?

[S_1_11_15]그럼 문장 성분이 몇 개라는 거 요?

[S_1_11_16]문장 성분이,(두 개)두 개라는 거죠?

[S_1_11_17]그럼 어떻게 나 면 되는 거 요?

[S_1_11_18]강아지가,달린다,라고 나 면 되는 거죠?

[S_1_11_19]근데 이게 주어가 구 요?

[S_1_11_20]강아지가,가 주어가 되고,달린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지식형 교사는 와 같이 교재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재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

각하는 부분을 학습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해당 내용을 히 삽입하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품사의 분류 기

‘서술어’를 설명하면서 ‘무엇이 서술어가 되는가’에 해 다루는 국면을 구성하 다.

이때 서술어의 종류를 ‘용언’,‘명사+이다’로 칠 에 고 나서 ‘용언’과 ‘명사’가 서로 다

른 품사 분류 기 에 의한 용어라는 을 의식하고 ‘체언’에 해 설명하려 한다.

[S_1_13_1]내가 지 명사라고 했는데요,사실 뭘까요?

⋮

[S_1_13_26]그래서 얘들을 용언이라 그랬고,명사와 같은 거는 뭐라고 하나요,

[S_1_13_27]얘네를 체언,이라고 합니다.체언.

[S_1_13_28]체언의 체 자가 무슨 체 자 요?

이때 교사는 부가 으로 심화되는 학습 내용이 행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선이 어디까

지인지를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살피고 행 학습을 해서라면 불충분하더라도 련

지식이나 심화 지식은 간결하게 마무리해야 한다.지식형 교사의 경우 기본 으로 문법

지식에 해 자신감을 갖고 있고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련 지식 심화 지식을 다루는 범 가 다른 참여

교사에 비해 월등히 넓다.이와 같은 국면에서도 지식형 교사는 ‘명사’가 ‘체언’임을 설명

하기 해 다시 품사 분류 기 부터 설명을 시도한다. 행 학습이 문장 성분과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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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해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일 된 흐름을 구성하기 어

려운 지 이었다.교육 내용 구성은 필수 으로 ‘선택’과 ‘선별’을 해야 한다는 을 고려

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락

학교 국어 교과서 내의 문법 단원은 그 내용이 지극히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다.지

식형 교사가 진행한 수업의 해당 교과서 역시 그러한데,이러한 부분을 채워 주기 해

교사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어떠한 흐름으로 진행해야 할지 미리 교육 내용을 구상

해야 한다.해당 교과서에서는 ‘보어’의 개념 설명이 나오지 않고 목 어와 보어를 찾는

활동이 나온다.지식형 교사는 보어에 한 개념 설명 없이 교재 내용을 그 로 다루고

있는데 사후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은 교수자 자신의 실수임을 밝혔다.

지식형 교사는 목 어를 다루는 국면에서 ‘새 책을’이 아닌 ‘책을’을 목 어라고 설

명하 다.앞에서 교사는 ‘어 ’을 성분의 ‘최소 단 ’라고 설명하 는데,‘최소 단 ’라 함

은 그 이상의 단 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와 같은 문에서 성분의 단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해 언 하지 않고 국면을 마무리하 다.성분의 단

문제는 학습자들이 고민해 보고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업

구상에서 이를 미리 고려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시하기’ 련

‘시하기’와 련하여 지식형 교사는 일부 ‘사고 확장을 한 탐구형 ’를 들고 있으

나 부분은 ‘단순 용 확인을 한 ’를 들고 있다. 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일치

하 으나,참여 교사들 간의 상 인 비교를 해 본다면 다른 교사들에 비해 탐구형

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도 읽어 낼 수 있다.구체 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격과 격조사의 불일치 문제

지식형 교사는 문장 성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일 되게 형식 심 태도를 보 다.

를 들어 “‘을’ 는 ‘를’이 결합하여 목 어가 만들어진다”와 같은 설명이다.의미를 심으

로 서술어의 목 이 되는,즉 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개념을 형성하기보다

는 형태로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의 생략을 다루는 방식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와 같은 설명과 다른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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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1_24_40]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S_1_24_41]이거 한번 해 볼게요.

[S_1_24_42]그럼 여기서 서술어부터 찾아보세요.

[S_1_24_43] 가 서술,뭐가 서술어죠?

[S_1_24_44]서술어.

[S_1_24_45]동작.

[S_1_24_46]듣는다가 서술어죠?

[S_1_24_47]그럼 가 들어요?

[S_1_24_48]새가 듣죠.

[S_1_24_49]새가 무얼 들어요?

[S_1_24_50]낮말을 듣죠?

[S_1_24_51]그럼 낮말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

[S_1_24_52]목 어인 거 알겠어요?

[S_1_24_53]자,은,는,이,가가 붙는 게 목 어,주어가 아닙니다.

[S_1_24_54]요 게,여기서 낮말은이 주어 아니에요?

[S_1_24_55]이 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요.

[S_1_24_56]서술어의 동작 상이 되는 거냐라고 잘 단을 해 야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개별 으로 혹은 조별로 언어 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활동’으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학습자들의 사고를 보다 다양한 방향

으로 확장하고 탐구 태도를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아쉬운 부분으로 남지만 그나마

교재 내용의 단순 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에서는 분명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③ ‘문법 탐구 활동 고안’ 련

본고에서는 문법 탐구 활동을 일정한 탐구 차를 거치는 고정된 형식의 것으

로 보고 있지 않다.교수·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넘어가면서 학습자의 탐구

사고 활동 즉 탐색 사고나 추론 사고 활동, 는 메타 검 활동이 이

루어지는 국면을 모두 탐구 활동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참여 교사들의 문법

수업은 부분의 국면에서 교수·학습의 주도권이 개 교사 쪽에 놓여 있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능동 사고를 요하는 교수 고안을 발견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이에 연구자는 참여 교사들의 문법 수업에서 탐구 활동

으로 발 가능한 지 을 포착하고 그것이 어떠한 교수 장치를 통해 학습자

심의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지식형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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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사고의 주도권을 상 방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질

문은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 기회를 주고 학습자의 자율 인 사고를

요구한다(이지수,2016:39).비록 지식형 교사는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이끌

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 지만 이러한 시도는 교수 행 에 한 교사 스

스로의 메타 인식과 검만으로도 탐구 활동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 교사 발화를 보자.

[S_1_6_1]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_1_6_2]뭐가 붙어서,

[S_1_6_3]뭘로 만들어지나요?

[S_1_6_4]집을 지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S_1_8_9]철수 희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요.

[S_1_8_10]이거 완결된 문장이라고 생각하나요?(학생들:고개 흔듦)

[S_1_8_11]왜 완결되지 않았죠?

[S_1_8_12]아까 문장은 뭐라고 그랬죠?

[S_1_8_13]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달한다고 그랬죠?

[S_1_24_39]낮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속담 알아요?

[S_1_24_40]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S_1_24_41]이거 한번 해 볼게요.

⋮

[S_1_24_51]그럼 낮말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

지식형 교사는 면담을 통해 문법 수업에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요한

지식은 문법 지식이며,문법 지식에 한 교사들의 공부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

다.다른 참여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장 시 하게 필요한 것이 문법 수업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라고 말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지 이다.그런데

일방 인 수용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와 참여를 유도하는 와 같은 질문이 지식

형 교사의 수업에서 상 으로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문법 지식을 강

조하는 것이 학습자 심의 탐구나 학습자 참여 활동과 조 인 입장에 서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교사는 문장의 개념을 형성하기 해 비유 추론을 유도하고,문장의 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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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다.그리고 조사를 통해 성분을 변별한

후 비 형 인 문을 통해 조사가 성분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것은 어떠한 기

능을 하는지 등에 주목하게 한다.해당 수업에서 이러한 활동이 학습자들의 극

참여로 구 되지는 못하 으나 이는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검할 때 어떠

한 지 에서 학습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으

로,반복 인 검과 교수 경험을 통해 탐구 활동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

성을 안고 있는 의미 있는 지 들이라 할 수 있다.

④ ‘문법 수업 환경 조성’ 련

문법 수업 환경 조성과 련하여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문제와 ‘문법 수업에

한 교수자의 태도’를 분석 거로 삼았다.지식형 교사는 주로 학습 내용과 련한 소

통이 교수·학습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발언의 양으로 보면 교수자가 일방 으로 설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들의 이해 수 을 검하고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 형성을 돕기 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방 인 달로만 볼 수는 없

었다.이에 한 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 후 답을 하도록 기다려 주고,학습자를 바라 주고,학

습자의 반응에 해 리액션을 해 주는 등 학습자와 소통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학습자를 하는 태도가 서두르거나 하지 않고 안정 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

다.”

- 문가1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정의,사례,체계 등을 매우 차

분히 가르치고 있다.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문장이 무엇인지,주성분이나 부속 성분

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해 지속 으로 질문하고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 문가2

문법 수업의 개가 교사의 설명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설명’이라는 것이 모든

교사의 수업에서 동일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학습자와의 생활 차원에서

의 친 한 소통도 요하지만 교수·학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 내용에 한 학습

내용 차원에서의 친 한 소통이 문법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좀 더 시

해야 할 부분일 수 있다.

학습 내용 외 인 부분에서의 소통도 문법 수업이라는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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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 이다.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 우유 달,‘개이득’설명

교사는 수업 에 간단한 문제를 내고 맞힌 학생에게 우유를 주었다.그때 우유를 받

은 학생이 “개이득!”하고 말하자 교사는 웃으며 ‘개이득’의 단어 형성에 해 자연스럽

게 화를 이어나갔다. 행 학습과 직 인 련은 없지만 잠시 분 기를 환하고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문법 사고를 하게 하는 데에는 효과 인 발화라 볼 수 있다.

문법이 언어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주목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을 학습자

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교수자의 이러한 태도 역시 요하다.그러기

해서는 교사가 문법 역에 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습자들이 얼마나 호의

이었던가를 경험 으로 생각해 보면,이러한 능력은 교수·학습의 내용을 풍부게 하는 교

사의 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55)

지식형 교사의 경우 학습 외 인 측면에서의 소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수자와 학습

자가 처음 마주한 자리라는 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어색함을 이고 친 함이나 공

감 를 형성하기 해 교수자가 노력하는 측면이 여러 장면에서 드러났다. 를 들어

우유를 나 어 마시고 해당 수업이 진행되는 맥락을 설명하거나,늦잠을 자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그리고 호의 인 말투나 표정,웃음 등이 수업을 자

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 수업에 한 태도 측면에서 지식형 교사는 특히 ‘문법 지식에 한 교

수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었다. 를 들어,학습자들에게 문법은 형태 심,

형식 심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자의 생각이고 이는 교육 내용

구성에도 그 로 향을 미치고 있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교사 발화를 보자.

55)물론 여기에서 연구자는 개이득의 ‘개’가 ‘개(dog)’에서 생되었고,‘개망나니’,‘개살구’,‘개고생’모

두 마찬가지라는 다양한 시와 함께 ‘개’가 사가 되는 과정,그리고 재 부사로 다시 변화하는

언어의 변화 과정을 함께 다루면 더욱 풍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아쉽기도 하

다. 부사로서도 처음에는 ‘질이 떨어지는’과 같은 부정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재는 ‘개 좋

아’등과 같이 단순한 정도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나 이와 련하여 ‘무’,‘매우’도 동일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들을 학습자들이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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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인사, 비

[1-2]‘언어 단 ’복습

-학습지

-음운,형태소,단어,어 ,

구,,문장(문장부호)

[1-3]학습할 내용 안내

<표 19>정리형(M-49)교사의 수업 구성

[S_1_8_40]조사라는 게 붙었어요.

[S_1_8_41]조사라는 게 붙어 가지고 철수 뒤에 가가 붙으면 얘가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

겠어요?

[S_1_8_42]주어가 되는 거고,를이 붙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 요?

[S_1_8_43]목 어가 되는 겁니다.

[S_1_8_44]조사가 붙기 까지는 철수가 주어인지 희가 목 어인지 결정이 안 되죠?

우리가 ‘목 어’라고 부르는 상은 의미상 서술어의 상이 되는 것이지만,지식형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조사가 격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습자들이 ‘목 어’라는 것의 개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성분을 문장 속에

서 인식하기 한 방법 인 측면을 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식형 교사

의 생각이었다.

2.3.정리형(M-49)교사의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1)교수·학습의 구조 흐름

정리형(M-49)교사56)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2차시 수업이 진

행되었으나 ‘문장 성분’에 한 교수는 1차시 수업에서 마무리가 되고 2차시 수업부터는

짧은 복습과 함께 문장의 짜임(구조)의 내용으로 넘어갔다.

56)M-49교사,F②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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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4]문장 성분의 개념 단

-‘다가서기’(교재)

-‘조사’의 결합

[1-5]문장 성분의 분류 기

-‘기능’(품사 분류와 비교_간단)

-문장 성분 단 :어 이상

[1-6]문장의 기본 유형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어 하다,어떠하다,무엇이다)

[1-7]문장 만들기

-교재,성분 탐색 활동

-온 한 의미를 가진 문장 완성하기

[1-8]문장 성분의 개념 단

-학습지

[1-9]필수 성분

-학습지

-주어,서술어,목 어,보어

[1-10]부속 성분

-액자,시계에 비유

- 형어,부사어

[1-11]독립 성분

-감탄사,제시어

[1-12]교재 활동 풀이1

-주성분 정리

-121쪽 1,2번,읽고 기

[1-13]학습자 발표 1회_교사 확인

[1-14]교재 활동 풀이2

-부속 성분 정리

-121쪽 3번,읽고 기

[1-15]교재 읽기

-122쪽,‘정리’부분



- 94 -

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6]교재 활동 풀이3

-부속 성분 넣기

-122쪽 2번

[1-17]교재 활동 풀이4

-성분 간 의미 호응

-123쪽

(2)분석 결과

정리형 교사는 참여 교사를 선정하고자 실시했던 설문 조사에서 F② 유형 교사로 선

정되었다.F② 유형은 문법 지식에 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고,문법 수업에 한 교수

자의 흥미도 높으며,수업 진행에서도 크게 곤란함을 느끼지 않으나 다만 학습자가 문

법 수업에 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수자 유형이다.정리형 교사

는 수업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면담 서면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인식을 보 다.이와

같은 유형의 교사가 취하게 될 문법 수업에 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상해 볼 수

있다.하나는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가 없다는 제하에 교수자가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하게

문법 지식을 설명하려는 태도이다.정리형 교사는 후자에 가까운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

으며,이는 문법 지식과 수업 구성에 한 교수자의 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리형 교사가 나타낸 문법 수업에 한 인식을 간단히 정리

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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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

☞ 문법에 한 정확한 지식과 이를 생활 속에 쉽게 용해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활

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본인의 부족한

☞ 생활 속에 용해서 반복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문법 역의 교수 방법

☞ 반복 으로 학습해서 체득하기,문법 개념을 체계화,구조화하여 쉽게 이해하기,문

법 련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기

∙문법 교수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해 필요한 것

☞ 등학교 학년부터 기능 으로 익히도록 연습시키는 방법

∙사범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것, 비 교사들에게 필요한 과목

☞ 교수방법론

∙문법 교수를 해 필요한 자기 계발 활동

☞ 문법 교육 교수방법론 연수

∙문법 수업에서 을 두어야 할 부분

☞ 정확한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습 형성에 을 두어야 함.

의 인터뷰 결과에서 정리형 교사는 ‘반복’과 ‘방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문법

지식을 고정된 규칙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반복 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여

기고 있으며,그러한 학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문법 교사로서

의 역량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이와 같은 인식은 수업 진행 교수·학습 국면에서의 교

육 내용 구성에도 반 되고 있다.정리형 교사는 통 인 강의식 수업과 교사 주도의

반복된 개념 설명,그리고 시를 통한 확인 용의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으

며,학습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최 한 반복 학습하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구체 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법 지식 풀이하기’ 련

㉠ ‘언어 단 ’복습을 통한 배경 지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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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학습지를 통해 ‘음운,형태소,단어,어 ,구, ,문장’에 한 설명으로 시작

되었다. 행 학습이 ‘문장 성분’에 한 개념 형성이라는 을 고려하면 성분 분석을

해 ‘어 ’이라는 단 를 언 해야 한다.어 을 하나의 문법 언어 단 로 인식하기

해 문장 이하의 각 단 를 함께 복습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 배울 문장 성분과 어떠한

지 에서 연 이 있는지,이와 같은 언어 단 에 한 인식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교과 지식 내용 구성에 있어 다양한 문법

지식이 선별되고 새로이 재구성되어 하나의 설명 도식을 구성하는 과정은 특정 ‘맥락’을

교사가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 한 설명을 충분히 학습자와 공유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 문법 수업에서 언 될 수 있는 언어 단 를 망라하는 내용이었는데 개별 인 개

념 설명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모두 동일한 층 의 단 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

나 이에 해서는 교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음운론 단 ’와 ‘형태론 단 ’에 한 개념 혼란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F2_1_2_6]가장 작은 말소리 단 .음운이었죠.

[F2_1_2_7]음운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그건 소리만 존재하고 뜻이 없고 그리고 뜻을

변별해 주는,이제 변별 능력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 라 그랬죠.

[F2_1_2_8]얘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얘기를 했구요.

[F2_1_2_9]그 다음,이 음운보다 큰 게 뭐 죠?

[F2_1_2_10]음 이었죠.

[F2_1_2_11]음 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 .

[F2_1_2_12]그래서 모음 혼자서 음 을 형성하거나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붙어서 음 을

형성했죠.

[F2_1_2_13]여기까지는 말의 소리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F2_1_2_14]자,그러면 뜻이 존재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 는 뭐 죠?

[F2_1_2_15]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형태소 죠.

㉡ 문법 지식의 체계화:인지 흐름 구성의 필요성

동일한 학습 내용에 해 동일하게 설명 주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 된 교육 내용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교육 내용 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 흐름을 어떻게 구성해 내느냐,즉 교과 내용 지식의 구성 문제이다.무엇부터 설명할

것인지 그것을 어떠한 지식과 련지을 것인지 왜 그러한지,그리고 그리하여 결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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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개념을 획득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인지 흐름을 교사가 먼

구상하고 그러한 흐름에 맞게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며 자신의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내

용을 구성하는 것이 교과 내용 지식이 된다.그리고 그것의 실 이 곧 교수·학습 장에

서의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정리형 교사의 경우 수업을 통해 이러한 교과 내용 지

식의 구성을 읽어 내기가 어렵고 교사의 인지 흐름이 하나의 맥을 통해 일 된 흐름

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 어려웠다.

앞의 내용과 련지어 를 들자면 [1-2]국면에서 교사는 학습지를 통해 ‘음운,형태

소,단어,어 ,구, ,문장’을 설명한 후 교재의 내용으로 진입하여 [1-3]국면에서 학

습할 내용을 설명하고,[1-4]국면에서 문장 성분의 개념 단 를 설명하고 있다.교사

는 [1-4]국면에서 언 하게 될 문장 성분의 ‘단 ’를 고려하여 먼 다양한 종류의 언어

단 를 학습지를 통해 보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이의 물리 시간을 고려하 을 때

그것들을 연결 지을 만한 발화가 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문장 성분

단 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단 들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다.

체계 속에서 언어 상을 설명해 내는 문법 지식이 편 으로 제시되면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서의 언어 상을 탐구하거나 설명해 내기가 어렵다.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은 이와 같은 체계화,즉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며 특히 그것의 실

제 인 구 과정에 직 으로 작용하는 교수자의 지식이다.정리형 교사의 경우는 교

재의 내용에 충실하고 보완 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습지의 내용도 모두 다루고 있으나

체 인 체계화나 흐름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문장의 기본 유형

해당 교재에서는 문장 성분에 한 개념 설명과 함께 ‘문장의 기본 유형’에 해 다루

고 있다.이는 참여 교사의 다른 교과서 역시 유사하며,특히 ‘서술어’를 다루는 국면에

서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문장의 기본 유형이 언 된다.이와 같은 학습 내용은 학습자

들이 이미 등학교 때 ‘주어’와 ‘서술어’를 배워서 그 개념을 획득한 상태라는 가정하에

구성된 것이다.따라서 주어와 서술어를 간단히 언 하거나 혹은 언 하지 않은 상태에

서 문장의 기본 구조에 한 학습 내용이 나온다.그러나 실 으로 학습자들은 문장

성분에 한 국어 지식이 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문장의 기본 구

조가 나오게 되면 문장 성분 교육 내용과 문장의 기본 구조에 한 학습이 어떠한 련

성 속에서 언 된 것인지 알아채기 어렵다.따라서 [1-6]국면은 문장 성분에 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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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이질 으로 느껴지기 쉽다.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주어’

와 ‘서술어’에 해 설명을 부가한 후,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기본 유형, 는 ‘서

술어의 품사에 따라 문장의 진술이 어떠한 차이가 난다’라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

[F2_1_6_4]조사는 체언 뒤에 붙었을 때는 문장 성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

장 성분의 단 를 어 이상이다 이 게 얘기를 했다고.

[F2_1_6_5]자,한번 문장을 만들어 시다.

[F2_1_6_6]같은 색끼리 맞추면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F2_1_7_7]자,어떤 문장,한번 얘기해 보자,

[F2_1_6_8]어떤 문장이 나와요?

[F2_1_6_9]문장이 되려면?

[F2_1_6_10]문장이 기본 유형은 어떻다,

[F2_1_6_11]문장의 기본 유형.

[F2_1_6_12]자,일단 반드시 어떤 행 의 상이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F2_1_6_13]무엇이, 가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야 되죠?

[F2_1_6_14]그 다음,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

[F2_1_6_19]자,그래서 무엇이, 가처럼 문장이 주체가 되는 말이 필요하죠?

[F2_1_6_20]이 문장이 주체가 되는 말이 필요하고,

[F2_1_6_21]그 다음에 이 주체를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죠.

[F2_1_6_22]이 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어 한다,어 하다.그 다음 이 주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 주는 어떠하다.그치?

[F2_1_6_23]그 다음,이 주체의 어떤 신분이나 소속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

는 체언으로 만들어지는 서술어,무엇이다.

[F2_1_6_24]이런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 부속 성분의 수식 상

부속 성분인 형어와 부사어를 설명하는 국면에서 교수자는 수식의 상인 피수식어

가 ‘단어’차원인지 ‘어 ’차원인지 설명해야 한다. 재 학교 교재에서 수식어의 상

인 피수식어는 단어 차원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못

하다. 를 들어 ‘쁜 꽃을’에서 ‘쁜’은 ‘꽃을’이 아닌 ‘꽃’을 꾸며 다는 것인데,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분을 ‘어 ’단 로 인식하다 보니 수식 성분의 상이 되

는 피수식어 역시 학습자들은 어 단 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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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인식하고 변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따라서 충분한 설명이든 시이든,혹은 탐

구 활동이나 토론 활동이든 이러한 언어 상을 시간을 두고 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해 교사 스스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먼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구체 인 설명 없이 성분명과 품사명이 동

시에 언 되면 학습자들은 성분명과 품사명을 혼동스러워하게 되고,이러한 혼란은 문

장 성분에 한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

[F2_1_10_14]부사는 문장 속에서 어 는 어떻게의 기능을 하는 말이에요.

[F2_1_10_15]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로 동사,형용사 같은 서술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사어라든지 형어, 는 문장 체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F2_1_10_16]자,이 게 부속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의미는 자세해지지만,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구요.

정리형 교사는 와 같이 ‘부사’가 ‘동사,형용사’와 같은 ‘서술어’를 꾸며 다고 설명

하면서 동시에 ‘부사어, 형어’ ‘문장’도 꾸며 다고 설명하고 있다.뒤에 이어지는

‘이 게 부속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발화를 통해

친 ‘부사’가 ‘부사어’를 말하려 했던 교사의 실수임을 알 수 있는데,이 부분이 실수

라는 을 감안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혼동스러운 설명이다.

② ‘시하기’ 련

문법은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언어 운용의 원리이자,그것을 체계로 바라보고

설명해 내고자 하는 학문 역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언어 사용의 모든 규칙이나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이며,그러한 규칙이나 약속을 설명하는 개념을 뜻하기도 한다.어

떤 층 에서 문법을 이해하든 문법은 언어 그 자체이며,언어생활 언어 사용 상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문법 학습이 개념 학습을 주된 학습 내용으로 할 때 개념 형

성에 필수 인 것이 바로 이러한 언어 사용의 이다.개념의 형 인 와 함께 개념

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까지 개념을 형성하고 정교화하는 데 매우 요하게 작용한

다.따라서 교사들은 문법 개념을 제시할 때 언제나 사용의 를 함께 제시하며 어떠한

를 먼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정리형 교사의 경우 문법 개념 설명과 언어

사용 시의 결합이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를 들어 ‘음 ’을 설명할 때에도

실제 사용되는 음 을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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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은 단 ’라는 개념 설명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개념 설명과 시의 결합 문제

개념 학습에서 가장 요한 것은 어떠한 ‘시’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

리가 아니다.정리형 교사의 수업의 특징은 개념 기술과 시가 물리 으로도 내용 으

로도 거리를 갖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성분의 단 를 설명하는 국면에서 교사는

‘문장 성분은 어 는 어 이상의 단 로 악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실제로 시

를 들어 어 이상의 단 가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에 해 보여 주지는 않는다.그런

다음 다른 문법 개념에 한 메타 진술들이 이어지고 실제 언어 사용의 가 나온 활

동 단원에서는 이러한 설명 없이 주어진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

고 있다.

[F2_1_8_4]자,문장 성분은 단어부터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 단어

에는 조사가 결합해서 한 어 을 이루기 때문에 한 어 이나 는 하나의 구,

하나의 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문장 성분을 나 는 기 은 오로지 한

가지,그게 크기가 작든 크든,크기와는 상 없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나눕니다.

(해당 시 없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감)

③ ‘문법 탐구 활동’ 련

정리형 교사의 수업에서는 질문에 한 답 외에는 수업 학습자 참여 활동이 나

타나지 않았다.문법 수업에서는 어려운 개념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교재의 내용을 학습지로 보충해 가며 그 개념을 잘 정

리하고 뜻풀이를 자세히 하는 데 교수 역량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탐구 활동은

학습자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따라서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을 찾기 힘든 수업은 주

로 교사 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교사 발화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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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_1_5_19]문장 성분을 분류하는 기 은 오로지 문장 속의 기능이에요.

[F2_1_5_20]문장 속의 역할을 가지고 나눠요.

[F2_1_5_21]그래서 이 단 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F2_1_5_22]1어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 이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구요.

[F2_1_5_23]경우에 따라서는 두 어 이 이상이 모인 구가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구요.

[F2_1_5_24]아니면,주어와 서술어의 계를 맞춘 하나의 이 문장 성분이 될 수

도 있어요.

[F2_1_5_25]그래서 문장 성분의 단 는 1어 이상이 되면서 하나의 어 ,하나의

구,하나의 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

의 발화를 통해 교사는 문장 성분의 단 를 ‘어 ’로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

의 단 가 문장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그것을 하나의 성분 단 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흔히 학교 교육에서 문장 성분은 어 단 로 쪼갠

후 그것의 성분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문장 성

분의 개념과 단 를 다루는 정리형 교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의미 기능을 심으

로 성분의 개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언어 운용에 한 학습자들의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물론 해당 수업에서 교사는 이를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으로

이끌지 못하고 고정된 지식으로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으나 련 내용을 다양한

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면 해당 내용은 문장 성분 학습과

련하여 탐구 활동을 설계하기에 매우 한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문법 수업 환경 조성’ 련

정리형 교사의 수업에서 교수자는 비교 자신감 있는 어조와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

고 있다. 한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면서 설명을 쉽고 정갈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반 인 수업 진행에 해서는 문가 2인 역시 동일한 의견을 보

이고 있다.그러나 연구자와 문가 모두 가장 아쉬운 으로 꼽은 것은 교수자와 학습

자 간의 소통 문제 다.

“학습자들의 수 을 높게 잡지 않고 있어서 설명이 쉽다.그러나 학습자가 이해했

는지 배움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방 이라는 느

낌이 든다.”

- 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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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이해 수 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 문가2

교재에서 단어를 주고 문장을 구성하게 하는 활동이 나왔을 때 학생들은 재미있는 문

장을 만들어 발표를 시도했다.이에 해 교사는 학습자의 시를 통해 설명하기보다는

정해진 답으로 답을 유도한 뒤 교과서의 상 답안으로 제시될 만한 문장으로 설명을

마무리했다.학습자들이 학습을 방해할 만큼 심한 장난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학습자

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언어생활을 극 수용하면서 학습 내

소통을 활발히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F2_1_16_29]그 다음,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

[F2_1_16_30]부사어로 쓰이나 시다.(학생들:격하게!살벌하게!)

[F2_1_16_31] 이 격하게,살벌하게, 네들은 그 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의미를 연결 지어서 해야 돼요.

[F2_1_16_32]수식어하고 수식받는 말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을 찾아

야 하죠.

[F2_1_16_33]자,하얀 이 보통 많이 쓰는 말이 뭐야,

[F2_1_16_34]펑펑.그치?

[F2_1_16_35]그 다음에 뭐 소복하게,아름답게.

[F2_1_16_36]자,개미가 주어,베짱이를 목 어,꾸짖는다 서술어.

[F2_1_16_37]이것만으로도 의미가 달되는 하나의 문장이 되죠.

[F2_1_16_38]근데 개미는 개민데 어떤 개미?

[F2_1_16_39]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학생들:게으른 개미요.)

[F2_1_16_40]거꾸로 얘기하네?

[F2_1_16_41]자,게으른 개미가 어떤 베짱이를,(학생들:부지런한)

[F2_1_16_42]부지런한 베짱이를,

[F2_1_16_43]어떻게 꾸짖죠,

[F2_1_16_44]엄하게 꾸짖어.

[F2_1_16_45]어,다 알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 같네.

[F2_1_16_46]자,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 우화에 맞춰서 한번 해 시다.

[F2_1_16_47]거기서는 부지런한 개미,

[F2_1_16_48]이게 형어죠.

[F2_1_16_49]그 다음에 어떤 베짱이를,

[F2_1_16_50]게으른 베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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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학습할 내용 안내

[1-2]학습 목표 확인

-교재 260쪽

[1-3]생각 열기1

-교재,문장 종결 표 련

[1-4]‘조사’복습

-생각 열기 2를 한

[1-5]생각 열기2

-문장 확 련(길게 이어쓰기)지도

[1-6]교재 읽기

-264쪽까지,진도 고

[1-7]문장의 개념

[1-8]어수선한 상황 정리

(바깥)

[1-9][1-7]이어서,문장의 개념

-교재 기→설명

[1-10]성분의 종류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교재 기→설명

[1-11]주성분,주어

-‘밥’에 비유,(부속 성분은 ‘반찬’)

-주어,주격 조사

[1-12]체언

-‘체언+주격 조사’

-명, ,수

<표 20> 계형(M-28)교사의 수업 구성:1차시

2.4. 계형(M-28)교사의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1)교수·학습의 구조 흐름

계형(M-28)교사57)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다른 교사들과 마

찬가지로 2차시 수업을 진행하 고 ‘문장 성분’ 련 수업은 2차시 반에 마무리되었다.

57)M-28교사,F③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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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3][1-11]이어서,주어

-주격 조사

[1-14]학습자 반응 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

-학습자와 친 도 높음

[1-15]서술어

[1-16]용언

-[1-17]설명을 한

[1-17]서술어_서술격 조사

[1-18]학습자 반응 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

[1-19]주어,서술어 찾기

-교재 문,263쪽

[1-20]목 어

-교재 읽고 설명

-체언+목 격 조사

[1-21]보어

-교재 읽고 설명

-되다/아니다 앞

[1-22] 문 만들기 활동

-서술격 조사 ‘이다’활용한 문

-보어 들어간 문

[1-23]칭찬

[1-24]만든 문 발표,확인

[1-25]마무리

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2-1]인사,진도 검

[2-2]학습할 내용 안내

-밥상,반찬 비유

-교재,‘부속 성분’,‘독립 성분’

련 설명 기

<표 21> 계형(M-28)교사의 수업 구성: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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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2-3] 형어

-체언 수식,-‘체언’복습

[2-4]부사어

-용언 수식,-‘용언’복습

- 형어,다른 부사어 수식

[2-5]교재 문 확인

- 형어,부사어

-학습자가 부사어 어려워함 인지

- 문 만들어 추가 설명

[2-6]독립 성분(독립어)

-감탄사

-체언+호격 조사

(심화)호격 조사

-‘아/야’이형태

[2-7]교재 날개 풀이

-262쪽,263쪽

(2)분석 결과

계형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 분 기가 체 으로 매우 밝고 교수자와 학습자

의 친 도가 높다는 이다.그러나 학습자와의 소통이 교과 내용 인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기보다는 학습 내용 외 인 측면에서의 친 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계형

교사의 수업에 한 문가의 반 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참여 교사들에 비해 학습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그러나 소통이라고 보기

에 어려운 이 있다.발표 수와 련하여 교과서 내에서 지식을 찾는 것이 발표

의 주된 양상이고 발표 역시 교과 내용이나 이해 수 과 계없이 빨리 손을 드는

사람을 시키고 명렬표에 수를 기록하여서 교과 내용을 토 로 한 소통이라 보기

어려운 이 있다.”

- 문가2

계형 교사는 F③ 유형에 속하는 교사로,문법 지식에 한 자신감이나 역에 한

교수자의 흥미 학습자 고려 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학습자들 역시 문법 역에

해 흥미가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그럼에도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그 이유는 사후 면담과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짐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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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데,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

☞ 문법 지식,학생의 지식 수 에 한 이해,학습 내용 달력

∙본인의 부족한

☞ 학습 내용 달력

∙사범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것, 비 교사들에게 필요한 과목

☞ 문법 지식을 쌓는 데 치 되어 있다.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수업이 거의 없다.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

☞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계형 교사의 경우 문법 역에 해 흥미가 있고 지식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 으나 그것을 달하는 방법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문법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려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때문에 내용을 간결하게 축소하거나

범 를 나 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해 노력

하는 모습을 보 다.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법 지식 풀이하기’ 련

㉠ 교재(교과서) 심 수업

계형 교사는 교과서에 매우 충실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다루고 있는 내용도,내

용의 개 순서도 으로 교과서와 동일하게 수업을 구성하 으며 련 지식이나 심

화 지식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따라서 문법 지식 풀이하기에서도 행 학습에

한 기본 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이와 같은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교과서의 내

용을 풀이해서 달하는 달자의 역할이 강하다.만약 교재 내용이 어려워 학습자들에

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수업 방식은 매우 효과 일 수 있다. 계형 교사

역시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교육 내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 기 때문에

더욱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할 수 있듯 이와 같은 교

수 방법은 교재에서 다루는 것 이상의 탐구 태도를 기르거나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재의 내용을 교수자가 주체 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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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그 태도 자체로 학습자들에게 달되는데,교재에 으로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학습자 역시 언어 상을 주체 으로 해석하거나 탐구하려는 자세

를 배우기는 어렵다.

교재 의존 수업 구성의 장 은 교사가 교수·학습을 구성할 때 체 흐름을 매우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교수·학습이 산만해지거나 설명의 맥락을 잃게 될 염려는 상

으로 낮다는 이다. 다양한 지식을 다루거나 학습자의 의견을 극 으로 수용

할 때 교수·학습의 흐름이 복잡해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험 요소도 미리 제거

가능하다.반면 교재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구성상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를 들어, 계형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문장 성분,

문장의 기본 구조,종결 표 을 하나의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도입부에 제시된 ‘생각

열기’꼭지는 이러한 소단원의 내용 하나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종결 표 ’에

한 내용이 도입으로 사용되었다.그런데 이 게 종결 표 과 련된 문법 지식을 도

입 부분에서 활성화하고 난 후 학습자들은 바로 문장 성분에 해 배우게 된다.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힘든 부분인 것이다.교사는 이러한 지 을 주체 으로 분석하고

교재에서의 도입을 후로 미루거나 새로운 도입을 구성하는 등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

다.그러나 계형 교사와 같은 경우는 교재 내용에 으로 따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그 로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 되고 있다.

다음은 도입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3국면과 4국면의 학습 내용이다.각 국면이 자연

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내용상 분리되어 있다.

[F3_1_3_1]자,그래서 으로 내려가서 생각열기 하나부터 볼까요?

[F3_1_3_2]다음의 를 참고하여 미나가 쁘다라는 문장을 다른 종류의 문장으로 바꾸어

써 보고 어색한 문장 이 표시해 보자.

⋮

[F3_1_3_36]미나가 뻐라.(미나가 쁘구나)

[F3_1_3_37]어.미나가 쁘구나.

[F3_1_3_38]이 네 가지로 바꿀 수 있죠?

[F3_1_3_39]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F3_1_3_40]뭐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애?( 쁘자, 뻐라)

[F3_1_3_41]어,가운데 두 개.

[F3_1_3_42]미나가 쁘자?미나가 뻐라는 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에 한 답은 뒤

에 있겠지.

[F3_1_3_43]그래서 얘네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뒤에서 배워 보기로 하고,오른쪽으로

넘겨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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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_1_4_1]다음 낱말들에 한 조사나 어미를 연결하여 의미가 통하는 가장 긴 문장을 만

들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본문 읽기)

[F3_1_4_2]나 궁 한 게 있는데 조사가 뭔지 알아?(조사?조사하다?)

[F3_1_4_3]아니 뭘 조사하다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조사.

와 같은 생각열기에 이어 5국면에서는 겹문장을 만들고 6국면에서는 본문으로 들어

가 문장 성분 ‘주어’와 ‘서술어’를 다루고 있다.각 국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 으로 행 학습의 목표를 해 교육 내용이 어떠한 흐름을

갖고 하나의 인지 도식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해 상이 그려지지 못하고 있다.

더하여 교재에 한 교수자의 주체 인 해석이 없이 교재 그 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언어 상을 교수자가 갖고 있는 에서 하나의 체계로 해석해 내고자 하는 태

도를 갖추기가 어렵고 학습자 역시 자율 탐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한 학습자들의

인지 흐름과 교재의 흐름이 맞지 않을 경우에 학습자들이 부분 개념 이해는 가능하

나 체 구조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도 교재 의존 수업의 단 이 된다.

계형 교사는 체 으로 이와 같이 내용의 범 와 깊이 면에 있어 으로 교재(교과

서) 심의 교수·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계형 교사의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사 발화에

서 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래요’,‘- 요’와 같은 어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F3_1_10_27]네,부속성분.

[F3_1_10_28]주로 주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 요.

[F3_1_10_29]수식의 뜻은 왼쪽 아래에 잘 나와 있어요.

[F3_1_10_30]뭔가를 덧붙여 뜻을 분명하게 하는 거래요.

[F3_1_10_31]자,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F3_1_10_32]하나 둘 셋.

[F3_1_10_33]자,얘는 둘이 가 바 보 하겠습니다.

[F3_1_10_34]짝끼리.

[F3_1_10_35]가 바 보.

[F3_1_10_36]네,독립성분.

[F3_1_10_37]다른 성분과는 련을 맺지 않고 독립 인 기능을 한 요.

[F3_1_10_38]자,일단 이 게만 알아 두시구요.

 
행 학습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련 문법 지식을 추가 으로 동원할 때에도

계형 교사의 경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최소한으로 동원하고 내용 한 매우 간결하게

설명한다.학습 목표를 ‘행 교재 내용에 한 설명’에 두었을 때 효과 인 수업 구성

이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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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풀이 설명

풀이 도구 측면에서 문법 개념 설명을 할 때 문법 용어를 사용하거나 학문 풀이를

하기보다는 직 풀이 직 이해를 유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음은 해당

학습의 련 지식인 ‘조사’를 설명하는 국면이다.

[F3_1_4_1](본문 읽음)‘다음 낱말들에 한 조사나 어미를 연결하여 의미가 통하는 가

장 긴 문장을 만들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F3_1_4_2]나 궁 한 게 있는데 조사가 뭔지 알아?(학생들:조사?조사하다?)

[F3_1_4_3]아니 뭘 조사하다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조사.

[F3_1_4_4] 계.(학생들:조동사요?)

[F3_1_4_5]조동사?

[F3_1_4_6]조동사는 어에 나오는 거 아니야?

[F3_1_4_7]국어에 조동사 없는데?( 형사?)

[F3_1_4_8]어? 형사?어?

[F3_1_4_9]맞아.

[F3_1_4_10]어디에.

[F3_1_4_11]어?아네?

[F3_1_4_12]얘들아.그치.

[F3_1_4_13]언제 배웠게.

[F3_1_4_14]맞아,1학년 때 배웠어.

[F3_1_4_15] 네 하구나.

[F3_1_4_16]그래서 조사는 나는(‘는’에 동그라미)과 같이 이런 애야.

[F3_1_4_17] 와.이런 애들.(‘와’에 동그라미)

‘조사’를 설명할 때 교수자는 의 국면에서처럼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친 후

“조사는 이 게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문법 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품사

지.”와 같이 학문 개념 풀이를 덧붙일 수도 있다.그러나 계형 교사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풀이는 최소화되고 있다.

② ‘시하기’ 련

계형 교사는 으로 교과서 심의 수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개념 형성

을 한 역시 부분 교과서에 나온 들만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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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_2_5_11]얘들아,여기 문장에서 근데 우리가 형어를 찾아야 돼, 형어를.

[F3_2_5_12] 형어가 하는 게 뭘 꾸며 주는 거라고 했지?

[F3_2_5_13]체언을 수식한다고 했지,

[F3_2_5_14]여기서 체언 어딨어?

[F3_2_5_15]그치, 어 하지 마.

[F3_2_5_16]집을 꾸며 주는 게 바로 ‘넓은’이잖아요.

[F3_2_5_17]그래서 넓은 집.

[F3_2_5_18]그래서 집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꾸며 주고 있으므로 넓은이 형어 요.

[F3_2_5_19] 에도 있네.

[F3_2_5_20]고향의 집에 오니 기분이 좋 .

[F3_2_5_21]여기도 역시 집이 나와 체언이므로 고향의가 형어가 되겠죠.

[F3_2_5_22]근데 우리 집이 넓어 이사 오니 기분이 좋다?

[F3_2_5_23]근데 우리 집이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엄청 넓어.

[F3_2_5_24]엄청 넓은 집에 이사 왔더니 기분이 좋아.

[F3_2_5_25]그럼 엄청은 문장 성분이 뭐게요?

[F3_2_5_26]네,왜,넓은이 성격이 뭐 어?

[F3_2_5_27] 형어 잖아.

[F3_2_5_28]그럼 엄청 넓은은 형어를 엄청이 꾸며 주고 있지?

[F3_2_5_29] 형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가 하고 있어.

 

의 수업 내용 ‘엄청’은 교사가 삽입한 성분이다.이와 같이 계형 교사는 교과

서에 나온 문에 성분 한두 개를 첨가하는 정도의 범 내에서만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다.따라서 사고 확장을 한 탐구형 나 맥락 구체형 시를 활용하기에는 근본

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업 구성이라 할 수 있다.

③ ‘문법 탐구 활동 고안’ 련

수업이 체 으로 교재 심으로 구성되고,교재에 있는 설명 텍스트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거나 교재에 나온 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극 으로 참여

하는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다만 교수자의 발화 다음과 같은 발문은 학

습자들에게 궁 증을 유발하고 탐색이나 추론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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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_1_3_35]두 개다.(학생들:미나가 뻐라)

[F3_1_3_36]미나가 뻐라.(학생들:미나가 쁘구나)

[F3_1_3_37]어.미나가 쁘구나.

[F3_1_3_38]이 네 가지로 바꿀 수 있죠?

[F3_1_3_39]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F3_1_3_40]뭐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애?(학생들: 쁘자, 뻐라)

[F3_1_3_41]어,가운데 두 개.

[F3_1_3_42]미나가 쁘자?미나가 뻐라는 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에 한 답

은 뒤에 있겠지.

친 부분과 같은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들에게 사고의 주도권을 넘기면서

극 인 탐구를 유도할 수 있다.물론 해당 수업에서 참여 교사는 이에 한 후

속 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않고 그 ‘답’이 정해져 있으며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발문이 문법 탐구 활동으로 온 히 구성되지

는 못하 다.그러나 교사가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면 교수

학 내용 지식을 구성할 때 어떠한 지식을 학습자들의 탐구를 통해 구성해 낼

것인가를 교수 설계에서 미리 구상하고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문법 수업 환경 조성’ 련

문법 수업 환경 조성 측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에서는 ‘학습 내용 련 소통’

보다는 ‘학습 내용 외의 소통’에 의한 수업 진행을 보이고 있었다.여기에서 ‘학습 내용

외 인 소통’이라는 것은 학습 내용과 련 없는 ‘언어 ’의사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즉 계형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58)학습 내용 외

인 내용으로 학습자들과 화를 나 지는 않았다.그럼에도 학습 내용 외 인 소통이

원활하다고 분석한 이유는 ‘소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형 교사는 학습자들과 친 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이는 표정이나 몸짓,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칭찬을 자주 하고

학습자들과 을 맞추며 웃는 등의 행 에서 이와 같은 교수자-학습자 간 소통의 양상

이 드러난다.

58)수업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에 한 이야기를 나 고 잠시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오기도 하 으나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수업 시간 에 학습 내용 외 인 측면에서

학습자와 화를 나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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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반응에 한 민감성

계형 교사는 수업 간에 학습자의 이해도를 검하고 행 수업의 흐름과 학습자

의 인지 흐름이 동일하게 개되고 있는지에 해 수시로 검하고 있다.다른 교사

들과 마찬가지로 설명 주의 수업과 교재 심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지만 교수자의 일

방 인 진행이라고 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내용에 해 공유하고

있다는 때문이다.이는 밝고 트가 있는 교수자의 개인 인 성격에 기인한 것일 수

도 있지만,자신의 수업에 한 열정이나 학습자에 한 정 태도가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이 교수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재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 이다.다음은 학습자들에게 호의 으로 이해 여부를 묻고 있는

교사 발화의 일부이다.

[F3_1_14_1]자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그럼 빛을 보내.

[F3_1_14_2]지 쌤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가요,

[F3_1_14_3]못 알아듣겠는데요?

[F3_1_14_4] 빛이,그치 빛이 흔들리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알았지?

㉡ 진행 발화에 한 민감성

문법 수업 운 에 있어 계형 교사의 특성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행 지 을 자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시작할 때 학습 목표를 읽고 오늘 배워야

할 것에 해 핵심어를 칠 에 는다.그리고 수업 간 간 재 우리가 몇 쪽의 무

엇에 해 하는지를 핵심어 심으로 짚어 다. 갈무리를 하거나 시작하기 에 안

내를 하는 등 수업 진행에 한 발언이 명확하여 학습자들이 오늘 수업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을 다.

힐즈(Hills,1986,장상호 역,1998:24)은 ‘교사의 할 일’을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제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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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문 인 내용과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여 강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생각한다.

2.학생이 강좌의 자료를 수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만약 그 지 못

하면 그를 돕는다.

3.학생이 그가 신청한 강좌를 처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 컨 노트 작성,토론

과 논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만약 그 지 못하면 그가 습득하도록 돕

는다.

4.학생의 성장 수 과 신체 ,지 능력을 고려한다.

5.교과 자료에 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가 그 흥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6.학생이 그의 학습 진도를 계속 알게 한다.59)

7.특히 자습의 방법이 쓰일 경우에는 강좌의 과제와 요구 조건에 한 것을 더욱 많이

공개해 다.

8.자신의 생각과 문제를 숨김없이 드러내며 학생과 비공식 인 화를 한다.

9.학생이 알고 있는 것에 하여 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인 계와 집단과정에 포함된 요인들을 의식한다.

11.그가 의사소통하는 비언어 인 내용을 의식한다.

물론 ‘교사의 할 일’을 항목화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의 내용이 교수·학습에 한 특정 원리를 바탕으로 체

계 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6번과 11번과 같은 항목이 다른 교사와 달

리 계형(M-28)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극 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하 다.

이와 같은 항목은 교수·학습 연구자나 실천가인 교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다.

㉢ 반언어 ·비언어 표 활용

의 11번과 련하여 계형 교사는 매우 특징 이었다.목소리 톤이 높고 힘이 있

는 데다가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등을 극 활용하여 강조 지 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발화 에서 ‘첫 번째가 용언(언:↗)을 사용하는 건데’와 같이

‘언’을 높고 길게 발음하면서 강조하고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방식이다.

[F3_1_15_34]그걸 서술을 해 줘야 되잖아.

[F3_1_15_35]근데 그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 요.

[F3_1_15_36]첫 번째가 용언을 사용하는 건데,용언 사용하는 건데.

 

59) 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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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의 태도 반

계형 교사는 수업 시간에 문법 역에 한 호감을 드러내거나 흥미로운 탐구 주제

로 교과 내용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그 다고 해서 문법 역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학습 분 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그러나 연구자의 이

런 총체 인 인상과는 달리 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 다.

“문법 수업을 교사 스스로 좋아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학

습자도 교사의 말이나 태도를 보고 문법 수업에 한 선입견이 생길 것 같다.”

- 문가1

“문법 수업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학습자들의 이해 수 을 낮게 평가

하고 있으며 문법을 반복 학습을 통해 이해 가능한 지식이라 생각하고 있다.”

- 문가2

문가의 평가가 이와 같았던 이유는 수업 교사 발화 “수업 시작 리셋을 해

야 해.”라든지,“심호흡을 해야 해.”와 같은 발화 때문이었다. 문법 역에 한 호기

심이나 흥미를 드러내지 않고 철 히 교과서 주의 설명과 문제 풀이를 진행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 역시 계형 교사가 수업 에 문

법 역에 해 정 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에 동의하 다.수업 에 교사

가 취한 태도는 교사의 개인 인 인식과 거리가 있었다.사후 면담과 서면 인터뷰에서

계형 교사는 “(국어과 다른 역에 비해)문법을 가르칠 때 가장 스스로 재미있고 열

정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 으며,“타 역에 비해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답하 다.따라서 와 같은 교사 발화는 학습자가 문법을 어려워하고 있다

는 인식 때문에 학습자에게 공감을 표 하기 한 발화라고 보아야 한다.즉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에 있어 교수자 자신의 지식이나 흥미보다 학습자 련 요소들

이 향을 더 크게 미친 경우라 볼 수 있다.

2.5.경험형(M-69)교사의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1)교수·학습의 구조 흐름

경험형(M-69)교사60)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2차시 수업을 실

60)M-69교사,F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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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주변 정리

[1-2]숙제 검사

[1-3]진도 확인,수업 안내

-문장의 짜임

[1-4]품사 복습

-품사 9가지 확인

-명,,수→체언→몸의 역할

-동,형→용언→활용

- ,부→수식언

-조→한국어의 특징

[1-5]사 → 품사 정보

[1-6]성분의 개념

-문장 내 단어의 역할

[1-7]필수 성분

-주어,서술어,목 어,보어

-‘필수 성분’개념

[1-8]부속 성분

-‘수식’의 필요성

[1-9]분 기 환

-주의 환기,농담

[1-10]독립 성분

[1-11]정리

[1-12]독립어 보충

-[1-10]의설명이부족했음을느낌

[1-13](심화)품사와 성분

구별1

- 형사- 형어 구분

[1-14](심화)품사와 성분

구별1

-학습자 반응 검 후 다시,

- 형사- 형어 구분 보충

- 형어 형성

<표 22>경험형(M-69)교사의 수업 구성

시하 으나 ‘문장 성분’ 련 수업은 1차시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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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5]평가 안내

-학습자 부담을 덜어 주려 함

[1-16](심화)부사와 부사어

구분

-부사어 형성

-학습자들이 부사어 어려워함

인지

[1-17]서술어의 자릿수

[1-18]교재 풀이(p.84)_학생

-교사의 농담,분 기 이끔

[1-19]교재 풀이_교사 함께

[1-20]질문 받기

(2)분석 결과

경험형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가 해당 학습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하

는지 미리 측하여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할 때 이를 반 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는 이다. 를 들어 학습자들이 어의 성분명과 국어의 성분명을 헷갈려한다거나 국

어의 성분 분류와 국어의 품사 분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경험 으로

알고 있어서 이에 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기 에 미리 교과 내용으로 구성한다.교

사의 이러한 태도는 경험 으로 구성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이 발 되는 형 인 양

상이기도 하다.아쉬운 은 이를 학습자들로부터 유도해 내거나 하지 않아,해당 내용

이 학습자들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주도의 학습 내용으로 받

아들여진다는 이다.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법 지식 풀이하기’ 련

㉠ 어의 품사(성분)명과의 계

문장 성분이나 품사를 배울 때 학습자들은 종종 어의 그것을 먼 떠올리거나 그

로 용하려 한다.이는 품사명이나 성분명을 어 교과에서 더 먼 하기 때문이며,

어 교과에서는 문법 인 측면이 국어 교과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실 때문

이기도 하다.교사들도 이에 해 인지하고 있어서 앞의 지식형(M-6)교사의 경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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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배경지식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두 언어를 비교하는 설명을 넣기도 하 다.

경험형 교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 하고 있는데, 어에서의 분류나 명칭을

경계하고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F5_1_4_3]국어의 품사는 모두 몇 개 요?(학생:8개...)

[F5_1_4_4]몰라요?

[F5_1_4_5]일어나 보세요.

[F5_1_4_6]그럼 00이를 심으로,약간 00가 사실은 제 로 된 답을 했는데.몇 개 요?

(학생:9개요.)

[F5_1_4_7]9개죠.

[F5_1_4_8]여러분들 어는 8품사 요.

[F5_1_4_9]근데 여러분들 국어는 9품사죠.

[F5_1_4_10]여러분들,지 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의 문법은 잊어버리세요.

[F5_1_4_11] 어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그건 더 헷갈려.그쵸.

( 략)

[F5_1_4_22]‘수사’맞아요,

[F5_1_4_23]‘형사’있구요,(학생들: 치사!)

[F5_1_4_24]야,내가 어 잊어버리라 그랬지!

[F5_1_4_25] 치사가 왜 나오니.(학생들: 속사!)

[F5_1_4_26]아,진짜,응?

㉡ 품사와 성분의 계 설명

경험형 교사는 자신의 경험 지식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물론 모든 교사가 경

험 으로 된 자신만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통해 수업을 구상하고 실 하지만 경

험형 교사는 특히 자신의 경험을 수업 구성에 매우 극 으로 반 하는 양상을 보인

다. 를 들어,문장 성분 수업에서 품사 련 지식이 동원되어야 개념 설명에 유리하다

는 은 모든 교사가 갖고 있는 방법 지식이다.다만 이를 어떤 지 에서 동원할 것

인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성분을 배우면서 학습자들이 헷갈려하는 지 에서 이와 같

은 련 지식을 설명하기도 하고,학습자 스스로 련 지식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경험형 교사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거나 헷갈

려할 것이라 상한 내용을 수업 시작 시 에서 미리 다룬다.즉,본 학습 내용은 문장

성분이지만 문장 성분에 한 내용을 다루기 에 품사를 먼 복습하는 방식이다.이

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 이어질 수업에서 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제거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학습자들의 자율 사고나 단 기회조차 미리 제거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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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_1_4_1]여러분들,지 ,약간,기 지식이 어느 정돈지를 제가 약간 별을 해야 돼요.

[F5_1_4_2]어,00아.

[F5_1_4_3]국어의 품사는 모두 몇 개 요?(학생:8개?)

[F5_1_4_4]몰라요?

[F5_1_4_5]일어나 보세요.

[F5_1_4_6]그럼 00이를 심으로,00가 사실은 제 로 된 답을 했는데.몇 개 요?(학

생:9개.)

[F5_1_4_7]9개죠.

교사는 ‘기 지식이 어느 정돈지를 제가 약간 별을 해야 돼요.’라고 말한 뒤 품사

에 해 질문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교사의 발화를 통해 품사 지식이 문장 성분을 학

습하기 한 선지식임이 드러나고 있다.교사는 학습자들의 기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물론 학습자들의 기억 수 을 진단

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목 이지만 련 지식을 통해 학습

자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이미 알고 있어도 이를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 재

학습에 한 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② ‘시하기’ 련

㉠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구성

경험형 교사는 맥락 구체형 문을 사용하고 있다.교육 내용의 맥락과 학습자들과의

소통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문을 구성한다.그리고 이러한 문 구성의 효과를 최

화하기 해 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문 속 등장 인물에 학습

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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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_1_7_9]제가 그냥 00이라고 안 쓰고,멋진 00이라고 해 게요.

[F5_1_7_10]멋진 00이가,씩씩하게,(칠 에 으면서)축구를 한다.(학생들:와,얼!)

[F5_1_7_11]자,그는,

[F5_1_7_12]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없어요?(학생들:있어요!)

[F5_1_7_13]있어요?(학생들:00이요.)

[F5_1_7_14]야,지 .주번 어딨어요,주번?

[F5_1_7_15]주번 어딨어요?주번.(학생들:수업 시간이야 진정해!으하하)

[F5_1_7_16]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F5_1_7_17]야!어,자네.깨웁시다.

[F5_1_7_18]자,00이는,어,솔로가 아니다(칠 에 는 소리)

[F5_1_7_19]자,이 게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드렸습니다.

[F5_1_7_20]이 문장이 우리의,여러분들이,어,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요.

교사는 와 같이 문 구성에서 학습자를 참여시킨다.학습자들은 문 구성 과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내용 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와 같이 교육 내용을 구성하면서 해당 문들이 즉석에서 구성된 것처럼 보

여 주며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사실 이는 교사가 의도한 것임을 다음 내

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즉 교사는 ‘주어,목 어,보어,서술어’네 가지 필수 성

분을 가르치기 해 ‘주어+목 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과 ‘주어+보어+서술어’로 이

루어진 문장을 구성하고자 하 고,성분은 그 로 유지한 채 각 성분에 해당하는 어휘

만 학습자들의 이야기로 체하고 있다.

아쉬운 은 이와 같이 구성된 문들 모두 사고 확장을 한 탐구형 문으로 제시

되지는 않고 있다는 이다.경험형 교사는 맥락은 고려하고 있지만 교재 내용과 확인

을 한 문만을 구성하고 있으며,개념의 경계에 있거나 사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한 문은 구성하지 않았다.이는 문법 지식에 한 교수자의 을 드러내는 태도

이기도 하다.이 규(2011)에서는 문법 교육의 이러한 문제 을 지 하고 문법 지식에

한 해석의 다양성을 문법 탐구 활동에 극 반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교사가

문법 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보느냐 그 지 않으냐에 따라,그리고 교재를 해석하는 태

도에 따라 문법 활동의 구성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비유 표 활용

비유는 친숙한 상이나 감정,생각 등을 통해 낯선 개념이나 추상 인 감정,생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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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어 으로 쉽게 이해하려는 방법 장치이다.따라서 언어 상을 설명하기 한

추상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정교화해 나가야 하는 문법 수업에

서 비유는 자주 등장한다.경험형 교사 역시 이와 같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F5_1_6_5]자.이런 단어들은요,각각의 나무토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F5_1_6_6]이런 나무토막들을 우리가 쌓고,뭔가 그쵸?

[F5_1_6_7]하나는 기둥이 되고,어떤 것은 장 이 되고,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

을 져요?

[F5_1_6_8]집을 져요.

[F5_1_6_9]그때 각각,이런 것들이 어떤 집에서,집에서 어떤 것은?머리 역할을 하고,

그쵸?기와 역할을 하고,어떤 것은 기둥 역할을 하고,어떤 것은 바닥 역할

을 하죠?

단어를 나무토막이라 하고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 어떤 것은 기와 역할을 하고,어떤

것은 기둥 역할,어떤 것은 바닥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개별 단어가 문장 내에

서 특정 ‘역할’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해당 학습 내용인 ‘문장 성분’의 속성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 비유라 할 수 있다.이러한 비유가 언어 사용의 로 이어

져서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설명이 이어졌다면 이와 같은

비유가 더 효과 이었을 것이다.

③ ‘문법 탐구 활동 고안’ 련

앞서 기술했듯 경험형 교사는 문장 성분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악하고 해당 내용을 노련하게 다루고 있다.그러나 교사의 이와 같은 경험 지

식은 학습자들을 미리 단하거나 규정하는 부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를 들어,

학습자들이 부사어의 개념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경험 으로 알고 있는 두 교사가 있다

고 하자.A교사는 학습자들이 다른 성분 개념에 비해 상 으로 부사어에 해 인지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문을 제공하고,이에 주목하게 하거나 부사어를 스스로 동원하게끔 문장

구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B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 부

분이 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 주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경험형 교사는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문법 지식에 한 교사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즉,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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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식을 고정된 지식으로 볼 것인가 논리 인 합의의 산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교사

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만약 후자라면 학습자로 하여 어려운 지 에

하여 해당 지식을 스스로 합의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왜 우리가 그것을 부사어라 범

주화하 는지를 깨닫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다음 에서 보듯 해당 수업의 참

여 교사는 문법 지식을 고정된 지식 혹은 규범 차원의 약속으로 인식하는 듯 보인다.

[F5_1_20_4](학생:선생님)네,

[F5_1_20_5](학생: 는,‘00와 닮았다’할 때 ‘00와’도 상 없어요?)부사어 요.

[F5_1_20_6](학생:그니까 ‘00와’를 부사어라고 해도 상 없어요?)어,그쵸.‘00를 닮았

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목 어가 되는데요,‘00와 닮았다’라는 거는 부사

어라고요.

의 발화에서 학생은 ‘△△이가 00와 닮았다’라는 문장과 ‘△△이가 00를 닮았다’라는

문장에서 ‘00와’와 ‘00를’이 의미상 유사함에도 다른 성분으로 분류되는 것에 해 의문

을 갖고 질문을 한다.이는 매우 요한 질문으로 ‘닮다’라는 서술어의 특성을 통해 앞

에 오는 말들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언어 자료가 된다.그러나 학생의 이러한 질문에

교사는 극히 단정 인 답과 함께 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 한다.이러한 교사의 태도

는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우선 면담에서 경험형 교사는 국가 단 의 평가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습자가 ‘답’을 찾지 못할 것에 한 우려 속에서 문법 학습을 하게 된

다고 말하 다.물론 이러한 요소가 외부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더하여 문법 지식을 바라보는 교사의 태도,그리고 교사 자신의 문법 지식의 깊이 등이

이와 같은 수업 구성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학습자 심의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자 스스로 사회에서 합의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보는 경험이 국

가 단 평가에서 ‘답’을 고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학습자의 탐구 사고를 이끌어 내는지에 한 방안이 없었을 가능성

이 더 크다.이러한 방안은 오히려 문법 지식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닮다’라는 서술

어가 ‘00와’를 취할 때,그리고 ‘00를’을 취할 때 그 의미가 정말 동일한지 는 ‘기차에

탔다’,‘기차를 탔다’와 같은 문장을 통해 ‘를’이라는 조사의 역할이 ‘00를 닮다’에서 형

인 목 격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탐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교사는 자신이 가진 문

법 지식에 따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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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법 수업 환경 조성’ 련

㉠ 평가를 의식한 수업 구성

경험형 교사는 경험 으로 ‘(그 게)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강하다.교사의 이러한 태

도는 학습자들에게 교수 경험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어 신뢰를 수도 있다.그러나

재 마주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미리 단정 짓고 있다는 태도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 해당 학습 내용이 교수자의 상 로 학습자들에게 어렵거나 혹은

재 학습자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사고 활동의 기회

를 주고 학습자 스스로 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를 교수·학습의 주체로 인정

하는 태도일 것이다.

[F5_1_16_27]아주 좋은 방법,여러분들 수 에서.

[F5_1_16_28] 를 들어서,‘에’,‘-게’,‘-답게’,‘-이’,‘-도록’( 서)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F5_1_16_29]그러면,부사어 요.

[F5_1_16_30] 를 들어서,이를테면,‘학교에 간다’( 서)라고 얘기하면,가는데 어딜 가

요?

[F5_1_16_31]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그쵸?

[F5_1_16_32]어디에 가요?

[F5_1_16_33]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F5_1_16_34]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F5_1_16_35]부사어 요.

[F5_1_16_36]여러분들,부사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여러분들,이거를 기억하세요.

[F5_1_16_37]이런 것들이 붙으면 거의,부사어다,그쵸?

이와 련한 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사와 부사어의 차이 을 설명할 때 구체 인 문장으로 를 들면 이해가 쉬웠

을 것이다.부사어를 설명할 때 ‘-게’가 붙으면 거의 부사어가 된다고 하면서 문장

성분에 해 외우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았다.이 게 되면 학습자들은 문법

이란 이해 없이 외워야 된다는 고정 념을 가지게 된다.”

- 문가1

“교수자는 문법 수업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설명해 주는 강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평가를 언 할 때에도 문학과 같이 응용하거나 하지 않고 교과서와 린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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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로 낸다고 하면서 그 부분만 이해하고 외울 것을 강조한다.그러다 보니 ‘

네 수 에서는 이 게만 알면 돼’와 같은 말을 하면서 부사어나 목 어 같은 경우

형태를 보고 짐작하게 하는 직 인식만을 제시하고 있다.학습자들이 궁 해하거

나 더 깊은 생각을 할 여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문가2

사후 면담에서 경험형 교사는 이러한 교수 태도에 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자율

인 탐구를 해 보고 싶지만 고등학교 진학이나 국 단 평가를 고려할 때 지식을 명

확히 암기하고 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 다.탐구나 자율 사고를 통해 이와 같은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학생 수나 시간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학습 내용과 련한 학습자와의 소통

경험형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우호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태도는 여러

측면에서 찰되는데,특히 문을 구성할 때 학습자를 참여시키거나 문 속 등장인물

에 학습자를 배치한다.이 외에도 농담을 자주 건네거나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알아야 하는지에 해 자주 언 한다.앞서 분석한 계형(M-28)교사 역시 학습자

와의 친 도가 높았는데,두 교사의 차이는 경험형 교사의 경우 학습자에 한 친 함

이나 우호 인 태도가 교수·학습 구성에도 반 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품사를

알 수 없다면 사 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 주는 것, 문의 내용을 학습자들에 한

정 내용으로 만드는 것, 학습자들이 이해했을 때 칭찬을 반드시 덧붙이거나,학습

자들이 어려워하는 지 을 경험 으로 알고 이에 한 보충 설명을 구성한다는 ,평

가에서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자 배려

는 교육 내용 구성의 주체로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2.6.참여형(M-1)교사의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1)교수·학습의 구조 흐름

참여형(M-1)교사61)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2차시 수업을 실시

하 으며 2차시 모두 ‘문장 성분’ 련 수업으로 진행하 다.

61)M-1교사,F⑦′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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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1-1]학습할 내용 안내1

-‘설계도’를 그리는 일(비유)

[1-2]학습할 내용 안내2

-‘품사’,‘문장 성분’개념

변별(비유)

[1-3]주어,서술어,목 어

- 문으로 설명,필수

[1-4] 형어,부사어

- 문으로 설명,부수

-다른 반의 ,농담

[1-5]보어

- 문으로 설명

-‘되다/아니다’앞

[1-6]문장을 구성하는 언어 단

-어 ,구, ,문장

[1-7](필기)

-개별 지도

[1-8]교재 읽기

-69쪽,문장을 이루는 요소

[1-9]교재 활동 풀이_학습자

-70쪽

[1-10](심화)보어와 부사어의

차이

[1-11]교재 활동 풀이_교사

-70쪽,주어,서술어 찾기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

[1-12]교재 활동 풀이_학습자

-71쪽

<표 23>참여형(M-1)교사의 수업 구성: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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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외 발화 학습 내 발화

행 학습 련 지식

[2-1]인사

[2-2]복습1

-어 ,문장,문장 성분 체 요약

- 형사, 형어의 차이

[2-3]복습2

- 용,[2-2] 련 시_교사 풀이

[2-4]복습3

- 용,[2-2] 련 시_학습자

-73쪽

[2-5]체언,용언

-풀이 보충 설명

[2-6] 형어,부사어 찾기

-찾는 방법(요령)

-학습자의 어려움 인지

[2-7]교재 활동 풀이1

-[2-4]에서 실시한 73쪽 풀이_교사

설명

[2-8]교실 환경 체크

-교실 온도

-집 력 검

[2-9](심화)교재 활동 풀이2

-73쪽 풀이_교사 설명

-‘서술어’부터 찾기

-부사어 첩

-수식,피수식 계

[2-10]학습자 검

-조는 아이 깨우기

[2-11]독립어

[2-12]교재 활동 풀이_학습자

-74쪽,일부 칠 에 나와 풀이

-교재에는 독립어만 찾는 활동,

교사는 제시된 문장에 있는 모든

성분 찾기 요구

[2-13]교재 활동 풀이_교사 설명

-74쪽

[2-14](심화)필수 성분의 생략

-주어의 생략

[2-15]시험 안내,마무리

<표 24>참여형(M-1)교사의 수업 구성: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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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결과

F⑦ 유́형에 속하는 참여형(M-1)교사는 문법 수업에 한 교사의 흥미가 낮고 학습

자의 흥미 한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 진행에서도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더하

여 교수자의 문법 지식 한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참여 수업을 해 면담을 나 는 과정에서 참여형 교사의 개인 인 성향은 외향

이고 열정 이며,학습자들과의 친 도도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교수자의 개인

성향 때문인지 참여형 교사는 문법 역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극복하고자 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해 극 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사후 면담에서도

문법 수업을 할 때에는 국어과 다른 역에 비해 가장 많이 비를 하고 수업 에도

학습자에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 다.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수업 에도 그 로

찰되나 문법 역에 한 부정 인 인식과 태도 한 교사 발화나 태도로 드러나고 있

어서 학습자들이 문법 역에 한 이러한 교사의 어려움을 태도로서 그 로 학습할 우

려도 있었다. 교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 문법 지식 인 측면에서 주 하거나 설명

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법 지식 풀이하기’ 련

㉠ 품사 언어 단 련 지식 연계

참여형 교사는 열정 으로 수업을 운 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 으로 독

려한다.따라서 체 으로 수업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는다.그러나 교육 내용

의 주축이 되는 문법 지식에 해서는 주로 해당 학습 범 내에서 기본 인 개념을 익

히거나 그것을 용하는 수 에 머물러 있다. 련 지식이나 심화 지식을 매끄럽게 연

결하거나 체 인 체계 속에서 개별 문법 개념을 이해하기 한 활동은 찾기 어렵다.

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은 물 흐르듯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문법 지식에 한 내용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

- 문가1

“문장 성분을 체계 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시하거나 설명해 필요가 있

다.”

- 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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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형어가 꾸며 주는 상이 ‘체언’이라고 언 하고 있으나 ‘체언’을 다시 상

기시키기 한 학습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장 성분을 가르치기 해 ‘어 ’이라

는 언어 단 를 설명해야 하는 국면에서 이를 문장 성분의 단 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독립어를 제외한 6개의 성분을 모두 설명한 뒤 교재에 나

온 언어 단 에 해 설명을 한다.이는 학습자의 이해 과정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체 인 국면 간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이러한 경우

에는 체 수업 흐름에 한 교사의 안내 발화나 개에 련한 설명을 덧붙여 학습자

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② ‘시하기’ 련

㉠ 품사와 성분의 개념 설명을 한 비유

도입부에서 학습의 상이 되는 ‘문장 성분’의 개념을 품사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

다.도입에서 이와 같이 상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무엇에 집

해야 하는지,이어질 수업에서 배워야 할 상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된

다.이때 참여형 교사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F7′_1_2_9]기억 안 나도 되는데 를 들어서 음,우리 00이.00이 쟤 이름이 뭐지?

(학생들:엄00이요!)

[F7′_1_2_10]그래,쟤는 이름이 엄00,그 이름은 안 바 지.

[F7′_1_2_11]품사는 얘가 어디로 가도 안 바 는 거야.

[F7′_1_2_12]명사는 계속 명사야.

[F7′_1_2_13]근데 엄00이가 우리 반의 뭐야?(학생들:회장이요!)

[F7′_1_2_14]회장이지?

[F7′_1_2_15]근데 2반에 가.

[F7′_1_2_16]쟤가 2반에서도 회장이야?(학생들:아니요.)

[F7′_1_2_17]아니야.

[F7′_1_2_18]2반 가면 뭐야?(학생들:꼴등!그냥 애요.)

[F7′_1_2_19]하하하.그래.

[F7′_1_2_20]2반 가면 벌 맞는 그냥 딴 반 애야.그냥.

[F7′_1_2_21]즉 쟤의 역할은 우리 반에서는 회장인데 딴 반 가면 그냥 애야.

이와 같은 비유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며 학습자의

심을 높이고 개념 이해를 돕기에도 하다.이와 같은 비유 이후에 교사는 언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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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를 통해 성분의 개념에 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는데,아쉬운 은 비유와

언어 사용의 를 함께 결합하여 설명하면 내용이 긴 하게 연결되면서 개념 형성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다.다시 말해,‘엄00은 우리반에서는 반장,다른 반에 가면

그냥 학생이다’라는 비유 설명과 함께 다음에 이어지는 ‘00이는 밥을 먹었다,철수는

00이를 좋아한다’에서 00이의 역할이 각 문장에서 달라졌음을 련 지어 설명을 이어나

갔다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되면서 학습자들이 언어를 상으로 련 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③ ‘문법 탐구 활동 고안’ 련

이어서 의 교사 발화를 살펴보면 참여형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 성분의 개념을 비

유를 통한 추론을 통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학생 한

명이 해당 반에서는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른 반에서는 그 역할이 없어지고 그

냥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교사의 설명은 단어와 성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매우 한

비유라 할 수 있다.학생들은 각각의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을 때

그 역할을 성분이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성분의 개념을 추론

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추론 과정을 좀 더 명시 인 교수·

학습 과정으로 다루고 학습자들 스스로 이를 언어에 용하여 탐구하게 하는 활동을 구

상하 다면 좀 더 학습자 심의 교수·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에서 아

쉬움이 남기도 한다.

④ ‘문법 수업 환경 조성’ 련

㉠ 학습자의 발화나 행 에 한 반응

참여형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와의 소통에 매우 극 이라는 이다.학습

내 인 소통뿐 아니라 학습 외 인 측면에서의 소통도 자주 일어나며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있는지 발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문을 구성할 때에도 학습자를

문 구성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그 내용도 학습자의 이야기로 삼으며,그 내용에 속된

표 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학습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해 학습자 수 에서 그 로 사

용한다.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표를 유도하고,교과서의 활동

풀이를 칠 에 어 학습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 뒤,학습자의 풀이 과정을 지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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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설명한다.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 측면에서 수업 운 에 매우 능숙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문법 수업을 할 때 개는 학습자가 지루해하는데 학습자들의 흥미를 잘 고려하

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학습자들이 알기 쉽도록 문을 구성하고 설명한다.”

- 문가1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구성하고 맥락을 활용하여 개념을 설

명하려고 한다.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수업을 운

하고 있다.”

- 문가2

㉡ 암기의 상으로서의 문법 교육 내용

참여 교사들을 포함하여 일반 으로 개의 교사들이 문법을 암기 교과로 인식하고

수업에 임한다.설사 교사가 스스로 문법 교과( 역)를 언어 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설명하고 체계를 구성하는 교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학습 국면에

서 학습자들과 면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암기 지식으로서 달한다.이런 경우 언어

상을 찰하는 학습자의 사고 활동이나 학습자의 머릿속 문법 체계와 그것에 한 인식

등은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기 어려우며 교과서 내에서 다루어진 문법 교과 내용을 심

으로 단편 지식이 달된다.특히 문법 지식에 해 교수자 스스로 자신감이 낮은 경

우 지식을 단편 으로 달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다음 수업 내용을 통해

문법 교과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교수·학습 경향을 알 수 있다.

[F7′_1_5_19]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00이는 주어고 되었다는 서술언데,을를이 붙

는 목 어도 아니잖아,그지?

[F7′_1_5_20]근데 빠지면?좀 이상해.

[F7′_1_5_21]이런 걸 보어라고 해.

[F7′_1_5_22]근데 보어가 뭐냐면,되다랑 하나만 딱,아니다 앞에만.

⋮

[F7′_1_5_26]어때?되다,아니다 앞에만 보어고,나머지는 다 목 어나 부사어.

[F7′_1_5_27]보어는 되게 쉬워.요 게,되는 거야,알겠지?
 

문장 성분 ‘보어’는 특히 문법 교과의 바탕 학문이 되는 국어학에서도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이에 해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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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오는 성분만을 ‘보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이러한 교재 내용을 하 을 때 교

사는 단순히 이를 외우는 데 의의를 두는 것보다 자신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왜 그

게 제시하게 되었는지를 실제 언어 사용 상을 통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참여형 교사처럼 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

는 것이 실이다.

3.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여 요소별 분석

3.1.분석 틀 구성

(1)2차 분석의 필요성

본 논의에서 문법 교수·학습 상을 두 단계로 나 어 분석하는 이유는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혹은 소양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련되어 있다.즉

교사가 ‘잘 가르치기’ 해 갖추어야 할 능력은 내 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그리

고 그것들이 외 으로 발 되는 차원으로 나 어지는데,교수학 내용 지식은 그 경계

에서 그 두 능력을 긴 히 연결하는 교수학 지식이기 때문에 1차 으로는 외 으로

발 된 양상의 총체 인상을 심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분석하고 2차 으로 그에

여하는 여 요소들의 작용을 세부 으로 살피려 하는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1차 분석은 총체 분석으로서,문법 수업을 구성해 내는

체 인 실 능력에 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졌다.2차 분석은 그러한 교수 실 에

하게 여하는 요소들로,교수자가 교수를 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명시 혹은

암묵 소양 태도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틀은 앞서 II장에서 체계화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2)분석을 한 세부 거 설정

2차 분석은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별로 세부 분석

을 실시하 다.이때 분석 기 은 앞서 II장에서 정리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하 다.[그림 5]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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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범주는 4범주와는 달리 ‘교수 교수자’,‘학습 학습자’,‘교재 교과

내용’에 한 교수자의 내 측면과 련되어 있다.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주체,

특히 교수자를 심으로 교수·학습 상을 악하려는 을 드러내기 때문에,분석 결

과는 의 각 범주별로 기술을 하되 분석 과정은 주체를 심으로 악하고자 하 다.

특히 참여자나 문가의 경우 본 연구의 의도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 ,정

의 ,메타 자기 인식 등의 요소보다는 교수자,학습자,교육 내용이라는 교수·학습 일

반 요소들이 근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분석 틀을 구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

게 되었다.분석 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25>2차 분석을 한 분석 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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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교수 교수자 련 요소’는 ‘교수자’에 해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인지 범

주와 정의 범주,그리고 메타 자기 인식 범주에 한 요소들로,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지 범주’ 련

㉠ 문법 교수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 문법 교수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 문법 역 교수법의 종류와 특성

㉣ 사범 문법 교육 련 커리큘럼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육 련 자기 계발 욕구,열정

㉡ 문법 교사로서의 교수 주체성

㉢ 문법 교수에 한 자신감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표 26>‘교수 교수자 련 요소’의 분석 틀

<표 26>에서와 같이 ‘인지 범주’는 문법 교수자로서 지녀야 할 인지 차원의 요소

들로,문법 교수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문법 교수의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

의 범주’는 교수자로서의 태도에 한 것으로,문법 교육과 련된 자기 계발 욕구

열정,교수 주체성 등이 해당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자기 인식 범주’는 교수자

자신이 교수에 한 인지 정의 차원의 문제를 스스로 상화하여 인식하는 정도와

련된 요소이다.

다음으로 ‘학습 학습자 련 요소’에서 학습자에 해 문법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인지 범주와 정의 범주,그리고 메타 자기 인식 범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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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범주’ 련

㉠ 문법 교과( 역)에 한 학습자 인식

㉡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

㉢ 학습자의 선행 문법 지식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수 열정

㉡ 학습자 신뢰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표 27>‘학습 학습자 련 요소’분석 틀

먼 인지 범주에는 문법 교과에 한 학습자의 인식이나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학

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그리고 선행 문법 지식 등과 같은 요소가 해당된다.그리고 정

의 범주에는 학습자에게 문법 교과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 열정,교수·학습에서의 학

습자에 한 신뢰 등이 해당된다.메타 자기인식 범주는 이와 같은 학습 학습자와

련하여 교수자 스스로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 으로,정의 으로 학습자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검할 수 있는 능력과 련된다.

다음으로 ‘교재 교과 내용 지식 요소’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구성

하 다.

㉮ ‘인지 범주’ 련

㉠ 문법 내용학 지식

㉡ 문법 교재 내용 지식

㉢ 문법 교과 내용 지식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육

㉡ 문법 교수에 한 태도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표 28>‘교재 교과 내용 지식 요소’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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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교과 내용 지식 요소’와 련하여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여하

는 각 층 의 지식을 교수자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그리고 문법 교육에 한

과 태도가 어떠한지에 한 세부 요소들로 분석 틀을 구성하 다.메타 자기 인식

범주는 교재 교과 내용에 한 교수자의 이러한 지식이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해 교수자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련된다.

다음으로 마지막 ‘외 요소’ 련 분석 기 은 다음과 같다.

㉮ ‘맥락’ 련

㉠ 문법 교육의 상 역할

㉡ 문법 교육 과정 지식 (문법 교과의 계,시수,성취 기 등)

㉢ 문법 교육과 삶의 계

㉯ ‘상황’ 련

㉠ 물리 상황 (수업 시간 조정,교실 환경 등)

㉡ 즉흥 상황 (학습자의 반응 는 학습자/교수자의 상태 등)

<표 29>‘외 요소’의 분석 틀

외 요소는 ‘맥락’과 ‘상황’으로 나 어지며,문법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는

문법 교육의 역할과 문법 교육 과정 지식,문법 교육과 삶 등을,상황으로는 물리 상

황이나 즉흥 반응 문제에 한 교수자의 응을 분석 기 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분석 기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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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수자 요소> <학습 학습자 요소>

㉮ ‘인지 범주’ 련

㉠ 문법 교수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 문법 교수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 문법 역 교수법의 종류와 특성

㉣ 사범 문법 교육 련 커리큘럼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육 련 자기 계발 욕구,열정

㉡ 문법 교사로서의 교수 주체성

㉢ 문법 교수에 한 자신감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 ‘인지 범주’ 련

㉠ 문법 교과( 역)에 한 학습자 인식

㉡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

㉢ 학습자의 선행 문법 지식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수 열정

㉡ 학습자 신뢰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교재 교과 내용 지식 요소> <외 요소>

㉮ ‘인지 범주’ 련

㉠ 문법 내용학 지식

㉡ 문법 교재 내용 지식

㉢ 문법 교과 내용 지식

㉯ ‘정의 범주’ 련

㉠ 문법 교육

㉡ 문법 교수에 한 태도

㉰ ‘메타 자기 인식 범주’ 련

:인지 ,정의 범주에 한 메타 자기

인식

㉮ ‘맥락’ 련

㉠ 문법 교육의 상 역할

㉡ 문법 교육 과정 지식

(문법 교과의 계,시수,성취 기 등)

㉢ 문법 교육과 삶의 계

㉯ ‘상황’ 련

㉠ 물리 상황

(수업 시간 조정,교실 환경 등)

㉡ 즉흥 상황

(학습자의 반응 는 학습자/교수자의 상

태 등)

<표 30>요소별 분석의 세부 분석 기

분석은 이러한 세부 요소들에 하여 실시하 으며,참여자와 문가에게는 분석 틀

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설문 면담을 진행하 다.연구자의 분석 결과는 참여

자의 사후 참여자 설문과 문가의 견해를 참조하여 내용을 조정하 으며,분석 결과에

한 기술은 II장에서 제시했던 각 범주별,즉 ‘인지 ’,‘정의 ’,‘메타 자기 인식’범

주별로 기술하고,외 요소는 따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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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지 요소’ 련 양상

‘인지 요소’와 련하여서는 문법 지식 문법 교육 내용에 한 교수자와 학습자

의 인식,교수·학습 경험,그리고 교수자 개별 문법 지식과 학습자의 선행 문법 지식 등

이 수업 구성에 미치는 향 등을 살폈다. 문법 교수 방법에 한 교수자의 인식과

어려움 등을 수업 후 심층 면담을 통해 악하여 이와 같은 교수자의 인지 인 요소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교수자

들은 문법 지식보다는 문법 교수 방법에 한 고민이 컸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수업 구

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에 해서는 ‘문법 교육 내용과 문법 교수 방법

에 한 교수자의 인식’으로 보다 구체 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연구자는 수업 구

성에 향을 미치는 인지 요소로 ‘교수자 개별 문법 지식 체계 구성’에 주목하 는데,

교수자의 개별 문법 지식 체계가 교육 내용 구성과 방법 실 에 두루 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각각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문법 교육 내용과 문법 교수 방법에 한 인식

참여 교사들은 개 문법 수업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달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

이 가장 컸으며,교사로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역시 이러한 방법 인 부

분이었다62).이에 해 조 다른 견해를 제시한 교사는 지식형(M-6)교사와 참여형

(M-1)교사 다.참고로 지식형 교사는 S유형으로 분류된 교사이며,참여형 교사는 F

⑦ 유́형으로 분류된 교사이다.물론,이러한 유형 분류는 질 분석의 보완책으로 실시

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 으로 특정 유형이 특정 성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은 두 유형이 조 인 유형이라는 이다.S유형의 지식형 교사는

해당 유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 교수자 스스로 문법 지식에 한 자부심이 높고,학

습자들 역시 해당 지식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문법 수업에 한 흥미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F⑦ 유́형의 참여형 교사는 문법 지식에 한

자신감이 낮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문법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63).그럼에도 두 참여 교사 모두 문법 교수 방법에 한 고민은 다른 참여자들에

62)민병곤(2007,민병곤 외(2007)재인용)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처럼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의 교사들은 해당 교과나 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교수 방법에 한 정보 는 지식이

부족하여 교수·학습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63)개인 인 성향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능한 문법 교수 행 태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따라서 반드시 이와 같은 유형이 이러한 교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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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 으로 낮았다.물론 그 이유는 각기 다르다.

일반 으로 교사들이 교수 방법에 해 고민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물론 교수 방법이라는 것이 본질 으로는 단순한 흥미 외에

해당 학습 내용을 최 한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한 방법 차원의 장치

이나,직 으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수업을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다양한 교수

방법을 찾게 된다.지식형 교사는 문법 수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한 교수 방법은 강

의식(설명식)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업 방법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에 한 앎,그 자체에서도 흥

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지식을 다루고 있는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그 자체로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이와 같은 견해 혹은 태도

를 갖고 있는 지식형 교사의 교수 방법에 한 문가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지식형(M-6)교사는 강의식으로 문법 지식을 달하고 있다.설명이 체계 이고

쉬운 를 히 들고 있으며,여유 있는 자세와 태도로 꼼꼼하게,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물

론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 방법을 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 문가1

“지식형(M-6)교사는 체 으로 설명식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이해와 사

고 확장을 고려한 질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은 정 이다.문법 교육에 한

이해가 깊다는 생각이 든다.아쉬운 은 학습자의 반응을 좀 더 극 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도 좋을 거 같다.”

- 문가2

학습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이 능동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고 평가할 수는 없다.물론 교수 방법이 다양하면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

고 참여 활동이 많으면 더 능동 인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도 있다.그러나 교수 방법

을 고민할 때에는 본질 으로 ‘방법’은 ‘교육 내용’을 효과 으로 구성하기 한 과정이

며,그 과정은 ‘교육 목표’를 향해 방향지어진다는 을 생각해야 한다.이에 해서는

참여형 교사의 수업을 살펴본 후 반 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참여형 교사는 문법 지식이 어렵고 외워야 할 것이 많아서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을

험하다.여기에서는 유형화를 양상 분석의 참조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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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하고 지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이러한 이유로 문법 수업을 다른 역 수업

보다 더 활기차게 운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

를 부여하고 시 구성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며,재미있는 이야기를 수업 화 에

배치하는 등의 교수 행 로 나타났다.참여형 교사 수업에 한 문가의 의견은 다음

과 같다.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극 으로 수용해서 수업을 진행하

고 있다.그러나 학습자들이 지속 으로 집 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수업 간 이후

에서는 집 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교수자의 문법 지식이 체계 으

로 정리되지는 않은 듯하다.”

- 문가1

“학습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에 띤다.아쉬운 은 정답이 정

해져 있어서 그것만 수용하고 다른 의견에 해서는 고민하지 않아 탐구 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다.”

- 문가2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교수 방법을 더 다양하게 개

발하고 용해야 하는 것일까?학습자들은 ‘변화’의 순간에는 분명 흥미를 느끼게 되거

나 좀 더 극 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다시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어들 것이다.문제는 순간의 흥미나 극성 유발보다 본질 인 흥미인

것이다.참여형 교사의 수업에서 가장 크게 락된 부분은 ‘교수 방향’이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수 방법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의 문제와 긴 한

련을 갖게 되는데,이때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며,교육 목표가 곧 교

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문법 교육에 한 필요성에 한 교수자의 인식이 교

육 내용 교육 방법을 모두 결정짓고,그것을 학습자와 공유하는 것이 본질 으로 학

습자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이다.학습자가 왜 배워야 하는지에 한

고민 없이 막연히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다. 한 등학교 학습자에게 재미란 단순한

유머 차원의 웃음 같은 것이 아니다.그들이 학교에서 기 하는 것은 지 인 흥미이며,

인지 인 깨달음 같은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참여 교사들을 포함하여 일반 으로 문법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법

교수 방법에 한 문제는 결국 문법 교육 내용의 구성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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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구성의 문제는 교수자가 설정한 교육 목표와 긴 한 계를 맺는다.교수자들

이 느끼는 방법 지식의 부재는 단순한 흥미 주의 테크닉이 아니며,내용-방법의 이

분법 사고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아닌 것이다. 를 들어,문장 성분에 한 개념을 설

명하는 것과 문장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구분 없이 기술되어 있을

때,교사가 그 내용을 학습자들의 선행 문법 지식에 기 어 분 으로 명확히 구성하되,

‘문장 구성’이라는 실용 국면에서 이들이 어떠한 련성을 맺게 되는지, 행 학습

인 성분에 한 지식이 실제 문장을 구성하거나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

지 등을 하나의 흐름을 가진 도식으로 구성하고,그 필요성 혹은 용 가능성을 학습자

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은 재 자신이 배우고 있는 문법 지식의 유용성에 동의

하면서 지 인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끼게 된다.결국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아우르며 교

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그것이 이루어져야 어느 지 에

서 학습자의 참여가 가능한지,탐구 학습이 가능한지를 단할 수 있다.이와 같은 교수

의 진행 과정에 한 교수자의 지식이 해당 교수자가 가진 교수학 내용 지식이라 할

수 있다.

(2)교수자 개별 문법 지식 체계 구성

‘교재 내용’과 ‘교수자의 문법 지식’과 교수·학습 국면에서 구성되는 ‘교육 내용’은 서

로 동일하지 않다.교수자는 교재 내용을 자신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내용

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이때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기 해 새로이 조직되는 지식 체계

가 ‘교과 내용 지식’이다.이에 해 연구자는 앞의 [그림 4]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

시한 바 있다.

에서 ⓐ는 교재에 기술된 학습 내용을 가리키며,ⓑ는 교사가 개인 으로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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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 지식을 가리킨다.교사는 과거 교수·학습 경험을 참조하여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수행한다.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 련 요

소 상황,맥락에 따라 최종 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된다.

결국 교수자가 ‘교과 내용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곧 교육 내용에 한

것이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 방법에 한 본질 근이기도 하다.그리고

‘교과 내용 지식’구성과 그것의 수행 결과 구성된 ‘교육 내용’구성에 작용하는 교사 지

식이 교수학 내용 지식이다.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수자의 주체 인 교과 내용 지식

구성의 원천 하나가 바로 ⓑ 교수자 개인의 문법 지식과 ⓓ를 구성해 본 교수자의

경험 지식,즉 된 교수학 내용 지식이다.여기에서 교수자 개인의 문법 지식이

나 ⓓ에 한 경험 지식 없이 ⓐ의 교재 내용을 그 로 교과 내용 지식으로 구성하여

교수·학습을 수행할 때 교수자는 단지 교재 내용의 ‘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64)

지식형 교사의 수업 교사는 ‘새 책을’에서 형어 ‘새’가 목 어를 꾸며 주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다음 국면에서 ‘헌 옷을’의 ‘헌’은 ‘옷’을 꾸며 주고 있다고 설

명하 다.교사는 부속 성분인 ‘형어’와 ‘부사어’의 수식 상을 성분 단 로 설명하기

도 하고 단어 단 로 설명하기도 한다.사실 이 두 은 어떤 것으로 설정해도 가능

하다.다만 교사가 이에 해 뚜렷하게 어떠한 체계를 세우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

지 못한 것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수 있다. 재 학교 문법에서는 수식의

상을 성분으로 언 하지 않고 단어 단 로 언 하고 있다.즉 형어는 체언을,부사

어는 용언이나 부사,혹은 문장 체를 수식한다고 기술한다.성분을 성분 간의 계로

만 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학습자들은 형어와 부사어의 피수식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설명에도 일 성이 없다면 학습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교사와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형어’

의 수식 상을 ‘체언’으로 보는 것에 해 하나의 설명 국면을 형성하여 학습자들의 이

해를 도와야 하고,‘부사어’의 수식 상 역시 ‘용언’을 기본으로 한 후,‘체언’이나 ‘문장’

단 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지식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이러한 교과 내용 지

식 구성은 교수자 개인의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64)물론,ⓑ교사 개인의 문법 지식이 없이 교재 내용으로만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실 으로 가

능하지 않다. 어도 교사들은 비 교사 시 에 련 교과목을 수강하고,교사 임용을 해 련

지식을 쌓게 된다.여기에서는 교수자가 주체 으로 ⓑ를 구성하고 그것을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극 으로 반 해야 한다는 제하에 상 으로 그 지 못한 경우를 언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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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의 문법 지식은 본 학습 이 에 교수·학습의 도입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배

경 지식 활성화 단계에서부터 작용한다.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구체 으로 다

음과 같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1) 역( 는 교과 내)수직 검: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문법

교육 내용에 한 이 단계를 검.

ex)‘문장 성분’이라는 말을 들어 본 이 있는지,구체 으로 ‘주어,목 어,서술어’

라는 용어를 들어 본 이 있는지,

2) 역( 는 교과 내)수평 검:(문법 역 내)수평 으로 확장하여 오늘 학습할 내

용과 긴 하게 연 을 맺게 될 다른 문법 교육 내용을 검.

ex)‘품사’나 ‘단어’에 한 교육 내용.주로 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에

한 질문과 답을 통해 배경 지식 활성화 문법 교육에 한 근 태도를 상

기시키기에 유용.

3) 역 외 수평 검:타 언어 교과에서의 련된 개념을 성취하 는지 검하여 이를

연 시키고 변별 지 을 통해 국어 교과 내에서의 특성에 주목하게 하거나,혹은 단순

히 련 개념을 상기시켜 교육 내용의 친 도를 높이려는 의도.언어의 보편성에 근거.

ex)‘어에서 ‘주어,서술어,’이런 말 들어 봤지?‘라는 질문을 통해 국어에서의 문장

성분 개념이 사실 낯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어도 그런 거 배웠는데 국어는

더 쉽지 않겠느냐,국어에서의 이런 개념을 먼 학습했다면 어 학습이 더 쉬

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 언어 보편 인 것이라서 유

사한 측면이 많고,개별성 차원에서 다른 도 있다 등등의 을 취할 수 있음.

지식형 교사의 경우 배경 지식 활성화 단계에서 의 1),3)을 동원하 는데,1)에

해서는 학습자의 반응이 없었다.3)에 해 학습자들이 반응하자 교사는 이를 토

로 오늘 학습 내용과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아이들이 더 이상 구체 인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자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여 설명의 흐름을 완성하고 오늘 학습 내

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 다.

[S_1_4_16]선생님 솔직히 학교 1학년 때 어 시간에 주어는 이 게 배웠습니다.

[S_1_4_17]은는이가가 붙는 거.

[S_1_4_18]이 게 배웠었는데 이 게 배운 사람 없나요?

이와 같이 교사 개인의 문법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을 구성하고,수정·보완하

여 실제 교수·학습 국면에서 교육 내용을 완성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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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법 지식에 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와 호기심을 유지해

야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태도와 지식으로 달된다.경험형(M-69)교사의 수업 다음

과 같은 학습자의 질문이 있었다.

[F5_1_20_4](학생:선생님)네,

[F5_1_20_5](학생: 는,‘00와 닮았다’할 때 ‘00와’도 상 없어요?)부사어 요.

[F5_1_20_6](학생:그니까 ‘00와’를 부사어라고 해도 상 없어요?)어,그쵸.‘00를 닮았

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목 어가 되는데요,‘00와 닮았다’라는 거는 부사

어라고요.

의 교사 발화에서 수업 내용에서는 동일한 서술어가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가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분석되는데 ‘왜?’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한 답은 없다.학교 문법

에는 ‘탐구’가 아닌 ‘답’이 있다는 교수자의 인식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나는 아

빠랑 닮았다.’,‘나는 아빠를 닮았다.’,‘나는 아빠와 닮았다.’이와 같은 문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경험형 교사는 ‘아빠랑,아빠와’는 부사어이고,‘아빠를’은

목 어라고 답하고 국면은 마무리되었다.여기서 우리는 교사의 단답이 학습자의 호기

심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이는 교수자 개인의 문제만으로 다룰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심층 면담에서 교수자는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기가 두렵다는

태도를 보 는데,학습자가 진학을 하고 국 인 평가의 상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수업으로 인해 좀 다른 방식의 문법 경험을 쌓게 되거나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 다.특히 문법 역이 교수자의 자율성이 발 되기 어려운 역

이라고도 했다.이러한 이유로 교사는 학생들이 궁 해할 수밖에 없는 지 에서도 질문

을 던지거나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가는 데 주 하고 있었다.그러나 언어 상에 주의

를 기울이고 그것을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학습자가 보편 지식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교수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

은 교수자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교수자가 문법 지식에 한 나름의 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와 같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학습자를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문

법 지식을 갖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는 을 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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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정의 요소’ 련 양상

(1)교수 주체성 고양

‘교수·학습’은 ‘교육’이 일어나는 행 를 가리키는 역동 인 개념이다.그러므로 그러한

행 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에 한 고려 없이 교수·학습을 논할 수는 없다.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에 한,그리고 서로에 한 인식

태도이다.그것이 비록 인 이고 제도 인 틀 안에서 수행되는 학교 교육일지라도,

교재를 통해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학습 내용이 매개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교수·학습 국면에서 구성되는 교육 내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계 속에서 교육

소통을 통해 역동 으로 구성된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지 요소들은 각 주체가 가진 정의 요소를 동력으로 하여 구

성된다.문법 교육에 해 교수자가 갖고 있는 태도는 교재 내용을 해석하고 자신의 문

법 지식을 구축해 나가며 그것을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으로서 제시하는 데까지 향

을 미친다.이러한 교수자의 정의 요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교수 주체성

이었다.문법 교육에 한 교수자로서의 주체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은 교수·학습 구성을 다른 양상으로 개한다.이때 ‘교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은 교사 심 수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과 극 으로 소통하

는 것 역시 교수 주체성의 핵심은 아니다.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주체 으로 해석하고,

무엇을 먼 혹은 나 에 다루어야 할지를 단하고 어떠한 련 지식을 동원하여 교육

목표를 향해 그 흐름을 구성할지를 주체 으로 결정해야 한다.교육 내용 구성을 한

교과 내용 지식의 구성 그에 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경 을 단하는 과정에서

교수 주체성이 드러난다.

지식형 교사의 경우 교재의 내용을 자신의 을 잣 로 하여 비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물론 그것이 문법 교수·학습을 구성함에 있어 심화 지식을 많이 다루는

방향으로 발 되어 학습자들의 인지 부담에 한 우려도 상되었지만65),주체 으로

자신만의 문법 수업을 구상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정리형(M-49)교사 역시 주

체 인 단하에 다양한 련 지식을 동원하여 수업을 진행하 는데,결과 으로는 교

과 내용 지식의 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부정 인 분석 결과

를 제시한 부분이 많지만,교수 주체성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 다.반면 계형

65)물론 이에 해서도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물리 시간의

배치나 다른 교수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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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8)교사와 경험형(M-69)교사의 경우는 학습자와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고 상

으로 수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법 교수자로서의 주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

았다.연구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형(M-6)교사는 교재 내용을 다루되,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떠한 를

들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설명 흐름 로 차근차근 수업을 개하고

있다.

- 문가1

정리형(M-49)교사는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학습지를 통해 음운에서 문장

에 이르기까지의 단 에 한 내용을 다시 다룬다.교사 나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을 극 으로 더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문가2

계형(M-28)교사는 간결하고 정리가 잘된 수업으로 이끌고 있다는 에서는 주

체 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하지만 교과서 내 지식을 확인하는 수 에서 문

법 수업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교사 자신만의 문법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주체

으로 수업을 운 하고 있다고 단하기는 어렵다.

- 문가2

경험형(M-69)교사는 수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주체 이라 하기는 어

렵다.학습자의 반응이나 교과 평가를 인식하여 문법 수업 자체를 단순한 개념 이해

그 이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가2

교수 주체성은 학습자와의 소통이나 수업 분 기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주체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수업 구성에 정 으로 작용하리라는 기 역

시 단편 인 추측이다.그럼에도 교수 주체성이 요한 이유는 교수·학습의 변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 요건이기 때문이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경험 으로 되

는데,이때의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교수자 스스로 성공 이라고 느 던 경

험과 실패라고 느 던 경험,그에 한 능동 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수 주체

성이다.학습자들은 언어 상에 근하는 교수자의 태도를 무의식 에 학습하게 된다.

학습자들에게 자율 사고와 탐구 학습 태도를 길러 주기 해서는 교수 주체성으로

드러나는 교수자의 태도가 먼 형성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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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

S유형에 해당하는 지식형(M-6)교사는 문법 수업에 한 자기 인식 조사에서 수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사 그룹에 속해 있다.교과 내용에 한 자신감도,문법 수업에

한 교사 자신의 흥미도,수업에 한 학습자의 흥미도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지식형 교사는 문법 수업에 한 교사나 학습자의 흥미는 교사의 문

법 지식이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교사가 문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

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문법 수업에 한 흥미가 떨어질 리 없고,학생들에게도 충분

히 흥미롭게 수업을 구상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지식형 교사와의 인터

뷰 내용이다.

Q:(일반 으로)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을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A:교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교사가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를 들어 과

학 선생님이랑 비교해 보면, 같이 개념을 주로 가르치는데,물론 개인 인 생각이

지만 과학 선생님들은 비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그 개념 하나를 가르치기 해 실

험이나 시 등.문법은 제가 그냥 재미없을 거야 하면서 교사 스스로 공부를 하거

나 비를 하거나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우선 자기가 싫어하고 그래서 더 공부하

려 하지도 않고,그럴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지식형 교사는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행 학습 내용 외에도 다양한 문법 지식을 동

원하고 있으며 국면 구성의 수 역시 상 으로 가장 많았다.문법 개념을 충실히 짚어

나가기 때문에 내용 개의 속도가 상 으로 느린 편에 속하 는데, 를 들어 ‘필수

성분’을 하나의 국면으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목 어’,‘서술어’를 각각 하

나의 국면으로 구성하고 각 개념 설명을 해 ‘목 어’와 별개로 ‘목 격 조사’의 국면을

별개로 추가 구성하는 등 문장과 문장 성분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 데 매우 치 하고 세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는 인터뷰 내용처럼 교수자가 문법 역에 해 자신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필요성 역시 매우 높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명 내용학에 한 이러한 자신감과 열정은 교수·학습 구성에 있어 체 인 흐름을

교수자 자신의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보인다.다만,그것을 교

육 내용으로 구성할 때 교수자는 자신이 느끼는 흥미를 학습자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

는 방안에 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교수자의 인지 부담량과 학습자의 인

지 부담량은 서로 다르며,교육 필요성 인식에 한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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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즈(Hills,1986,장상호 역,1998:28)는 교사들이 방법,자원,기법 등에서 많이 가지

고 있는 만큼 학생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지 하

고 있다.지식형(M-6)교사의 경우 문법 지식에 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그것

을 해 본인이 연수를 듣거나 학 를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물론 내용학에

한 이와 같은 자신감 혹은 필요성 인식은 정 이며 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들

에게 그 로 달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 자산이 학습자의 요구를 간과하는 기제

가 되는 것 한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교수자는 문법 역에 한 호감,내용에 한 인지 부담 등을 교수자와 학습자를

각각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참여 교사 참여형(M-1)교사는 자신이 문법

역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학습자에게까지 확 하고 있고 반면 지식형 교사는

문법 역에 한 자신의 지 호기심을 학습자에게 그 로 용하고 있다.교수자는

서른다섯 명 정도의 개별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개별 인식을 별개로

존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3)문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인식

교수자와 련된 정의 요소로는 교수 주체성이,학습자에 한 정의 요소로는 교

수 열정과 학습자 신뢰가 교수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정의 특성이었다.물론 이들은 개

별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얽 향을 미친

다.교수 열정이 극 인 교수 주체성으로 발 되기도 하고,학습자에 한 신뢰가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주체성을 불어넣기도 한다.이 외에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정의 요소

는 교육 내용에 한 교수자의 태도로 내용과 교재를 포함한 문법 교육 반에 한 교

수자의 과 태도가 있다.이 한 이미 앞에서 다른 정의 요소를 다룰 때 부분 으

로 계속 언 되어 온 부분이다.여기에서는 문법 교육에 한 교수자의 태도를 좀 더 부

각하여 그것이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

석하도록 한다.

교육은 목 지향 이다.따라서 교육 목 목표에 한 공감 없이 교수자와 학습

자가 소통하는 것은 어떠한 지 에서든 반드시 한계를 갖는다.그리고 그 목 이 단순

히 평가에서의 성취에 머무를 때 수업 동기 부여는 한시 이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

지기도 한다.학습자들이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수업

에 한 태도 역시 달라지는데,이러한 태도 형성에는 교수자의 역할이 이다.교

수자가 문법 교육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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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것이 언어화되지 않더라도 태도로 나타나고 달된다.다음은 경험형(M-69)교

사에 한 문가 평가의 일부이다.

‘어려운’문법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끝내기’ 해 수업을 체계 으로 비한 듯

하다.최소한 문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 수는 있지만 문법 수업의 가치에 한

인식은 부정 이다.

- 문가2

수업에서 경험형 교사가 문법 교육의 가치에 해 직 언 한 부분은 없다.그러나

‘이것만 알면 된다’,혹은 ‘이 정도면 희들이 시험 보기엔 충분해’라는 교수자의 태도는

학습자들에게 문법 교육의 가치를 한정하고 근본 으로는 언어 탐구로 확장될 수 있

는 학습자의 사고 역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법 교육은 학 탐구와 실용성이라는 두 축을 심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왔

다.이는 학문 탐구의 비 과정과 사회화 과정이라는 학교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커

다란 두 기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문법 교육의 목표에 해 민 식

(20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 국어의 구조 탐구와 이해 ⇒ 지식 문법

② 국어사용 원리의 용과 실천 ⇒ 생활 문법

③ 국어에 한 태도 확립 ⇒ 태도 문법

이 ③은 ①과 ②의 각 차원에서 모두 갖추어야 할 정의 측면이라 볼 때 문법 교

육은 ‘지식 문법’과 ‘생활 문법’이라는 양 축을 갖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

다.교육의 바탕이 되는 각 학문은 결국 삶에서 비롯된 것들이다.삶 속에서의 구체

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들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추상화되고 념화되는

개념들로 학 체계가 구성된다.문법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언어 체계를 탐구하는

것과 언어 사용의 원리들을 학습하는 것은 동일한 상에 한 서로 다른 근일 뿐이며

부각되는 부면에 한 기술 인 차원의 문제이다. 자에서 요하는 것은 ‘상에 한 설

명 가능성’이고 후자에서 요하는 것은 ‘효용성’이다.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당연히 후자에

심이 더 많다.그러나 자에 한 지식 없이 후자의 효용성을 설명할 방법도 없다.

학습자들은 왜 기본 개념이나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교육

필요성이 학습자들의 가장 기본 인 학습 동기라는 을 생각할 때,교수 차원에서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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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에서 언 한 ‘지식’과 ‘생활’의 두 측면의 연결할 수 있는 지 을 구상하여 학습자

들이 보다 쉽게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이것이 교재에서 이

루어져야 할 ‘학문의 교육 기술’이고 교수자가 비해야 하는 ‘교육 목표 구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문장 성분에 해 설정한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66).

【지식형 교사,M-06】 1.품사 설정의 근거 2.문장 사용과 이해를 한 기본 지식

【정리형 교사,M-49】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기 해서.(이유 :학생들의 말이

나 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표 이 많음)

【 계형 교사,M-28】 국어를 활용할 때 정확하게 표 하도록 하기 해서

【경험형 교사,M-69】 올바른 문장을 쓰기 하여

【참여형 교사,M-01】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이 각 문장의 정확한 의미

를 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식형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국어사용과 련된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참

여 교사들은 교수·학습을 구성할 때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개 잠정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수업 내용에서 목표 지향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악되었다.앞에서 잠시 제시한 경험형 교사의 수업 이후 연구자는 참여

교사와 이와 련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 는데,교사 개인 으로 문장 성분 교육의

의미와 교육 필요성,그리고 언어사용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

니었다.다만 행 학교 교육에서 그것이 발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를 수업에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 애들이 배우는 문장 성분 자체가 바로 이게 직결이 된다 그건 아니고요,뭐라고 얘기

를 해야 하나, 는 문장에 한 감?올바른 문장을 쓰기 한 그 이 단계가 문장에

한 감을 기른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동물 감각을 설명하게 해

주는 그런 걸로 지 생각을 하거든요.지 사실 애들이 딱 문장 성분을 배워서 그걸 가

지고 문장을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지 우선 애들은 개념 지식을,우선 이게 뭐다 라

는 걸 배운 거잖아요.구분해 내는 걸 배우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그리고 나 에 쓰

기나 그런 역에서 뭔가 자기의 문장에 해 지 을 받더라도 그걸 체계 으로 자기 문제

를 인식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그게 개념의 힘이잖아요.-경험형(M-69)교사

66)앞의 분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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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형(M-49)교사의 경우 ‘호응’에 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수업 시간에

언 하는 부분이 있다.

[F2_1_7_67]자,커다란이란 말이 사람을 수식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F2_1_7_68]자연스럽지가 못하지?

[F2_1_7_69]자,수식하는 말하고 수식을 받는 말이 서로 호응,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돼요.그치?

[F2_1_7_70]어색하죠?

⋮

[F2_1_7_73]꾸며주는 말과 꾸 을 받는 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는 게 있

어야 되거든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의미 호응에 한 언 이다.물론 그 설명이 꼭 납득 가능하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수자가 성분 교육에서 ‘호응’의 문제를 언 하고 있다는 것은 의

미가 있다.아쉬운 은 이러한 내용이 해당 교재의 ‘다가서기’꼭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교재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만 언 하고 있다는 이다.즉 어 단 의 변별

인식이 왜 필요한가에 한 조 더 심도 있는 고찰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을 해결하는

것까지만 언 한 채 문장 성분을 배우는 1차시 내내 각 성분에 한 인식이 어떻게 언

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기여하는지에 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참여 교사 모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S_1_2_1]여러분한테 이제,어..2학기 때 배워야 할 것 에 문장의 성분,그리고 문장

구조,그리고 문장의 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그 부분을 오늘 두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F2_1_2_1]우리가 일 학년때 형태소나 단어에 해서 배웠죠?

[F2_1_2_2]그래서 우리가 말의 단 에 해 배웠었는데요,

[F2_1_2_3]그 부분에 해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2_1_2_4]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문장의 짜임과 확 에 해 배울 텐데요,

[F2_1_2_5]자 말을 이루는 단 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뭡니까,

[F2_1_2_6]가장 작은 말소리 단 .음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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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_1_1_1]자 앞에 보자.

[F7′_1_1_2]자 니네 집 세울 때 집 세울 때 뭐부터 해야 돼?

[F7′_1_1_3]야,야,설계도가 있어야 땅을 고 집을 짓지.

[F7′_1_1_4]땅 고 설계도 보면 안 되지.

[F7′_1_1_5]좀 먹는 거 말하지 말고 맨날 먹는 거만 말하고.

[F7′_1_1_6]자.설계도를 그리는 게 이번 시간에 설계도를 그리고 시작하자.

문법 수업은 개 단원의 제목이나 배워야 할 개념, 는 다룰 개념에 한 시나

비유 등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왜 교재에서 이와 같은 단원을 제시하고 있는지,왜 국

어 시간에 이러한 개념을 배워야 하는지,우리의 삶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등에 해

서는 언 하지 않는다.참여형(M-1)교사와 계형(M-28)교사의 경우 어려운 수업이

진행될 테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발화로 수업을 시작하기도 한다.일반 으로

요구되는 수업에 한 자세한 안내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교육의 필요성 등을 학

습자와 공감하는 시간은 기 하기 어려웠다.

3.4.‘메타 자기 인식 요소’ 련 양상

‘메타 자기 인식 요소’에서 필요한 교사의 능력은 자기 검 조정 능력이다.교

수·학습에서는 크게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한 검과 그것의 실행에 한 검

조정이 요구되는데,이때 문법 교과 내용 지식 구성은 문법 지식을 교수·학습이 가능한

상태인 교과 내용 지식 구성으로 변환하는 과정 그 계획에 한 것과 문법 지식 자

체에 한 오류 검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교수·학습 실행에 한 검은 계획의

실행 여부와 함께 학습자 반응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한 메타 인식 능력

이 필요한데,이러한 검 조정은 교수·학습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일어나며 결과

으로는 다시 계획 단계에 반 되어 교수 개인의 경험 지식인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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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메타 자기 인식 요소’의 두 방향

여기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 계획과 실행 간의 순환 검이 어떻게 일어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교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메타 검은 크게 교과 내

용 지식 구성에 한 것과 문법 지식 자체에 한 오류 검이 가장 필요한 문법 교사

의 능력으로 분석되었는데,참여자를 포함한 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직 에 교재와 교

사용 참고서,그리고 개인 으로 갖고 있는 문법 지식 등을 동원하여 이러한 비 과정

을 거치고 있었다.67)그러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이 교수·학습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계획과 수행 사이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의식 으로 검하고 조정하

는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다.이 때문에 교수·학습의 흐름이 끊기거나 내용이 일정한 흐

름을 갖지 못하고 편 이 되기도 하 다.

더하여,문법 교수에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메타 검 조정 능력으로 문법 지식

자체에 한 자기 검이 요구되었는데,이에 한 분석 결과도 따로 상술하도록 한다.

(1)교수 계획과 실행 간의 순환 검

참여 수업의 학습 내용인 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문장 성분 련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교재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하나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일곱

가지 성분의 개념을 아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그것을 문장의 구조 이해와 련 지어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67)이러한 비 과정이 반드시 가시 인 결과물을 갖는 것은 아니다.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이러한

과정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메모나 학습지 등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을 비

하는 것으로 체하는데, 시나 자료를 미리 생각해서 비한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그 흐름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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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

문장 구조에 한 이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 으로 표 하도록 돕는다.5-6학년 군에

서 배운 기본 문장 성분의 이해를 부속 성분에까지 확 하고 문장의 확 를 다루도록 한

다.(이하 생략)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국어과 교육 과정

교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교육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연결 고

리로,문장 성분의 개념을 다루는 국면에서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기본 구

조를 함께 언 하고 있다.다음 교재의 기술을 보자.68)

68)박 목 외, 학교 국어4,천재교육,2.문장 구조와 표 방식,(1)문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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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기술을 보면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기본 구조를 다루면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에 해 배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교재 기술은 등 과정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배웠다는

제하에 ‘주어+서술어’의 문장 기본 구조를 ‘가/무엇이 어 하다’,‘가/무엇이 어떠하

다’,‘가/무엇이 무엇이다’로 조 더 자세히 다루고 나머지 성분들을 배워 문장의 확

로 나아가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그러나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에 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교재에서와 같은 단순한 흐름을 가질 수 없다.

의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 지식형(M-6)교사와 참여형(M-1)교사의 실제 교육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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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주어,서술어 나 기 활동

-교재 70쪽,교사 설명 후 풀이

[1-12]교재 풀이+문장의 기본 구조

-서술어의 품사에 따른 기본 구조

-‘용언’언 , 어의 문형 언

[1-13]용언의 활용,체언

[1-14](정리)문장 성립의 기본

조건,‘주어+서술어’

[1-15]체언,용언

-체언은 주로 주어 자리

-용언은 주로 서술어 자리

[1-16]품사 분류 기

-형태,의미,기능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

[1-17](정리)문장 성립의 기본

조건,‘주어+서술’=[1-14]

[1-18]( 환)문장 성분 개수

[1-19]목 어

<표 31>지식형(M-6)교사의 교수·학습 흐름 (문장 구조→성분)

교재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조와 함께 주어와 서술어를 검하고 그 다음 목 어,보

어 등의 문장 주성분의 개념을 다룬다.그러나 실제로 문장의 기본 구조(주어,서술어)

를 언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 어를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내용 으로도,

국면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고 긴 시간 간격이 있다.지식형 교사의 수업 구성

을 보면 제시된 문장의 기본 구조로 인하여 품사를 언 하고,품사에 한 학습자 기억

이 정확하지 않자 품사 분류를 다루게 되며,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문장의 기본

구조로 돌아와 해당 교육 내용인 성분을 다루는 교수 흐름을 보인다.

교수·학습이 와 같이 구성되고 있는 이유는 문장의 기본 구조가 단순히 ‘주어+서술

어’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가/무엇이 어 하다’,‘가/무엇이

어떠하다’,‘가/무엇이 무엇이다’의 세 종류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설명이 가

능하기 해 교수자는 성분을 다루기 이 에 먼 품사에 한 지식을 다루어야만 한

다.물론 교육 과정상에 품사 련 지식이 문장 성분 지식보다 먼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이를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교육 실은

다르다.첫째,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지식은 그 지식의 배치가 매우 동떨어져 있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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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습할 내용 안내2

-‘품사’,‘문장 성분’개념

변별(비유)

[1-3]주어,서술어,목 어

- 문으로 설명,필수

[1-4] 형어,부사어

- 문으로 설명,부수

-다른 반의 ,농담

[1-5]보어

- 문으로 설명

-‘되다/아니다’앞

[1-6]문장을 구성하는 언어 단

-어 ,구, ,문장

[1-7](필기)

-개별 지도

[1-8]교재 읽기

-69쪽,문장을 이루는 요소

[1-9]교재 활동 풀이_학습자

-70쪽

[1-10](심화)보어와 부사어의차이

[1-11]교재 활동 풀이_교사

-70쪽,주어,서술어 찾기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

[1-12]교재 활동 풀이_학습자

-71쪽

<표 32>참여형(M-1)교사의 교수·학습 흐름 (문장 구조→성분)

울 당시 잠시 암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품사 지식을 학습자들이 기억

하고 있으리라는 기 를 할 수가 없다.둘째,성분과 문장의 구조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

에 한 설명은 ‘주어+서술어’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덜 수 있

다는 이다.그것을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세분하는 것은 성분을 배우는 과정에서 품

사의 지식이 간섭하거나,혹은 품사에 따라 구분되는 세 종류의 문장이 서로 다른 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지식형 교사는 이로 인해 품사에 한 련

지식을 다루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해 품사 분류 기 의 문제도 다시 다루고

있다.이 게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경우 학습자들은 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다음은 동일한 부분에 한 참여형(M-1)교사의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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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교사의 경우 교재의 내용에 진입하기 에 품사와 성분의 개념을 변별하고 독

립어를 제외한 성분의 개념을 간단하게 모두 설명한 뒤 교재 내용으로 진입한다.이는

일곱 가지의 성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학습자들이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으로 알고 있고,그것을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반 하여 교수·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학습자들에게는 당연히 덜 혼

란스러운 학습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문장

의 기본 구조가 문장 성분 단원에서 왜 제시가 되었는지,즉 성분에서 문장의 구조로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에 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재의 기술은 교수·학습의 실 과 동일한 흐름으로 구성될 수 없다. 교재의 기술

이 교수·학습 실행 국면에서는 논리 이지 못할 수 있다.따라서 교수자들은 교재의 기

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가를 검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수정·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수시로 검해야 한다.교재에서 성분과 문장의 구조를 연결

하고 싶었다면 ‘주어+서술어’,‘주어+목 어+서술어’와 같이 성분의 구성 자체에 을

두어 문장 구조를 다루는 것이 더 일 된 기술일 것이다.문법 수업에 자신과 흥미를

보 던 지식형 교사 역시 이러한 교재 내 문제를 수업 구성에서 그 로 드러내고 있

는데,문장의 기본 구조를 성분과 함께 설명하면서 서술어의 종류를 설명하기 해 품

사를 언 하고 학습자들이 품사 지식이 거의 무하다는 것을 악하고 품사 자체를 학

습 내용으로 삼을 때와 유사하게 품사의 분류 기 부터 다시 다루고 있다.이 게 될

경우 해당 차시의 학습에 한 목표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교수자는 교수 계획 단

계와 수행 단계에서 이와 같은 을 메타 으로 끊임없이 검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

고 단하면 계획 단계이든 수행 단계이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교사의 문법 지식 검

부분의 교사들은 문법 교육 내용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답이 정

해져 있다는 것은 문법 지식을 구성되는 지식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과학 사실이나

법칙 혹은 약속된 규범으로 보는 태도를 나타낸다.이는 학교 교육에서 그동안 문법 교

육이 취해 온 태도이기도 하고 교재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며, 된 문법 평가의 한

계 때문이기도 하다.어 되었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문법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자

는 문법 지식 차원에서의 오류를 두려워한다.문법 지식이 다양한 에서 논의 가능한

것이며 그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갖기 해서는 사실 고정

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는,더 깊이 있는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



- 157 -

능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무작정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따라서 문법 역에 특별히 흥미를 갖고 심 있게 지식을 탐구하는 교

사가 아닌 이상 교재 주의 고정된 지식을 받아들이며, 어도 그 범 내에서는 오류

를 범하지 않기 해 노력하는 것이 문법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들의 실이다.

참여 교사들도 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이러한 실 속에서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메타 인식 요소는 자신의 문법 지식이 교재 기술과 보편 인 문법 논의들과

어떠한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하고 조정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다.여기에는 두

가지 검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교사의 문법 지식이 잘못 구성되어 일반 으로 이루어

지는 개념과 다르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논의나 자신의 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반 할지

여부를 검하고 조정하는 것이다.먼 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7′_1_3_15]자, 훈이가 드 스를 입었다에서 주어 찾아 .

[F7′_1_3_16]주어,주어,주어.

[F7′_1_3_17]주어는 뭐야?

[F7′_1_3_18]문장에서 뭘 하는 주인,주체, 훈이가 주어야.

[F7′_1_3_19]자,서술어는 이 주어가 뭘 했다는 거야.

[F7′_1_3_20]입었다가 서술어야.

[F7′_1_3_21]그러면,드 스를은 뭐야?(학생들:목 어!)

[F7′_1_3_22]목 어,목 어야.

[F7′_1_3_23]그랬더니 애들이 목 어가 뭔데,뭐 목 이 뭐.

[F7′_1_3_24]즉 훈이가 입는 거야.

[F7′_1_3_25]뭐를 향해 달려가?

[F7′_1_3_26]드 스를 향해 달려가.

[F7′_1_3_27] 훈이의 목 은 뭐야?

[F7′_1_3_28]드 스를 입는 거야.

[F7′_1_3_29] 훈이 평생의 목 은 드 스 던 거야.

[F7′_1_3_30]니네 심에, 심에 식당에 왜 내려가?

[F7′_1_3_31]밥.을.먹으러.가는 거야

의 수업에서 참여형 교사는 목 어가 가리키는 상인 ‘드 스’를 ‘입다’라는 서술어

의 상으로서 설명하지 못하고 ‘훈이의 평생의 목 ’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때 두 ‘목

’은 의미상으로도 사용 맥락상으로도 차이가 있다.성분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목

어’는 서술어의 동작의 상이 되는 말을 가리키지만 훈이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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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1_21_4]그 죠,목 어가 필요합니다.

[S_1_21_5]목 어에는 체로 어떤 조사가 붙나요?

[S_1_21_6]을이나 를 따 가 많이 붙죠.

-----------------------------------------------------

[S_1_24_39]낮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속담 알아요?

[S_1_24_40]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S_1_24_41]이거 한번 해 볼게요?

[S_1_24_42]그럼 여기서 서술어부터 찾아보세요.

[S_1_24_43] 가 서술,뭐가 서술어죠?

[S_1_24_44]서술어.

[S_1_24_45]동작.

[S_1_24_46]듣는다가 서술어죠?

[S_1_24_47]그럼 가 들어요?

[S_1_24_48]새가 듣죠.

[S_1_24_49]새가 무얼 들어요?

[S_1_24_50]낮말을 듣죠?

[S_1_24_51]그럼 낮말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

[S_1_24_52]목 어인 거 알겠어요?

[S_1_24_53]자,은,는,이,가가 붙는 게 목 어,주어가 아닙니다.

[S_1_24_54]요 게,여기서 낮말은이 주어 아니에요?

[S_1_24_55]이 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요.

[S_1_24_56]서술어의 동작 상이 되는 거냐라고 잘 단을 해 야 됩니다.

‘목 ’은 무언가를 실 하거나 달성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리킨다.교사는 이어서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문장에서의 목 어를 설명하면서도 ‘아이들이 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는 목 ’을 언 한다.개념상의 혼돈인 것이다.수업 혹은 수업 후에라도 교사

는 자신의 문법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그 개념이 잘못 구성된 것은 없는지

검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법 지식을 다룰 때 교사가 자신이 어떠한 을 갖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는가에 한 문제가 있다.지식형 교사의 경우 학교 문법에서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

을 인식할 때 형식 주의 근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하지만 그러한 필

요성 때문에 형식 근만을 다루지는 않는다.다음 내용을 보자.

목 어를 설명할 때 지식형 교사는 목 어에는 서술어의 상인 목 어에 목 격 조

사인 ‘을,를,ㄹ’이 결합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지 않은 경우도 함께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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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학생들이 평가에서 성분을 찾아내는 문항을 할 때에는 격조사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나 방편으로 가능하지만,‘목 격 조사가 결합하 기 때문에 목 어다’라

는 것이 목 어의 개념을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교사는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할지 스스로 검하면서 교수·학습을 수행

하고 있었다.다음 계형(M-28)교사를 이와 비교해 보면,

[F3_1_20_44]나는 를 사랑해.

[F3_1_20_45]를,를,를,를을 사용했잖아요.

[F3_1_20_46]근데 여기에 ㄹ을 쓸 수 있어요.

[F3_1_20_47]나는 사랑해도 가능하잖아요.

[F3_1_20_48]그니까 리을(ㄹ)

[F3_1_20_49]발음이 안 돼.

[F3_1_20_50]그래서 목 격 조사는 을,를 는 ㄹ.

[F3_1_20_51]나는 를 사랑해도 되고,나는 사랑해도 되니까.

[F3_1_20_52]그래서 요 게 사용하는 목 어가 되겠습니다.

계형 교사는 문장에서 목 어를 찾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목 어의 개념을 형성하

게 하고 있다.언어 사용의 시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 것 한 개념 형성의 요한

과정이지만 그 시에서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개념 형성의 본질을 벗어나 상을 확인

하거나 찾아내는 요령을 습득하는 데에서 학습이 머무르게 될 수 있다.교수자가 자신

의 문법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것이 재 교수·학습에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달되고 있는지를 수행을 통해 검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은

결국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육 내용 구성을 더욱 발 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3.5.‘상황·맥락 요소’ 련 양상

교수학 내용 지식에 향을 미치는 외 요소는 ‘맥락 요소’와 ‘상황 요소’로 구

분할 수 있는데,문법 교과 는 역이 삶 속에서 혹은 교육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치나 상 등을 맥락 요소로,문법 수업이 진행되는 물리 시간이나 환경,즉흥 사

건 등을 상황 요소로 제시하 다.이러한 요소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

부담량을 고려한 물리 시간’에 한 것과 ‘문법 평가’에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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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 시간과 인지 부담의 변별

경험형(M-69)교사의 경우 1차시에 문장 성분에 한 기본 인 개념 설명을 모두 끝

낸다.이미 내용에 해 익숙한 교사나 연구자, 문가에게 경험형 교사의 말하기 속도

나 교사가 다루는 내용의 분량이 그다지 과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그럼에도 학습

자들은 수업 상황을 버겁게 느끼는 반응을 보 다.

[F5_1_16_1]자,부사와,부사어에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학생들:아,나 미치겠다)

[F5_1_16_2]미치겠죠,조끔만 참으세요.

를 들어 지식형(M-6)교사의 경우는 내용의 도가 가장 낮은데 ‘주어,서술어’에

한 인식과 련하여 4개의 국면을 구성한 것에 비해 ‘주어,서술어,목 어,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함께 묶어 하나의 국면으로 구성하고 있다.지식형 교사의 경우 주어와

서술어를 함께 인식하게 하면서 교사가 구성한 시와 교재의 시 등 문 활용의 폭

이 넓고 물리 으로 설명 속도 한 상 으로 느린 편이다.그러나 경험형 교사의 경

우는 매우 간결하고 빠른 설명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다룬다.결국 16국면에서

교사가 ‘부사와 부사어’에 한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학습자들의 탄식이 들린다.시간

으로는 아직 채 1차시가 끝나지 않았지만,내용의 도가 매우 높아 학습자들이 부담

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다.

물리 인 시간이 길다거나 분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학습자들이 버거워하는 것은 새로

운 개념이 가져오는 지식의 도 때문이다.문법 수업은 추상 이고 낯선 개념을 새로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아무리 모국어 화자라 하더라도 언어 사용을 명시 으로 개

념화하고 그것을 체계로 설명해 내는 것은 매우 추상 이고 고차원 인 인지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 인식과 언어 운용 원리에 한 메타

인지 처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교사의 일방 인 설명으로 이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난이도와 계없이 해당 수업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충분한 문과 생각해 볼 시간,그리고 다양한 표상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학습자들

이 주체 으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2)문법 평가에 한 계획

평가가 교수·학습 구성에 미치는 향은 이다.평가의 결과인 ‘성 ’으로 학습자

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학수학능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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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교실 내 교육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고등학교 에 비한다면 학교 에서는 국

단 평가의 향은 다.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성

’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평가 혹은

이상 인 평가의 실 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수 있으며,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교

사에 따라 다른 평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구본 (2010:187)에서 지 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교실 평가에서의 문법 평가는 여 히 문법 지식이 평가의 심이 되

고 있다.다음은 참여형(M-1)교사의 수업 발화 일부이다.

[F7′_2_15_1]근데 요한 건 뭐다 여기 있는 문장만 나온다.

[F7′_2_15_2]여기까지 애들아 여기까지 문장이.

[F7′_2_15_3]74쪽에서 딱 끊어.

[F7′_2_15_4]여기까지만 내가 쫙 분석해 거야.

[F7′_2_15_5]여기까지 문장은 이게 주어냐,서술어냐,목 어냐,부사어냐, 형어냐,물

어보는 거 나오고.

문법 평가에 한 교수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른 참여 교사 모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리고 장 교사들이라면 쉽게 부분의 국어 교사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에 공감할 것이다.69)여기서 우리는 단편 인 문법 지식을 묻는

평가가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

으로는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도구 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즉,

교사 스스로 문법 평가에 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 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

황에서 문법 평가가 지식 평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와 같은 평가는 수업 교

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그리고 교사가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습자에게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도구 요소로서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69)여기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에 ‘평가’가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므로 문법

평가의 가치나 방향,지향 등에 한 논의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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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 실제

사람은 구나 교육이라는 행 를 통해 인간 사회에 편입되고 성숙된 개체로 성장해

나간다.일반 삶에서의 교육이든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든 교수학 내용 지식

(PedagogicalContentKnowledge)은 교육이라는 행 가 시작된 이래 곧 실재해 온

교수 지식의 한 역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경험 이고 개별 이며 맥락 의존 인 특

성 때문에,혹은 구성 과정에 수많은 여 요소들이 개입하고 그 실체가 행 구 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학문 으로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 방향

교수학 내용 지식은 차 지식이다.따라서 행 ,즉 수행을 통해서만 발 되며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체계화하는 것은 교수학 내용 지식을 드러내는 보조 수단이

다.더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은 경험 으로 되고 개별 으로 발달되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이 때문에 교수학 내용 지식을 하나의 논의 가능한 학문의 역으로 체계

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 일어나는 ‘교육’

의 한 지 에서 구성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은 그것이 개개의 고유성을 지니고 수행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근 를 흐르는 속성에는 상호 의 가능한 목 ,혹은

공유 가능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즉,본고는 경험 으로 되는 개별 지식이라 하

여 그것이 상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한다.간단히 떠올려 보

더라도 우리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때로는 서로 공감하고 보완하고 그

차이에 해 함께 고민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개인 인 지식 역시 그것이 공

인 지식으로서의 범주를 구성하고 논의의 토 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발 이 가능

하다.

이론 체계화는 설명과 측을 가능하게 한다.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를 꾀하

는 것 역시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해 설명하고 교수학 내용 지식의 구성을 측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세우고자 함이다.여기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이 방법 지식,

차 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식 일반의 특성과,문법 교육의 교수학 내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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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재 갖고 있는 교수 차원의 특징,그리고 교수학 내용 지식이 교수·학습의 설

계와 실천이 맞닿는 국면에서 긴 하게 작용한다는 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을 한 교

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를 제안하도록 한다.

[그림 11]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 구성 방안

1.1. 차 지식의 특성 고려

라일(Ryle,1949)은 방식에 해 아는 것(knowinghow)과 사실을 아는 것(knowing

that)의 구분을 시도하 다.통상 우리는 자를 차 지식이라 하고 후자를 선언

지식이라 한다.이때 차 지식이란 무엇인가?라일(1994)에 따르면 차 지식은

‘지(叡智,intelligence)’나 ‘능력’이라는 말로 구체화할 수 있다.방식을 안다는 것,즉

차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해당 행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선언 지식과 차 지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행 에 해 지식을 갖고

있는가,해당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로 분명 구분이 가능하다.

교육의 문제로 조 더 구체화해 보자.국어 교사로서 문법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학습자의 특성에 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교수·학습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수·학습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해당 행 와 련된 다양한 지식을 갖

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행 로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능력’이 필요하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이와 같은 교수·학습의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차 지식으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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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는다.단순화해 보자면,10개의 지식을 갖춘 교사가 교수·학습 국면에서 그 5

개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고,8개의 지식을 갖춘 교사가 교수·학습 국면에서 8개

모두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교사가 교수자로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다시 말해,교수와 학습에 한 다양한 지식은 그

것의 수행 능력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즉 교수자가 갖춘 ‘∼에 한 앎의 지식’

을 선언 지식이라 한다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차 지식이며,교육의 장

에서 역시 이 둘은 분명 구분되는 체계를 통해 발 한다.라일은 이러한 차 지식을

‘지 인 것’이라 표 하 다.

지 까지 우리가 교수·학습의 장에서 범해 온 오류는 선언 지식과 차 지식 간

의 계 문제에 집 된다. 차 지식은 그 자체로 되고 발 해야 하는 것으로 선

언 지식으로 체하거나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교수학 내용 지식

(PedagogicalContentKnowledge)역시 그것의 구성 과정에서 여하는 다양한 선언

지식들과 요소들70)에 의해 그 자체를 규정할 수 있다거나 그것들을 통해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나름의 체계와 범주를 가진 지식 체계이며 수

행을 통해 표상되고 해당 행 를 통해 역추론할 수밖에 없는 차 지식으로서의 속성

을 지닌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에 해 조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하나는 이와 같은

차 지식을 ‘언어화’하는 것에 한 문제이고,다른 하나는 차 지식의 ‘자동화’에

련된 문제이다.‘언어화’의 문제는 새로운 차 지식을 할 때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자동화’에 한 문제는 이미 익숙해진 차 지식의 속성에 한 문제로,이는 수행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차 지식의 과정 양태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먼 , 차 지식은 언어화가 가능한가?그것을 언어화하는 순간 그것은 차 지

식에 한 앎,즉 선언 지식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차 지식과 선언 지식에 해 고찰하고 있는 허창범(1996:7)의 논의에서 그는 ‘새로

운 차들을 학습하는 동안 학습자들은 차들을 선언 형태로 표상한다.’라고 하 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차 지식에 한 선언 표상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차,즉 각 단계의 ‘단서’로 작용한다. 차 지식을 상화하는 논의나 차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타당하다. 차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차 지식은 해당 역의 문가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 에서 오랜 기간

70)이에 해서는 ‘인지 요소,정의 요소,메타 자기 인식 요소,외 요소’등으로 II장에서 논

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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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을 통해 익힐 수도 있고,가르침을 통해 혹은 개별 인 찰을 통해 습득될 수도

있다. 차 지식의 직 체험이나 습득이 목 이 아닌 그것을 상으로 하는 학문

논의에서 선언 표상은 필수 이다.따라서 IV장에서 보이고자 하는 교수학 내용 지

식의 범주화와 그것의 세부 기술들은 차 지식으로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선언

표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학문화의 과정에서의 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 지식이 갖는 ‘자동화’의 특성이다. 차 지식은 그것의 반복된 수

행 경험을 통해 자동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를 들어,일정한 경력을 갖춘 교사는 의

식하지 않아도 학습자의 수 을 악하고 그에 따라 1교시 분량으로 교재 내용을 분

한다. 수업 에도 학습자에 반응에 따라 어떠한 시를 들어야 할지 즉시 결정하여

수업 내용을 조정한다.정신 차 역으로서 차 지식을 다루고 있는 마르자노

(Marzano,2000,강 석 외 역,2005:43)역시 차 지식은 통제되는 범주와 자동 으

로 의식 없이 실행 가능한 범주로 구분한다. 자는 ‘과정’으로 거시 차에 한 것

이며 후자는 ‘기능’으로 책략이나 연산,단일 규칙으로 제시되었다.교수학 내용 지식

역시 계획과 구성,형성과 수행 기 단계에서는 ‘과정’이 주가 되는 거시 차에 주

목하나,그것이 반복된 수행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가진 책략으로 환되면 자동화된

‘기능’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동화의 과정은 ‘습 ’의 형성과는 다르다.라일(Ryle,1949)은 습 은 과거의

수행을 그 로 본뜨지만 지 행 는 과거의 수행을 기 로 새롭게 수행해 나가는 것

으로 지 행 자는 지속 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하 다.이는 본 논의에서도 매

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습 화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 지식이 자동화의 과정으로 소 진화되어 나갈 수는 있지만,그것이 습

화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습 화된 차 지식,교수학 내용 지식은 특

정 교수 상황에 해 편견을 심어 주거나 발 없이 진부한 교수·학습 방식만을 되풀이

하게 하며 오류를 반복하게 한다.지식 한 시 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

는 것임을 고려하면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자에 의해 언제나 역동 으로 검되고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 성격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경계를 늦추기 않기 해서

본고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여하는 요소들에서 메타 자기 인식

요소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는 그 자체로 메타 검의

목록 기능을 부가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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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교수 설계 실천 특성 고려

문법 교수·학습은 교수·학습이 갖는 일반 이고 보편 특성 한 지니고 있다.여기

에서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를 해 고려해야 할 교수 설계 실천 차원에

서의 문제를 일반 교수·학습 이론과 함께 살피고자 한다.이때 교수·학습의 실천 국면에

서도 특히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에 을 두어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하며,III장에서 분석한 수업 실 양상을 참조하여 이론 논의에 치우치기보

다 실 실 을 염두에 두고 교수·학습의 주체자와 주체자의 역할,그리고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짚는다.

재 교육 과정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철학 기조가

교수·학습의 실천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는가에 해서는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것

이 실이다.그 다면 실제와 이상을 모두 반 해야 하는 교수 설계에서 실천을 담보

할 수 있면서도 발 방향을 잃지 않기 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교수 목 을 행동이나 기술 습득에 두기보다는 개념의 발

달과 깊이 있는 이해에 을 둔다(Fosnot외,1995,조부경 외 역,2001).이와 같은

방향성은 문법 교육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행동이나 기술 습득의 경우는 행동주의

인 학습 이론이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게 되나,개념의 발달이나 이해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개념의 구성 정교화 과정,그리고 학습자 심의 지식 구성에 을

두게 된다.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후자와 같은 논의에 집 하는 학습 이론이다. 요한

것은 교수의 실천 차원에서는 자와 후자가 늘 병존하고 있고,다양한 단계와 국면

에서 각기 세부 인 교수 목 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는 이다.실제 교수·학습 장은 하나의 철학 기조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실 국면은 수업의 작은 단 별로 다양한 근이 가능하며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 으

로 교수·학습을 수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해 먼 문법 교수·학습에서의 교수 목 을 살펴보도록 하자.앞

에서 우리는 민 식(2012:181)에서 제시한 문법 교육의 목표를 검한 바 있다.

<문법 교육의 목표(민 식,2012:181)>

① 국어의 구조 탐구와 이해 ⇒ 지식 문법

② 국어사용 원리의 용과 실천 ⇒ 생활 문법

③ 국어에 한 태도 확립 ⇒ 태도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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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실제 교수·학습 장에서 교사들이 상정하고 있는 문법 교육의 목 은 무엇

인가?‘학습자들이 문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해

연구 참여 교사 5명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71).

지식형 교사
M-6

국어를 찰하고 언어 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해서

정리형 교사
M-49

정확한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

계형 교사
M-28

올바른 말하기와 쓰기의 기 가 되기 때문에

경험형 교사

M-69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해서

참여형 교사
M-1

정확한 국어 표기 방법을 알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해서

↳ 정확한 언어 사용,의사소통 :② 국어사용 원리의 용과 실천 련

언어 상 찰,설명 :① 국어의 구조 탐구와 이해 련

<표 33>연구 참여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문법 교육의 목표

의 표를 보면 교사들은 문법 교육의 목표 ‘② 국어사용 원리의 용과 실천’에

좀 더 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III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실제 교수·

학습은 이러한 목표보다는 ‘① 국어의 구조 탐구와 이해’를 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 이유는 국어 문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사용의 기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경험형 교사가 심층 면담을 통해

밝힌 의견 일부이다.

“지 애들이 배우는 문장 성분 자체가 바로 이게 직결이 된다 그건 아니고요,뭐라고 얘

기를 해야 하나, 는 문장에 한 감?올바른 문장을 쓰기 한 그 이 단계가 문장에

한 감을 기른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략)… 지 사실 애들이 딱 문장 성분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지 우선 애들은 개념 지식을,우선

이게 뭐다 라는 걸 배운 거잖아요.구분해 내는 걸 배우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그리

고 나 에 쓰기나 그런 역에서 뭔가 자기의 문장에 해 지 을 받더라도 그걸 체계 으

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그게 개념의 힘이잖아요.”

71)여기에서는 연구 참여자 5명의 교육 목 을 제시하 으나,일반 국어과 교사들 역시 이러한 의견

과 유사한 교육 목 을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설문 조사 단계에서 70명의 교사를 상

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 는데,그 내용이 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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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와 실천 특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수 목 을 검하고 문법 교육의 구체

인 목표를 살펴본 이유는,실제 교육 목표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

자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정확한 언어 사용’에 이 맞추어질 경우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규칙의 반복 습득 용 활동으로 수업이 구성되는 것이 효과

인 반면72),‘언어 상에 한 탐구 체계에 한 이해’와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사고

에 을 두고 학습자가 언어 상을 문법 사고를 통해 악하고 그 개념을 정교화

해 나가며,체계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자에서 교수

자는 지식을 설명하고 달해 주는 역할을 맡는 반면 후자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학습자의 경우 자에서는 반복 수행을

통해 규칙을 습득하는 수동 자세를 취하는 반면,후자에서는 탐색하거나 자신의 사고

를 조정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 주체가 된다.본고에서 문법 교수 설계 실천

차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

는 입장을 취한다.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역할은 세부 국면을 심으로 매우 역동 으

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교수자가 교수 설계 실천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

다.

[그림 12]교수 설계 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변화

72)실제로도 ‘정확한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문법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리형(M-49)

교사의 경우 문법 수업에서 필요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 ‘문법에 한 정확한

지식과 이를 생활 속에 쉽게 용해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라고 하 다.그리고 련된 교수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학습자는 학년일수록 반복 인 학습과

용 연습이 필요하므로,이를 해 교사는 문법 개념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여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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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12]는 거시 차원에서의 교수 목 을 설정하되,미시 차원의 교수 설계

에서는 세부 목표나 수업 국면을 심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이 공존·변화 가능함

을 나타내고 있다.㉠은 주로 교수자 심의 교수 설계 방식으로 ㉡은 주로 학습자

심의 교수 설계 방식으로 실 되는데,이때 교수자 심의 교수 설계라 하여 교수자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이는 다만 학습 내용 구성의 주체로서 교수자가

좀 더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교수자 심 교수가 비 을 받아온

이유는 단순히 교수자의 설명이 수업 방식의 주가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습자에

한 고려나 학습자 반응이 교수 설계 단계에 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수자 심 교수 설계나 학습자 심 교수 설계 모두 교수 설계 실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학습자 련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구상·실천

하는 것을 제한다.

<교수 설계 실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학습자 련 요소>

∙(학습 내 )문법 지식 련:학습자의 학습 경험,사 지식

∙(학습 외 )언어 생활 련: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

∙(교수 실행)수업 진행 련:인지 흐름,반응에 한 피드백

1.3.문법 역의 교수 특성 고려

학문 범주화는 상의 근 에 흐르는 개별 속성들을 유사한 특성을 심으로 묶어

그것을 설명 가능한 체계로 가시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차 지식의 특성상 실제 수행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수행에 한 주체자의 인식을 심

으로 실천 국면에서 구성된다.다시 말해,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교수자,학습자 요소 등으로,혹은 인지 ,정의 요소 등으로 분리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살펴 논할 수 있지만,교수학 내용 지식 자체는 수행 주체

자인 교수자의 인식을 심으로 이러한 련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종합되고 해체

되면서 교수 행 로 드러난다는 특성을 지닌다.따라서 교수학 내용 지식을 범주화하

기 해서는 문법 교수의 구상 설계,그리고 실 에 한 고려가 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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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교수자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재 문법 교수·학습은 하나의 긴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닌,분

가능한 개념 지식을 주로 진행된다.이때 분 가능하다는 것은 각각의 개념 지식이

독립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개별 개념 지식은 문법 체계

내에서 설명 가능하고,이러한 속성은 개별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국면에서도

여한다.다만 문학 역이나 타 인문학 역에 비해 상 으로 분 구상이 가능한

지식으로 교실 교과 과정이 운 된다는 것이다.이에 교사들은 문법 수업을 구상할 때

문법 개념의 상·하 범주를 인식하고 이를 수업 구상에 반 한다. 를 들어 ‘문장’이라

는 언어 단 가 하나의 학습 범주로 제시되면 이는 다시 ‘문장 성분’,‘문장 구조’,‘문장

확 ’등으로 하 범주화되며,‘문장 성분’은 다시 ‘주성분’,‘부속 성분’으로,‘주성분’은

다시 ‘주어,목 어,서술어’로 세분되면서 이러한 분화를 단 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내용 차원에서 문법 수업 교수 설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분

단 를 앞에서 ‘국면’으로 칭하여 다룬 바 있다. 술했듯 개념과 개념의 계

체계를 고려할 때 각 국면은 개별 이면서도 긴 한 계를 맺어야 하며 각 국면별로

교수 설계가 가능하되 그것이 하나의 교수 목 을 향해 응집되어야 한다.

[그림 13]문법 교수 설계의 특성

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은 이와 같은 문법 교수 설계의 특성을 반 하

고,수업 설계에 한 교수자의 인식을 반 하여 범주화되어야 비로소 실천 지식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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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범주화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규명하기 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문법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네 층 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각 범주

는 문법 교수 설계 실천의 층 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는 차 지식의 속성을

가진 교수학 내용 지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이와 같은 범주화 과정은 앞

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즉 차 지식으로서의 특성과 일반 교수 설계로서의 특성,

그리고 문법 역의 교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데 구체 인 내용은 II장에서의

이론 제와 III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III장의 분석을 통해 IV장의 범주화를 이루는 구체 인 교수학 내용 지식

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투입과 산출이 명확한 인과 계로 설명되기

어려운 지 이 있다.이는 사례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얻게 되는 직 인 발견이

나 통찰 등을 통해 논의를 구성하게 되는 질 연구의 특성 때문으로,과정의 타당성과

결과의 합당성으로 단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참고하여 살핀다면,본 연구에서 연

구자는 [그림 14]와 같은 방식으로 문법 교육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범주화하여 제시

하고 있다.

[그림 14]범주 구성의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에 한 PCK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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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14]는 범주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시화한 시이다.즉 II장에서 체

계화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여 요소 인지 요소를 로 볼 때,문법 지식을

심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III장에서 도식으로 나타내어 살피고 교

사별 특성을 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그것이 어떠한 차 지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지를 IV장에서 거시 범주로 드러낸 것이다.73)이때 각 층 가 교수학 내용 지식을

드러내는 범주가 되며 구체 으로 ‘메타 인지 체제와 교수 주체성 발 ’,‘학습 내용의

구조화’와 같은 차 지식의 세부 범주는 III장의 분석을 통해 주목하게 된 문법 교수

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해당한다.IV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법 교육

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은 각 층 에 해당하는 네 범주로 제시하 으며 구체 으로

는 다음과 같다.

2.1.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1)메타 인지 체제와 교수 주체성의 발

교수학 내용 지식은 앞서 제시한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즉 인지 요소,

정의 요소,메타 자기 인식 요소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동원되어 총화의 형태로 새

로이 구 되는 지식 체계이다.따라서 교수학 내용 지식의 어느 한 범주가 어떠한

여 요소의 일 일의 작용으로 발 되었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범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는

‘메타 자기 인식 요소’이다.메타 자기 인식 요소는 교수자가 ‘교수,학습,내용’에

한 자신의 인지 ·정의 자산을 상화하여 인식하고 그것의 작용을 고려하고자 하는

정신 체제라 할 수 있다.신 교육목표분류학의 설계를 제안한 마르자노(Marzano,2000,

강 석 외 역,2005:21)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략을 설계하는

데 여하는 정신 체제로서 메타 인지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메타 인지 체제의 설정은

언제나 인지 체제의 계획과 조정에 여한다.

교수자가 메타 인지 체제를 작동하여 교수·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며,그 수

행 과정에서 검하고 보완하는 행 는 곧 교수 주체성을 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수 주체성은 교수자가 설정한 문법 교육 목표를 향해 교재 내용을 자신의 교과 내용

73)이때 거시 층 ,미시 층 ,국면 층 ,표상 층 는 일반 교수 설계를 바탕으로 문법 수업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이에 해서는 IV장의 1 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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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흐름 속에 녹여 내는 과정을 통해 구체 인 행 로 드러난다.일반 으로 교재

에 실린 문법 역의 기술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교수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

기 쉬우나,교수·학습 구성의 주체에 교재 내용 신 해당 문법 범주에 한 자신의 지

식과 을 놓고,학습자 심이라는 방향성 아래 내용을 (재)구성해 내려는 태도가 필

요하며,이것이 바로 교수 주체성이다.이와 같은 교수 주체성 없이는 메타 인지 체제의

가동도 불가하다.즉 메타 자기 인식 요소와 정의 요소가 동시에 교수학 내용 지

식 구성에 가장 강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지 이다.이와 같이 교수 주체성을 바탕

으로 하여 메타 인지를 작동하는 것은 교수자가 교수·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가장 효과 으로 발 할 수

있는 기본 제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교수·학습의 구성 주체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교수학 내용 지식

(☞문법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교수·학습의 구상 실천,교수자가 주체 으로 구성

한 수업이 학습자에게 주는 효과 등에 한 다양한 사례 연구물을 통해 인식 고양)

◉ 교재 의존 수업에서 탈피하기 한 교수학 내용 지식

(☞문법 수업의 경우 교수자의 교재 의존도가 높음,재교육이나 연수에 한 정보,그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주체성에 한 구체 고민을 통해 교수자 자신의 문성

고양)

<표 34>메타 인지 체제의 작동과 교수 주체성에 한 PCK

(2)학습 내용의 구조화:거시 설계

‘교수·학습의 구조화’라는 것은 실제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해 교수자가 ‘교과

내용 지식’을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교수 수행으로 드러난다.이때 교과 내용 지

식은 거시 인 흐름과 미시 인 흐름을 갖게 되는데,거시 인 흐름은 학습자의 삶과의

계,다른 역과의 계,그리고 해당 학습 외의 다른 문법 범주 지식과의 계 등을

고려하는 것이고 미시 인 흐름은 이러한 목표와 흐름을 고려하여 해당 학습 내에서의

일련의 인지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다.이러한 거시 흐름과 미시 흐름은 명확히

구별된다기보다는 거시 흐름 안에서 미시 흐름이 구성되는 것으로서 거시 흐름에

따라 발 되는 교수자의 학습 목표 설정하에 해당 학습이 방향성을 갖고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 문법 역 내에서 지식 간의 계가 갖는 연결성은 거시

흐름과 미시 흐름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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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

1.거시 흐름

▸학습자의 삶과 문법 지식과의 계

▸다른 교과(혹은 역)과 문법 지식과의 계

▸문법 역 내 다른 문법 범주 지식과의 계1

2.미시 흐름

▸해당 학습 내의 일련의 인지 흐름

▸문법 역 내 다른 문법 범주 지식과의 계2

<표 35>‘교과 내용 지식’의 두 차원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의 제1범주로 설정한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는 교과 내

용 지식의 거시 흐름에 한 것으로 교수자는 의 계들을 고려하여 이를 결과 으

로 교육 목표 설정으로 귀결시키게 된다.교수자는 학습자의 삶에서 문법 교육이 갖게

되는 가치나 의미를 고려하고,다른 교과나 역과의 계,그리고 해당 문법이 다른 문

법 범주와 맺는 계 는 치 등을 고려하여 반 인 구조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데,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명시 이든 암묵 이든 교수자의 교수·학습 목표 설정으로 드

러나게 되는 것이다.74)

먼 문법 교육을 하는 교수자의 태도는 크게 두 축으로 나 어 살필 수 있는데,

‘학문 체계의 탐구’와 ‘도구 실용성 추구’가 그것이다75). 자는 문법의 체계와 언어

상에 한 설명 가능성에 심을 두는 것이고,후자는 효과 인 언어 수행과 련을

맺고 있다.문장 성분 교육을 로 들어 보아도 문장 성분 교육의 목표 한 이 두 가

지 기를 벗어나지 않는다.III장의 수업 찰에서 지식형(M-6)교사는 해당 학습 목표

에 해 ‘1.품사 설정의 근거,2.문장 사용과 이해를 한 기본 지식’으로 목표를 제시하

다.학 체계 내에서의 의의와 사용의 기 지식으로서의 의의 모두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76)이러한 목표 설정은 교재의 것과는 다르며 분명 교수

74)앞서 다룬 메타 인지 체제의 작동과 교수 주체성의 발 은 이와 같은 문법 교육에 한 교수자의

과 태도,그리고 교수자가 상정하고 있는 문법 교육의 목표 등을 구체화시키는 제이자 동인

이다.

75)물론 이는 학교 교육이 가진 본질 인 양면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등학교 교육은 학문

탐구를 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비 교육 단계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을 길러 내는 사회화의 과

정이기도 하다.

76)품사 분류의 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장 성분 설정과 긴 한 련을 맺고 있다는 측

면,그리고 성분에 한 이해가 성분의 호응이나,구나 의 구성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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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이다.물론 교수자의 이러한 인식이 교수·학습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77)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조정하고 검하여 구조화

하기 해 교수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리고 해당 학습이 놓인 거시 차원에

서의 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78)

이와 같은 교수자의 의도를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 구 하기 해서는 먼 문장 성

분 교육을 할 때의 교수 지 을 교수자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한다.즉,교육 내용 구성

의 을 ‘통사 차원’의 문제로 다룰지,‘화용 차원’의 문제로 다룰지를 생각해야 한

다. 를 들어,‘주어와 서술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통사 차원에서 문장

의 정보를 채우기 한 필수 요소로서의 주어,술어를 말한다.그러나 일반 으로 우

리가 ‘화용 차원’에서 국어는 주어가 자주 생략되는 언어라고 배운다.어떠한 을

취하느냐에 따라 ‘필수’는 달라지는 것이다.‘통사 차원’에서는 교재에 나온 ‘주성분’이

필수 성분이지만,‘화용 차원’에서는 요구되는 정보에 따라 필수 성분이 달라진다.이

러한 지 에 해 교사는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시 설계에 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둘은 모두 학교 교육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77)심층 면담을 통해 지식형(M-6)교사는 문장 성분 교육이 겹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그

것은 결국 복잡한 문장 구조를 생성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밝혔

다.그러나 수업 에 학습자들에게 그러한 목표나 방향성을 언 하거나 그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흐름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78)지식형(M-6)교사의 수업에서 이러한 교수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정리형

(M-49)교사의 수업과 비교해 보면 분명 차이가 크다.정리형(M-49)교사의 수업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찰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흐름의 부재 다.즉,수업을 구성하는 각 국면이 련성을

맺지 못한 채 편 으로 구성되었는데, 를 들어,[1-2]국면에서 학습지를 통해 ‘음운,형태소,

단어,어 ,구, ,문장’을 설명한 다음 바로 ‘성분’의 개념을 다룬 교재의 내용으로 진입하여

[1-3]국면에서 학습할 내용을 설명한다.그리고 [1-4]국면에서 문장 성분의 개념 단 를 언

한다.교사는 [1-4]국면에서 언 하게 될 문장 성분의 ‘단 ’를 고려하여 먼 다양한 종류의 언어

단 를 학습지를 통해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 사이의 물리 시간을 고려하 을 때 그

것들을 연결 지을 만한 발화가 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문장 성분 단 를 다루

는 데 어떠한 단 가 의미가 있는지,다른 언어 단 들은 왜 다루게 된 것인지 등에 한 설명이

따로 없어,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연 성을 갖고 있는지 악하기 어렵다.

교수자의 주체성은 교과 내용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지 흐름을 고려하여 하나의 설명 체계로

구성해 나가는 데 있다.정리형(M-49)교사의 경우 지식 간 련성을 통해 연결 지 을 확보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교재에 의존하더라도 련 지식을 어느 지 에서 동원할지,어떠한 부

분을 심화 지식으로 보충해서 다룰지 등에 해 교사가 이를 능동 으로 구성하고 그 의도를 분

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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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교수자)가 추구하는 문법 교

육의 목표 간의 차이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목표 지향성을 드러내기 해 문법 교과 내용 지식 구성 차원에서 추가해야 할 것

과,표상화 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습에서 목표를 드러내기 한 발화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등학교와 학교에 걸쳐 배운 문법 지식들의 계 계에 한 교수학 내

용 지식

◉ 재 문법 수업과 동일한 범주,혹은 다른 범주의 문법 지식이 교재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상황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재 문법 지식이 다른 문법 범주와 맺고 있는 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다른 범주의 문법 지식과의 혼란 지 에 있는 문법 지식에 한 교수학 내용 지

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문법 교육의 목표는 ‘국어의 구조 탐구와 이해’,그리고 ‘국어사용 원리의 용과 실천’

에 있다.

▹ 문장 성분 단원을 가르치면서 나(교수자)는 이러한 문법 교육의 큰 두 방향성 후자

에(혹은 자에) 을 두고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 ( 의 후자에 련하여)언어사용과 련하여 문장 성분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문장 구

성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 학습자들에게 실용 동기를 부여한다.

▹ 문장 구성 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문장에 한 분석 감각을 기르는 것이 먼 이다.

(경험상 문장 구성에 해 지도하거나 스스로 수정할 때 구성 요소들에 한 명확한 인

지 없이 모호한 지도가 어려웠다.)

▹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인식하고 분석 감각을 키우는 것은 문장 구성 능력을 기르기

한 비 단계에 해당한다.

▹ 문법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학습자들이 왜 배우는지에 해 공감할 수 있다.

<표 36>학습 내용의 구조화를 한 거시 차원의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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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성분 단원은 재 학교 국어 교과서 4권,혹은 5권에 실려 있지만,성분에

한 직 인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주어와 서술어에 한 인식 정도가 최

치이다.

▹ 행 교재 기술에서는 성분을 가르칠 때 품사가 언 되고 있다.

▹ 학습자들은 품사와 성분을 헷갈려하며,유사한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단 에 한 정

확한 인식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이에 한 변별 학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문장 성분에 한 인식이 문장 구조에 한 인식으로 확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성에 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법 지식은 고등학교 선택 과정을 제외하고는 학년별,학기별로 분산되어 있다.학습

자들은 해당 문법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내용을 잠시 암기하듯 학습하고 곧 다시

잊게 되는데,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법 지식은 학습자들에게 편 인 형태의 지

식으로 남게 된다.교수자는 횡 으로 종 으로 이러한 지식들을 삶 속에서,그리고 체

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체계 속에서 언어 상을 설명해

내는 문법 지식이 편 으로 제시될 때 그것은 어떠한 상도 의미도 설명해 내기 어

렵기 때문이다.거시 차원에서 문법 교수·학습을 구조화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문

법 교사가 갖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2.2.문법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1)문법 지식과 문법 교과 내용 지식의 변별

앞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의 본질을 논할 때 ‘교수자의 문법 지식’과 ‘교재 내

용’,그리고 ‘교과 내용 지식’,‘교육 내용’의 개념을 변별 으로 다룬 바 있다.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발 되는 지 은 이 ‘교과 내용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수행 구성되는 실제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교과 내용 지식은 교수·학습

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 혹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교수자와 학습자의 인

지 흐름을 고려하여 해당 학습 내용을 하나의 도식과 같이 구조화해 낸 것을 말한다.

를 들어,교수자는 문장 성분의 개념을 다루기 해 품사에 한 지식이 보조 으로

필요하며 두 개념의 변별에 있어 학습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 을 경험 으로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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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에 교수자는 행 학습 내용을 주된 축으로 하여 내용을 구상하되,품사 지

식을 수업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결 지어 다룰 것인지를 정하고,어느 정도의 범

까지를 다룰 것인가 등을 결정한다. 더 미세하게는,탐구 시를 통해 개념에 근할

것인지,개념 설명 후 언어 사용의 시를 보여 것인지 등도 결정하게 된다.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서 교수자가 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와 같은 내용 구조화

과정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법 교육 이나 교육 목표와 긴 히 연 되어 있다는 이

다.앞의 거시 흐름에서 다루었듯,이러한 이나 목표는 미시 인 내용 구조화뿐

아니라 내용 설명,개념 정의 등까지 향을 미치는데, 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부분 ‘품사’와 ‘성분’을 연결 지으면서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하게 되고,그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문장 성분이다.”와 같은 설명을 개한다.그리

고 단어 ‘조사’의 경우는 홀로 독립할 수 없으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수

행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은 성분을 설명하면서 조사가 성분을 결정짓

는다는 설명도 한다. 를 들어 ‘강아지’에 ‘가’가 결합하면 주어가 되고 ‘를’이 결합하면

목 어가 된다는 방식의 설명이 그것이다.결국 단어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조

사가 그 역할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성분이라 한다.

㉡ 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의 두 진술 모두 나름의 설명 이유와 논리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혼란을 일으킬지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은 단어가 문장 내에

서 갖는 의미 기능에 해 설명한 것이고,㉡는 격을 드러내는 격조사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물론,본질 으로 다른 설명은 아니나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결합할 경우,그

리고 격조사가 형태는 같으나 강조의 기능으로 문장 내에 사용될 경우 학습자들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학습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미리 상하고,그것을

의도 으로 배치하여 내용의 심화를 꾀할지 아니면 그러한 혼란을 미리 제거하고 다른

단계의 학습으로 구성할지 등은 교사가 교과 내용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와 결국

다르지 않은 문제이다.문법에 한 다양한 과 해석,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들에서

설명 가능한 문법 지식이 추상 으로 자리하고 있으며,교육 내용 구성을 해 그것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그러한 재구조화된 지식이 교사 개인의 문법 지식

과 변별되는 ‘교과 내용 지식’이다.교수자는 이에 해 개별 교수학 내용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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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교사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교수자는 교

재의 내용과 자신의 문법 지식,그리고 교수·학습을 해 구상하게 되는 교과 내용 지식

을 의식 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각각은 주체와 상을 달리하여 구성된 지식이

다.교재는 교재 연구자가 일반 학습자를 상으로,교수자 개별 문법 지식은 문법

공서 참고서를 통해 교수자 자신을 상으로,교과 내용 지식은 교수자가 재 자신

의 학습자를 상으로 구성하게 되는 지식이다.

◉ 교재 내용,문법 지식,교과 내용 지식의 변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과 내용 지식 구성 시 여하는 요소들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문장 성분에 한 국어학 논의들이 교재에서 정리된 양상(보어,이 주어,필수

부사어 등)을 살핀다.

▹ 교재 내용과 함께 다룰 심화 지식 련 지식을 선별하고,학습자의 재 수 을 고

려하여 충분한 를 통해 근한다.

▹ 문장 성분의 개념과 품사 지식을 어느 지 에서 연결할지 결정하고,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단한 심화 지식(격조사 등)을 추가하여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

한다.

⋮

<표 37>문법 지식과 교과 내용 지식 변별에 한 PCK

(2)교과 내용 지식의 재구성:미시 설계

교과 내용 지식은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다.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앙집권

교육 과정 체제로 운 되고 있어 동시 의 학습자들은 국가 교육 과정에 의한 동일

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학습에 임하게 된다.그러나

교수자가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 하는가 하

는 측면에서는 교수자 개인의 역량 한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문법 교재의 경우

그 기술이 매우 간략하여 교수자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련 지식을 동원하여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이 하게 되는 교육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문장 성분 ‘부사어’에 해 학습한다고 할 때 교재에는 부사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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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그리고 부사어가 부속 성분이라는 정도만 기술되어 있다.이때 A교사와 B교

사 모두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 ‘부사어’를 변별해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경험 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자.이에 A 교사는 부사어와 형어를 형식 ,혹

은 기능 으로 구분하면서 부사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 내는 데 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비해,B교사는 부사어의 피수식어와 형어의 피수식어의 품사 특성에

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79)이와 같이 행 학습 내용에 련 문법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하여 실제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교과 내용

지식의 미시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외에 교수자들이 동원하는 보조 수단에 한 것도 교과 내용 지식의 미시 설

계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를 들어,교수자는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비하기도 하는데

표 인 것인 소 ‘린트(물)’이라고 일컫는 학습지이다.교수자는 간략한 교재 기술

을 보충하기 해 별도의 학습지를 만들어 학습자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와

같은 ‘학습지’는 교수·학습의 보충 자료이기도 하면서 교수자에게 특정한 안도감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다.학습지는 교수자가 주체 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주 필요성에 의

해 무엇인가를 보충하고자 했다는 에서 정 이기도 하지만,반면 일종의 의지처로

서 교수자를 수동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학습지의 내용이 교사의 목소리로 환원되지

못하고 단순히 제시된 부가 텍스트로서의 역할만 하게 될 때 그것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다른 교재가 될 뿐이다.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은 교수·학습 수행의 과정 에 계속해서 수정되어 나가기 마

련이다.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투입되는 물리 인 시간도 그러할 뿐 아니라 구조화의

양상도 변화될 수 있다. 요한 것은 교수자가 이를 의식 으로 검하고 조정하는 일

이다.이때 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학습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다. 를 들어 앞

의 참여 수업에서 참여형(M-1)교사는 [1-5]국면까지는 교재와 다른 순서로 교수·학습

을 구성하 다.즉,해당 교과서에서는 문장 성분에 한 구체 언 이 에 문장을 구

성하는 여러 단 (문장, ,구,어 )에 해 다루고 있는데,참여형(M-1)교사는 문장

성분 일곱 가지 독립 성분을 제외한 여섯 가지의 성분을 일차 으로 모두 설명한 뒤

본격 으로 교재 내용에 진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런 경우 [1-5]국면까지의 흐

름과 [1-6]이후의 흐름은 다르게 개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경우 교사는 이와

같은 수업 구성의 의도와 다음 학습 내용에 한 안내 등,그 계성을 학습자들과 공

79)실제로 앞의 수업 찰에서 참여형(M-1)교사는 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형(M-28)교사는 후

자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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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행 학습의 심화 범 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행 학습의 련 지식을 어떠한 연결 고리로 확장할 것인가에 한 교수학 내

용 지식

◉ 교육 내용 재구성의 강도와 그 효과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과 련하여 학습자와의 공유 방법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학문 문법과 학교 문법 간의 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지 흐름의 차이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문법 설명과 직 설명의 차이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성분을 주성분과 부속성분,독립성분으로 구분하여 문장 성분의 체 분류를 먼 보

여 다.

▹ 각 성분의 개념을 먼 설명한 후 문장 내 기능을 심으로 언어사용의 를 학습자들

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교재의 내용과 같이 설명한 후 이러한 구분이 실제 발화에서 필

요한 정보와는 다른 문장 단 의 문제임을 깨닫게 한다.

<표 38>문법 교과 내용 지식의 미시 설계에 한 PCK

유해야 한다.80)이러한 공유는 교수자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이 학습자에게 효과 인지의 여부를 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80)교과 내용 지식에 한 메타 검의 필요성은 비단 교재 내용과 련된 것뿐만이 아니다.지식

형(M-6)교사의 경우 독립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오류를 잘 범하

는 표기인 ‘아니요’를 새로운 화제로 제시하 다.하지만 ‘아니요’를 왜 언 하 는지에 한 설명,

즉 행 학습과의 련성 교수자의 의도에 한 설명이 없다.독립어의 에 ‘,아니요’와 같

은 ‘답’이 포함되는데,이때 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독립 성분의 개념을 설명한 뒤 갑자기 “여러분,아니요 어떻게 쓰나요?”라는 질문

을 던지고,이에 해 알려 뒤 다시 교재의 내용으로 돌아간다.평소 언어생활과 련 지어 학

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을 실용 으로 근할 수 있게끔 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지식 혹은 정보의 추가 정도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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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 개념 형성이 끝난 후 부사어와 형어,부사어와 독립어 등을 비교하면서 부

사어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검한다.

▹ 필수 부사어에 한 시를 통해 한국어의 문형에 한 학습자들의 탐구를 유도한다.

▹ 성분에 한 인지가 실제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바를 학습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

재 외의 다양한 언어 자료를 비한다.

⋮

미시 설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학습자와 교수자 간 인지 차이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의 내 흐름을 구상할 때 교수자가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 하나이다.교수자는 이미 많은 반복을 통해 교재 내용과 련 지식에 익

숙해져 있는 반면 학습자는 처음 하는 낯선 학습 경험이라는 을 교과 내용 지식을

구상할 때 의식 으로 반 해야 한다.이에 학습자들이 곤란을 겪었던 부분에 한 과

거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과 탐구,혹은 토론이나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사

한 내용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물리 인 시간 역시 확보하여 내용을

구상한 후 실제 교수·학습에 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문 문법 지식과 학교 문법 지식 간의 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은

학문 문법에서의 용어나 개념이 학교 문법에서 그 로 용되기 어려운 상황과, 그

결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교수자가 충분히 알고 이를 교수·학습 시 반 해야 하

는 부분에 한 것이다. 를 들어, 재 학교 문법에서는 음운 수업을 할 때 ‘비음 동

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체’ 상으로서의 ‘비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내

용상 다른 것은 아니지만 문법 개념을 처음 하고 이해해야 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 혼란을 이기 해 용어의 체계를 통일하거나 부분 으로 선택·배제해야 하기 때문

이다.문장 성분 교육에서 역시 ‘보어’의 개념을 ‘보충어’로 이해하게 되면 ‘필수 부사

어’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물론 이러한 부분은 기본 개념 형성 후에 학습자들에게 흥

미로운 탐구 주제로 활용될 수도 있다.교수자는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을 어

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식의 양과 깊이,그리고 심화 단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교과 내용 지식의 미시 설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상할 수도 있고 문법 인 조건 단 기 을 통해

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상할 수도 있다. 를 들어 계형(M-28)교사는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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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설명할 때 ‘내용이 완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밥’이라고만 말하면 이

상하지?’와 같은 를 통해 문장의 완결성을 설명하고 있다.반면 지식형(M-6)교사는

‘‘배가 고 다’가 생각이라면 ‘나는 배가 고 다’라고 말하는 가장 작은 하나의 단 를

문장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주어와 술어,술어가 요구하는 성분,그리고 문장 부

호도 함께 다루어 문장의 완결성을 설명한다.동일한 문법 지식을 어떻게 근하느냐는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직 으로 이해

하는 데에서 충분하다고 단한 교수자와 직 이해 후에 문법 단 기 을 제시하

는 데까지 나아가는 교수, 는 문법 인 설명만을 다루는 것 모두 개별 교수자의 교수

학 내용 지식이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어떻게 발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3.국면 단 별 수업 구상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1)국면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에 한 인식

실제 교수·학습은 다양한 수업 국면의 연결로 구성된다.특히 개념 지식 주로 학습

이 진행되는 문법 교수·학습은 각 개념 개념의 이해,혹은 탐구 등이 개별 으로 다

루어질 수 있으며,동시에 하나의 큰 체계 속에서 각 개념이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야 한

다.따라서 개념별,그리고 개념 간 계,체계 등에 한 교수·학습이 독립 으로 구성

되면서 체 으로는 긴 한 련성을 맺고 설명 도식을 구성해 나간다.따라서 한 차

시의 교수·학습이라고 하여 해당 차시 내내 일 으로 ‘설명식’이라거나 혹은 차시 내

내 일 으로 ‘탐구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업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업을 지루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만든다.81)처음으로 문법 개념어를 한 경우는 교사

의 간결한 설명이 필요하지만,동일한 수업 해당 개념이 용되는 언어 사용 국면은

탐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문법 수업은 그 내용 구성

면에서부터 그것의 교수 실행에서도 다양한 수업 ‘국면’이 하나의 기를 이루는 형식으

로 구성될 수 있다.그러므로 교수자는 개별 국면을 하나의 단 로 인식하고 각 국면을

81)소 강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설명식’의 수업 방식이 문법 수업 내내 지속되어 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여기에서는 기본 제가 학습자들의 이해를 검하고 함께 교과 내용 지식의 흐름을 공

유하는 것이다.즉,학습자에 한 고려 없이 교수자가 일방 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차시뿐 아

니라 모든 교수·학습을 설명식으로 이끌 수 있겠으나,학습자를 고려하는 순간 질의응답뿐 아니라

단순한 활동을 포함하더라도 차시 내내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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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도 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를 들어 문장 성분은 각 개별 성분이 서로 간의 계 속에서 개념화되어 있어 7개

의 문장 성분이 하나의 문장 구성 차원에서 개념상 매우 하게 연 된다.그러나 주

어,서술어와 같은 개념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개념상의 련성보다는 언어 사용 속

에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개념 설명이 이루어진다.실제로 교수자는 ‘주어’를 설명함에

있어 ‘서술어의 주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서술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러한 설명은 순환식 오류일 뿐이다.따라서 ‘주어’는 ‘강아지가 달린다’,‘꽃이 쁘다’와

같은 문과 함께 ‘(의미상)행동하는 주체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상’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개별 개념에 한 상 주의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 학습자들은 실제 자신

들의 언어 사용에서 ‘주어’를 찾아보거나 주어인지 아닌지 모호한 상을 상 로 탐구

활동을 개할 수 있다.이와 같은 기 개념화 단계 이후 다시 교사는 개념과 개념 간

의 련성을 심으로 조 더 큰 체계 속에서 문법 개념의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이

러한 수업 개는 한 차시 수업에서도 수차례 반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

으로는 문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로 나아간다82).

임지룡 외(2010:378)에서는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정해지고 소단원별로 진단이 실시

되고,소단원별로 동기 유발이 제시되고,소단원별로 수업 방법이 용되어야 하며,소

단원별로 형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그리고 교사들이

차시별로 수업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소단원 심의 수업 계획이 차시별 학습

지도로 펼쳐지면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시간 지연,실천 지연이라 하 다.이때

‘소단원별’로 목표 설정이나 교수·학습 과정 평가를 고려하는 것은 교재의 내용에 그

기 을 두고 수업 실천을 고려한 결과이다.그리고 이를 차시별로 실천하는 교사의 교

수 수행에 한 고려는 시간이라는 물리 인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본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은 교재 내용상 드러나는 경계도 아니고 물리 인 시간의 단 로

인한 단 도 아니지만 오히려 본질 인 문법 지식에 주목하면서 교재 내용이나 물리

시간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문법 교수·학습의 실천의 가장 작은 단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2)물론 모든 문법 개념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문장

성분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일지라도 ‘주어’의 개념은 간단한 설명과 확인 활동만으로 수업이 구성

될 수 있지만,헷갈리기 쉬운 ‘부사어’의 개념은 소규모 모둠을 구성하고 유사한 부사어를 학습자

들이 생성해 내는 과정이나,수식어로 함께 다루는 형어와의 차이 을 학습자들이 서로 논의하

는 과정 등을 통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 185 -

문법 수업 국면에 한 교수자의 이러한 인식은 문법 교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구 으로 유용하다.교재에서 역시 문법 체계를 구성하는 각 세부

문법 범주가 부분 으로 분리되어 학년별 단원별 교육 내용이 되는데,학습자 입장에서

각 세부 문법 범주는 문법 개념에 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차 통합되어 설명 가능한

지식으로 축 된다.교수법을 차시별로 용하거나 단원별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국면별로 용하여 한 차시의 수업 혹은 하나의 단원 내에서라도 개별 국면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각 국면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수업에 역동성을 주게 될 것이다.

◉ 문법 수업의 국면 단 인식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국면별 교수 내용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문법 개념에 따른 국면 구성의 효과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학습자의 개념화 단계에 따른 국면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주어,서술어,목 어 등 문장 성분 각 개념을 설명식과 탐구식 등 별개의 국면으로 구

성할 수 있다.

▹ 문장 성분에 한 개념화 기 단계에서는 언어 사용 양상을 심으로,심화 단계에서

는 개념 간의 계를 심으로 수업 국면을 구성할 수 있다.

▹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주어와 서술어 같은 성분은 언어 사용의 나 간략한 설명으로

몇 개의 개념을 묶어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으나,부사어나 형어 등

은 학교 학습자들에게 변별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다양한 탐구 활동을 구성하여 하

나의 개념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국면을 구성한다.

▹ 필수 부사어와 부사 에 한 국면은 탐구로,성분의 분류에 한 종합 활동은 모

둠별 발표로 구성하는 등 국면의 다양화를 통해 문법 학습에 한 흥미를 유지하고 문

법 지식을 하는 태도를 정 으로 이끈다.

⋮

<표 39>문법 수업 국면에 한 PCK

문법 수업을 국면별로 인식하고 구성하는 데에는 교수자의 문법 지식이나 수업에

한 경험이 향을 미치게 된다.문법 지식을 주체 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업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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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일수록 지식을 분 하고 개별 국면을 환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이러한

인식과 능력은 반복을 통한 문법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하더라도 다양한 국면 구성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를 들어 교재의 문,문학작품의 문,실제 언어 사

용에서의 문 등으로 문의 다양성을 통해 각 국면의 다양성을 꾀할 수도 있고,하나

의 문법 개념에 해서도 교수자 개인 언어를 통한 설명,교재를 통한 설명,학습지를

통한 설명 등 국면의 다양화를 통해 반복이 주는 지루함을 피하면서 개념의 심화를 시

도할 수 있다.

지식은 여러 가지 물리 인 한계들로 인해 분 으로 제시된다.문법 지식 역시 교

과서에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학습자의 지 수 이나 교육 과정상의 계 그리

고 제한 인 수업 시수 등에 의해서 그 깊이나 범 를 분 하여 제시된다.그러나 교수

자는 교재의 내용 제시를 그 로 따라 수업을 구성할 수는 없다.교수자는 실제 교수·학

습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다시 작은 하 목표들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별

국면을 주체 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

(2)국면 간의 연결 환

문법 역의 교수·학습이 문법 개념을 심으로 개별 국면을 구성하기에 용이하고,

설명식 수업과 탐구식 수업이 별개의 국면으로 구성되거나 서로 환되면서 교수·학

습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개의 국면들은 모두 하나의 구심 을 향해 있어야 한

다.이는 마치 모자이크에서 개개의 들이 커다란 그림을 형성하기 한 것일 때에 의

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자는 개개의 국면들이 완성하게 될 커다란 그림을 염두

에 두고 이러한 개별 국면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먼 교수자는 문법 교육에 한 반 인 목표 설정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단원별

혹은 차시별 세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한 개별 국면을 구상한다. 를 들어

문장 성분 교육의 목표를 언어 사용자의 문장 구성에 기여하기 한 기 지식 학습에

둘 것인지,아니면 문장 분석을 통한 언어 체계의 심도 있는 이해에 둘 것인지에 따라

각 개별 국면 구성도 달라진다. 자를 목표로 한 수업 구성에서는 성분 간의 호응이나

생략 등 사용 국면에서 학습자들이 자주 하게 되는 문제들에 을 두게 되나 후자

에서는 보어나 필수 부사어 문제 등 성분 설정 는 성분 간의 계 등에 을 둔

수업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개별 국면이 하나의 구심 을 갖고

구성될 때 각 국면은 서로 긴 한 흐름을 유지하게 되고,국면의 환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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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역에서 상 목표와 하 목표의 연계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지식의 체계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개별 국면의 구심 으로서의 목표 설정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국면 간의 연결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국면의 배치 환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재 국면에 한 안내 수업 진행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문법 교육에서 문법 체계 이해에 목표를 두고 성분의 개념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성분별 개별 국면을 구성한다.

▹ 문법 교육의 실용 목표를 해 성분의 호응 문제를 다루는 국면을 구성하고 이어서

호응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발표하는 활동을 구성한다.

▹ 문법 개념과 언어 사용의 시를 하나의 국면에서 구성한다.

▹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그러한 기능이 문장을 구조화하는

데 미치는 향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고,단어와 문장에 한 통합 인 사고를 가능하

게 하는 지 에 성분 교육이 자리함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다.

▹ 문장 성분을 다루기 에 ‘단어’와 ‘문장’의 개념을 먼 탐구하고 이를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과 련짓는다.

▹ 성분에 한 개념 이해를 돕기 한 활동을 개념 국면의 뒤에 하나씩 배치하여 학습자

의 인지 부담을 이고 학습자가 이를 숙지할 시간을 마련한다.

⋮

<표 40>국면 간 연결 환에 한 PCK

문법 교수·학습은 자칫하면 국면이 편 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럴 경우

학습자들은 체계 인 지식을 구성하지 못하고 개별 정보 정도로 문법 지식을 수용하게

된다.그러므로 교수자는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 외에도 이에 한 진행을 수업 발

화로 구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 진행되는 수업이 체의 어떤 부분과

련되는지,혹은 무엇을 한 활동인지 등을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알려 으로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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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자신들만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를 들어 III장에서

분석한 문법 수업 M-49교사는 교재의 내용을 더 자세히 기술한 학습지를 사용하

고, 문법 개념 설명 후에 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활동이 별개의 국면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국면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된 것인지에 한 언 이

없기 때문이다.간단하게는 개념 확인을 해,혹은 성분 분석을 통해 비문의 문제 을

악하기 해, 는 이러한 모든 활동이 문법의 어떠한 체계를 이해하기 한 것인지

알기 해 등등,교수자는 재 구성한 국면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인지 학습자들

과 끊임없이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교수자와 학습자의 국면에 따른 역할 배분

수업에서 하나의 ‘국면’이라는 단 는 실제 물리 으로 분리되는 단 라기보다는 수업

내용이나 분 기 혹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나 어지는 수업의 단 라 할 수 있다.교사

는 물리 인 배분인 시간,즉 학교에서 45분 단 로 구성된 1교시를 1차시로 설정하

여 해당 학습 내용을 몇 차시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더하여 교사는 교

재의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는 물리 인 배분,즉 단원과 소단원 등을 고려하여 수업

을 구상한다. 학생들이 학교 장으로 나가 실제 수업을 경험해 보는 교육 실습 과정

에서 비 교사들은 이와 같은 물리 단 를 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학습

지도안으로 작성해 보게 된다.그러나 실제로 수업을 수행해 보면 수행 단 로서 이보

다 더 작은 단 가 구성되는데,그것은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

지 흐름과 련된 것으로 문법 지식이나 특정 개념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단

이다. 를 들어 문장 성분 수업에서 교사는 ‘주성분을 가르치고 부속 성분을 가르쳐야

겠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이때 ‘주성분’과 ‘부속 성분’은 각기 다른 국면으로 분

리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더 작게는 주성분 ‘다양한 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 주

체의 의미를 악하게 하고,그러고 나서 주어의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어야겠다.’

와 같은 구체 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이때 ‘다양한 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 주

체의 의미를 악하게 하는 활동’과 ‘주어의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활동’은 약간

의 쉼 혹은 질 간극과 함께 분리되어 구성될 수 있다.이때 각각의 교육 내용이나 교

육 활동이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교수자가 이와 같은 국면 단 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게 된

다.먼 이러한 국면 단 가 앞서 제시한 좀 더 거시 인 단 들의 일부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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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개별 으로 독립 인 활동 단 임을 인지하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각

국면에서 그 국면의 주체 혹은 국면의 주도권이 구에게 가 있도록 할 것인가

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를 들어 III장 분석에서 계형 교사가 ‘미나가 뻐

라는 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와 같은 발언을 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해당

발화가 포함된 국면은 분명 교사에게 수업 주도권이 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발

문은 그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주기에 매우 유리한 질문이다.탐구 활동은 교

수·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넘겨주었을 때 가능하며,다르게 말하면 학습자

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식을 혹은 교육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탐구

활동이다.따라서 국면 단 의 인식과 국면에 따른 역할 배분이 매우 역동 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교사는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게 문법 탐구 활

동을 구 해 나갈 수 있다.이는 수업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단 가 어떠한 특

성을 갖는가에 한 인식을 통해 교수 차원에서 이를 극 활용하는 방법 지

식으로 매우 유용하다.

◉ 국면 단 의 개별 특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국면별로 교수·학습의 주체를 교체하는 것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언어를 상화하여 자료를 먼 탐색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하의 국면을 먼 설정

한 뒤 문법 개념을 정리해 주는 교사 주도의 국면을 배치한다.(반 로도 가능하며 더

욱 다양하게도 가능)

▹ 7개의 성분에 해 문법 개념 학습이 연속될 때 국면 단 로 교수·학습의 주도권에 변

화를 주면 문법 지식 탐구에 한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길러 수 있다.

▹ 품사에서 배운 개념을 통해 성분명을 보고 각 성분의 문장 내 역할을 추론해 보는 활

동을 마련하여 학습자 주도로 구상하여 자연스럽게 복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이

를 해 부사어를 배우기 에 부사를, 형어를 배우기 에 형사를 떠올리고 그

개념을 성분 개념에 이시키는 활동을 각 성분을 다루는 국면 에 배치한다.

⋮

<표 41>교수자와 학습자의 국면에 따른 역할 배분에 한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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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문법 교육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1)개념 학습을 한 시 비유

등학교 문법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교육 내용은 문법 개념에 한

이해이다.개념이란 구체 사물이나 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추상화·일반화한 것으로

문법 개념 역시 극히 추상 이어서 학습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 이다.이에 문법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개념화 과정을 극 돕기 한 방법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데,가장 표 인 것인 사용 시와 비유 표 이다.교수자

는 형 인 에서 비 형 인 로 나아가며 실제 언어사용을 통해 문법 개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다른 개념에 빗 어 문법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러나 학생들에게 친숙한 비유물(analog)의 속성은 새로 학습해

야 하는 목표물의 속성과 근본 으로 완 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속성들은 공

유 속성(sharedattribute)과 비공유 속성(unsharedattribute)으로 구분된다(김경순 외,

2006:592).심 택(2002:170)에서는 ‘교수학 고안’의 한 양상으로 품사를 강아지의 몸통

구조에 비유하고 있는 를 통해 비유의 험성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모든 비유는 언

제나 원 념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완벽히 동일한 개념은 상물 외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육에서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유 속성을 심으로

체가 아닌 부분 인 이해를 돕기 해 사용한다는 것을 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

다.그리고 이를 통해 왜곡된 의미는 다른 비유 혹은 시 등을 통해 그 개념을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한다.문법 교수자에게 필요한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조 더 실제 으로 보이기 해 III장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지식형(M-6)교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었

다.그리고 문장의 재료가 되는 ‘단어’를 집의 재료가 되는 ‘벽돌’에 빗 어 표 하 다.

문장 구성의 핵심 단 가 단어인 것은 분명하다.‘어 ’이라는 단 는 성분론에서 편의

상 다루는 기능 인 언어 단 이지 언어가 가진 본질을 드러내는 단 가 아니기 때문이

다.일반 으로 어 이 가장 많이 언 되는 띄어쓰기 규정 역시 ‘단어별’로 띄어 쓰되

조사를 붙여 쓰는 것이지 ‘어 ’단 를 통해 그 원칙을 설명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측

면에서 교사의 비유는 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사는 문장에 이를 용하면서

‘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다’에서 ‘코스모스가’,‘매우’,‘아름답다’가 문장을 만드는 재료라

고 제시한다.여기에서 학습자의 혼동이 발생한다.학습자들은 언어 단 에 한 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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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개념 형성을 돕는 언어 사용의 시 비유 표 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학습자에게 친숙한 시 비유 표 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문법 개념 학습에서 사용하는 형 시와 비 형 시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문법 개념 학습에서 사용하는 비유의 다양성 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기 개념은 형 인 를 통해 형성하게 하되,개념이 형성된 뒤에는 비 형 인

문을 통해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를 들어 ‘주어’의 개념 형성의 경우 처음에

는 문장 서술의 주체 혹은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 등으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강

아지가 달린다,꽃이 쁘다’등의 형 인 문을 제시하나,개념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토끼가 귀가 길다’와 같은 이 주어문을 통해 ‘주어’의 개념과 역할 등

에 해 심화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42> 시 비유 표 에 한 PCK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과 ‘단어’단 를 동일한 층 의 언어 단 로 인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이 ‘단어’인가 ‘어 ’단

인가 하는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교사의

비유는 하지 못하다83).

와 같은 경우를 통해 우리는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 교사가

비유 표 을 사용할 때 어느 곳에 본인이 을 두고 있는지에 해 스스로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앞서 말했듯 비유는 개념 체를 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므로 교사 자신이 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그 개념 입이 명확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그것이 이후에 이어지는,언어를 상으로 하는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시와 비유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3)교사는 이와 같은 문제 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이에 ‘벽돌만으로는 집을 짓지 못한다.’

라는 언 과 함께 조사를 설명하고 조사가 결합한 어 단 를 설명한다.그러나 이미 ‘재료’로 ‘단

어’단 를 말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어 ’단 를 제시하 기 때문에 비유 자체가 성공 이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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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이름은 ‘단어’에,반장이나 아들과 같은 역할은 ‘성분’에 비유하여

개념 변별을 시도한다.이름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치에 있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지만 역할은 계에 따라 변한다.성분 역시 단어가 문장 내에서 서로 맺는 계에 따

라 역할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비유는 친숙한 것을 통해 생각이 친숙하지 않은 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 다

(김정래 외,2014:37). 시나 비유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개념 학습의 기본 인

방법이지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시,어떠한 비유가 효과 인가는 교수자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지식이다.학습자의 지 수 이나 교재의 방향성 등 II장에

서 제시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여 요소들을 모두 의식 으로 주목하고 고려해야

만 어떠한 시가 혹은 비유가 학습자의 문법 개념 형성과 이해에 더 효과 인지 악

하고 선별 으로 자신만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반언어 ·비언어 표

교사는 수업 시간에 비언어 표 들로 내용 이상의 것을 달할 수 있다.힐즈(Hills,

1986,장상호 역,1998:34,67)는 학생들이 수업 에 상 으로 더 요한 것에 한

단서를 비언어 인 의사소통에서 찾는다고 하 다.그러나 교사들은 부분 자신들이

구상한 교수·학습의 내용 측면,즉 문법 지식과 그에 한 설명 방법 등에 한 언어

이고 명시 인 표 들을 고려하는 데 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다시 말해 자신의 비

언어 표 이 교수·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를 측하고, 재 수업에서 내가 어떠

한 비언어 표 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악하는 능력 역시 교수자의

문성을 결정짓는 요소임에도 이에 한 교수 고민은 상 으로 낮다.그러나 학습

자들은 무의식 에 교수자의 몸짓이나 태도, 빛,표정,억양,소리의 장단,강약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이 요한지,무엇에 집 해야 하는지 등을 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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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교과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반언어 ·비언어 표 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문법 수업의 활기를 넣어 수 있는 반언어 ·비언어 표 에 한 교수학 내

용 지식

◉ 학습자에게 친숙한 혹은 낯선 반언어 ·비언어 표 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

【 교수학 내용 지식 구 의 실제:‘문장 성분 교육’의 】

▹ 문장 성분의 각 명칭에서 뜻을 짐작하게 하는 음 을 강하고 길게 발음함으로써 학습

자들이 해당 음 에 주목하게 한다.(개념어는 한자어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음 의

한자어 풀이를 병행한다.84))

▹ 탐구하는 활동에서는 교사 역시 매우 궁 하다는 듯 문을 구성하고 학습자들의 다양

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ex:주어가 두 개 등장하는 문장을 보면

서 도 체 어떤 것이 진짜 주어인지 궁 한 표정을 지으며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지

고 의견을 구하는 제스처를 취한다.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들에게 이입되어 학

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

<표 43>반언어 ·비언어 표 에 한 PCK

문법 역의 수업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이유는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개념 설

명들이 학습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교수자는 내용 구조화나 국면

환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표상화 차원에서 다양한 비언어 ,반

언어 표 으로 집 도를 높이거나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언어 상의

특수한 규칙을 발견해 내는 국면에서는 발견의 신비로움을 표정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학습자들의 감정을 유도하고,때로는 장난 어린 몸짓과 함께 재미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은 문법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능

력만큼이나 요한 교수자의 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84)문법 개념어들은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개념어 뜻을 알아 낼 수 있는 한자어를 해석

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학습자의 개념 형성 지식 장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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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교육에 한 연구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상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이때 교육이란 가르침과 배움이 맞물려 일어나는 동 인 ‘행 ’를 뜻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자’와 배우는 사람 즉 ‘학습자’의 ‘주체 활동’에 의해 구 되는

상을 뜻한다.이와 같이 교육이 일어나는 구체 양상에 주목하는 일은 크게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들이 구성해 내는 교육 내용에 주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그러

나 지 까지 문법 교육 연구의 흐름은 새로운 교육 내용 구성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교육 내용 역시 실제 으로는 그것이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어

가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연구와 계획 단계에서 미리 구상한 내용 지식을 교육 과정

으로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태도를 곧 고수해 온 것도 사실이다.본 연구는 문법 교육

이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육 실용성 한 확보하기 해서는 본질 으

로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는 지 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이러한 입장

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가 구성하는 실제 교육 내용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에 주목하며,특히 교수자와 학습자 교수자의 교수·학습 구성에 을 두

어 연구를 수행하 다.구체 인 연구 상은 교수자의 교수·학습 구 에 가장 직 으

로 작용하는 ‘교수학 내용 지식(PedagogicalContentKnowledge)’으로,문법 역에서

교수자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떻게 실체화되고 이론 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 다.

1.정리

교수 지식에 한 연구는 그간 꾸 히 진행되어 왔으나 ‘교수학 내용 지식’이란 개

념이 교육학 으로 정립된 것은 1980년 에 들어와서이다.이후 이를 상으로 이루어

진 많은 연구들은 크게 교수학 내용 지식의 개념 본질을 이론 으로 체계화하고자

한 연구와 그것을 교수 개선을 한 교수법으로 용하고자 한 연구로 나뉜다.I장에서

는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재 문법 교육에서 교

수학 내용 지식이 어느 지 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하 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특정 역 교과별로 구성 가능한 교수 지식임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 기 때문에 문법 교과에서 역시 먼 교수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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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 하다고

단하 다.다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 교수학 내용 지식의 속성상

이와 같은 이론화의 과정 역시 교육이 일어나는 상에서 출발해야 하며,그것을 바탕

으로 정립된 이론은 다시 상에 의해 재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 견지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 문헌 고찰을 통해 문법 교육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교수학 내

용 지식의 개념을 정립하고,교수학 내용 지식 구 에 여하는 여타 교수 지식을 이

론 으로 체계화하여 II장에 제시하 다.여기서 요한 것은 교수학 내용 지식과 그

것의 구성에 여하는 여 요소들의 변별이었다.본고에서는 교과 지식이나 학습자 지

식 등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타 교사 지식들의 총합으로 교수학 내용 지식을

신하거나,다시 그것들로 환원하여 교수학 내용 지식을 보여 주고자 하는 기존 논의

의 문제를 지 하고 이들 간의 변별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교수학 내용 지식을 규명

하는 이론 제로서 그것의 구성에 여하는 여타 교사 지식 교수 요소들을 ‘여

요소’로 체계화하여 제시하 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교수자의 인지

요소와 메타 자기 인식 요소를 강조하 으며,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논의가 교

육 내용화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드러내고자 하 다.85)

이러한 이론 제 아래 문법 수업 사례 분석을 실시하 는데,사례 선정 과정에서

의 타당성 확보를 해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 Morse의 The

Priority-Sequence모형에 따라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이때 교사의 메타

자기 인식을 심으로 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상 교사를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 으나,실제 조사 상은 다섯 유형으로 좁 져 이에 해당하는

5명의 교사를 참여 교사로 선정하 다.수업은 학교 과정의 문장 성분 교육을 상으

로 각 2차시,총 10차시의 문법 수업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방

법 지식으로서 그것이 구 되는 국면에 한 면 한 분석을 통해 그 속성이나 실체를

밝 내야 한다.이에 본고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 는데 먼 1차 분석

은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의 특성이 드러나는 지 을 심으로 교사별 분석을 실시하

고,2차 분석은 II장에서 체계화한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들이 교수학 내용 지

85)구체 으로는,교수·학습의 일반 요소인 ‘교수(자),학습(자),교재’를 교수자의 인지 요소와 정의

요소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들에 한 교수자의 메타 인식을 별도로 범주화하 다.그

리고 이러한 모든 지 에 향을 주게 되는 외 상황 맥락 요인을 마지막 범주로 고려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문법 교육의 특수성을 살펴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 여 요소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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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구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로 인해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지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다각화(다원화,

triangulation)를 통해 분석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사례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의 반 인 방향성을 심으로 분석 결과의 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수업에 한 자신감이 높고 문법 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정 으로 평

가한 지식형(M-6)교사의 경우는 문법 지식 풀이에 있어 문법 역과 그 외의 역을

넘나들며 문법 학습의 범 를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문법 역 내에서도 학년별 학습

내용을 서로 연 시켜 문법 교과 내용을 편 으로 제시하지 않고 체계 속에서 설명하

고자 하는 모습을 보 다.한편으로 교사가 문법 교과 내용에 해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학습자에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으며 학습 내용의 깊이나 분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드러났다.

교수자 자신은 문법 역에 흥미와 자신감이 있으나 학습자가 문법 수업에 흥미를 느

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 정리형(M-49)교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한 방법

장치를 고안하기보다는 간결하게 지식을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교수·학

습을 구성하고 있는 이 특징 이었다.실제 교수․학습 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교사를 흔히 하게 되는데 이는 문법이 반복 으로 학습해야 하는 암기 심의

지식 역이라는 교사의 교과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학습자의 인지

흐름에 따라 문법 교과 내용을 재구성한다든지 학습자들의 생활과 련지어 그 효용성

이나 실용성으로 동기 부여를 하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교육 내용을 학

습자와 함께 구성하고자 하는 태도보다는 교사에 의해 일방 으로 주어진 고정된 지식

으로 다루고 있었다.

학습자와의 친 도가 매우 높았던 계형(M-28)교사의 수업은 학습자와의 소통이

활발하고 자연스럽다는 장 을 문법 수업에 어떻게 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되

는 부분이었다.분석 결과 학습자와의 친 도는 학습 내용 내 인 측면과 내용 외 인

측면이 변별된다는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학습 내 친 감을 해서는 학습자의

인지 흐름과 이해 과정을 반 하면서 설명 도식을 보다 역동 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계형 교사는 사 인식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문법을 어려

워한다고 규정지은 상태에서 수업을 비하고 있었는데,그 해결 방안으로 교재에 한

친 한 설명 혹은 해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습자들이 문법을 어려워할

수록 학습자에 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주체 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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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내용과 수업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업이었다.

경험형(M-69)교사는 자신의 교수 경험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겪는 혹은 겪을 어려

움을 측하여 교육 내용 구성에 이를 극 반 하고 있었다.이는 문법 교과 내 인

측면에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의 특성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에

서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분석된 지 이지만,한편으로는 학습자에 한 편견으로 작

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나 새로운 지식 탐구의 기회를 오히려 미리 제거하는 역할

을 할 우려도 나타나는 부분이었다.86)

마지막으로 문법 지식에 한 자신감도 상 으로 낮고,문법 교수·학습에 있어 교

수자와 학습자 모두 흥미가 낮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형(M-1)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노력을 수업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었다.학습자의 이름이나 상황,

학교생활 등을 반 하여 문을 구성하거나,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어렵게 느끼지 않

도록 문법 개념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활동,그리고 칠 앞으로 학습자들이 직

나와서 성분을 분석해 으로써 수업 참여를 높이는 활동 등이 그것이었다.그러나

문법 역에 한 교사의 부정 인식 태도가 수업 구성에서 그 로 노출되면서 문

법 학습은 곧 암기와 반복 학습이 주가 되는 분야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교사가 가

진 문법 지식이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모호하게 이루어지기도 하 다.

2차 분석은 교수자별로 이루어진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여타 다른 교수 지식 요소들이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먼 인지 요소에서는 문법 지식이 곧 문법 교수 방법과 긴 한 계를 맺고

있다는 에 주목하 다.교수자들은 문법 지식이 곧 교육 내용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별개로 인식하고 있으나,지식 심 교과인 문법 역에서 방법은 그 내용이 되

는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느냐와 긴 한 련을 맺고 있었다.

구체 으로는 문법 교육의 목표에서 결정하게 되는 교수의 방향성에서부터 장에서 교

육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인 교과 내용 지식의 구성,그리고 그것의 실 을 한 지식인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도 문법 지식 자체가 핵심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더하여 문법 교수자로서 교수자 개별 문법 지식 체계를 얼마만큼 풍성하게,혹

86)이에 해 교사는 면담을 통해 국 단 평가에 한 고민을 드러냈다.즉 교사가 자율 으로 수

업을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염려로 인해 정형화된 수업 이상으

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민이었다.이는 외부 요인이 학습 내 구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교사가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극 으로 평가를 개선하기 한 교사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거나 충 으로는 평가를 고려하되 좀 더 풍부한 문법 탐구 경험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과정상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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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 하게 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

는 도 인지 요소로 고려되었다.

정의 요소에서는 ‘교수 주체성’과 ‘교수자와 학습자에 한 인식 분리’,그리고 ‘문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한 교수자의 인식’이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먼 교수 주체성은 교수자가 교수·학습

을 교육 내용 구성의 역동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수행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이 다른 양상으로 발 된다는 에 주목한 것이

다.다음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에 한 인식 분리는 교수자가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

고 그것을 수업에 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흐름과 학습자의 인지 흐름

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될 수 있음에 주목

한 것이다.그리고 문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한 교수자의 인식 역시 문법 교수를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의 발 양상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루었는데,이는 문

법 교육에 한 교수자의 태도 반뿐 아니라 학습자를 어떤 치에 놓는가,더하여 문

법 지식을 고정된 지식으로 볼 것인가 탐구의 상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에도 직

인 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메타 자기 인식 요소는 교수자가 갖고 있는 문법 교수에 한 자기 검

자기 조정 능력으로,문법 교수·학습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

에 여하는 인지 정의 요소들에 한 검 능력을 뜻한다.이와 같은 메타 자기

인식 요소는 교수·학습의 실행 과정에서 순환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

결과가 되어 다음 수업 구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 선정 과정에서 메타 자기 인식 요소를 고려하 는데 문법 역에 한 교

수자 자신의 지식 정도나 태도 등에 한 자기 인식, 는 학습자들의 사 지식이나

문법 수업에 해 갖고 있는 태도 등에 한 교수자의 인식 등을 문법 수업을 통해 계

속 강화해 나가며 교수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따라서 교수자는 이러한 자기 인식을

상화하여 메타 으로 이를 조정하기 한 의식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맥락 요소와 상황

요소를 다루었는데,문법 교육이 다른 교과나 학습자의 삶과 련하여 맺게 되는 계

상 등에 한 것을 맥락 요소로,문법 수업이 진행되는 제반 여건 즉흥 사

건 등을 상황 요소로 다루어 이들이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맥락 요소와 련하여서는 문법 평가에 한 계획이,상황 요소와 련

하여서는 물리 시간의 분배가 문법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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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IV장에서는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범주화하여 규명하고자 하 다.이때 차 지식의 특성과 문법 역의 교수 특성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어떠한 범주로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 으로 제시하 으며,문법 교육을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은 크게 4개의 범주로

체계화하 다.제1범주는 교수의 거시 층 에서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에 한 교

수학 내용 지식’으로,제2범주는 미시 층 에서 ‘문법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제3범주는 개별 국면 층 에서 ‘국면 단 별 수업 구상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제4범주는 ‘문법 교육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으로 제시하 다.먼 제1범주인 ‘문법 교수·학습의 구조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는 교수자의 교수 주체성에 기반한 학습 내용의 거시 설계에 한 지식을

교수학 내용 지식의 핵심으로 제시하 으며,제2범주인 ‘문법 교과 내용 지식 구성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는 문법 지식과 문법 교과 내용 지식의 변별 인식을 통

한 교육 내용의 미시 설계에 한 지식을 핵심 교수 지식으로 제시하 다.그리고 제

3범주인 ‘국면 단 별 수업 구상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는 문법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개별 수업 국면의 연결과 환에 한 지식을,제4범주로 제시한 ‘문법 교육

내용 표상화에 한 교수학 내용 지식’에서는 문법 지식의 핵을 이루는 개념 학습

을 한 시와 비유 교수자의 반언어 ·비언어 표 을 핵심 교수 지식으로 제시

하 다.

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사가 가진 고유한 문 지식이다.교수 경험 없이는 구성될

수 없는 지식이며 교수 실천을 통해서만 발 되는 지식이다.이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직 이고도 핵심 인 연구 상이 되는 교수 지식이라 할 수 있다.

한 교수학 내용 지식은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교육 내용의 최종 형태를 구 해 내

는 수행 지식이라는 에서 학습자 심 교육을 한 필수 연구 상이 된다.진정

한 학습자 심 교육을 수행하기 해서는 교육 과정이나 교재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학습자와 함께 실제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해 내는 교수자와 그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

한 교수 지식들의 작용에 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 까지 교수와 교수자

연구는 실제를 이론화하는 작업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문법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구체화·체

계화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삼았다.‘문성을 추구하는 교사는 ‘교과’를 다루지만 ‘교

재’에 지배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에 합하도록 교과과정을 극 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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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오욱환,2005:125).’라는 견해는 교사의 역할과 지식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에 따라 수업 구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이와

같은 교수 실천을 직 인 연구 상으로 삼은 것이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

라 할 수 있다.

2.제언

교육이라는 행 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이

다.그 기 때문에 교육 문제는 체로 난제인 경우가 많다.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태도가 개입하고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며,발 되는 국면이

종종 서로 모순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교육의 실천 국면에 직 으로 작용하는 교수

학 내용 지식에 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교수학 내용 지식은 교수 행 를 통해

드러나고 수행 결과를 통해서만 악 가능한 차 지식이자 개인 지식이며,교과나

역 특수성을 띠고 있는 지식이다. 민하게는 매 수행 국면에서 다른 양상으로 펼

쳐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그러나 실재하는 지식으로서 교육 장에서 실제

교수·학습을 구성하고 교육의 질에 직 으로 여하는 교수자의 지식이라는 에서

교수학 내용 지식 연구는 잠재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그 가치가 높다.본

연구는 문법 역에서의 교수학 내용 지식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의 향을 받

으며,어떠한 범주를 통해 실제로 구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 논의이다.이를 통해 막연

하게 논의되어 오던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체를 보다 실제 이고 명확하게 드러내어

하나의 지식 체계로서 상화하고자 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한 드러내고 있다.먼 학습자의 반응을

인지 인 차원과 정의 차원으로 나 어 그것이 교사의 교수학 내용 지식 구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함께 반 하지 못한 이다.본 연구는 철 히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수자의 지식과 교수자의 태도에 주목하고 이에 한 교수자의 인식 등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데,이는 교수자의 지식이나 태도에 학습자에 한 인식이나

고려가 과거 교수 경험을 통해 되어 왔다고 제하 기 때문이다.실제로 교수 활

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재 학습자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통해

된 학습자에 한 교사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화를

해 이와 같은 가정하에 연구 상을 교수자의 지식과 인식으로 좁게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하 다.그러나 학습자가 교수학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직 으로 혹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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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교수학 내용 지식

의 실제 인 범주 구성이 다른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 교수학 내용 지식의 실

체를 다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본질에 보다 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를 유형화한 것의 한계이다.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분류하여 각 유형의

형을 심으로 참여 교사를 선정하 으나 해당 유형에 속하는 교사가 유사한 교수

특성을 보인다거나 필연 으로 어떠한 교수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 잠재 요소를 갖

고 있다고 하는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이는 본 연구가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

학 내용 지식이라는 하나의 지식 체계에 을 맞추고 그것을 이론 으로 상화하

고 체계화하는 데 목 을 두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다 규모의 연구가 가능하다면

교수자의 특성을 심으로 교사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로 교수 특성을 밝 보

다 실제 이고 실천 인 교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교수학에 한 논의가 교과 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지식 심 역인 문법 역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극 으로 이루어져야 국어교육학

의 학문 내 논리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기조 아래

본 연구는 구체 이고 실제 인 교육 장에 충실하고 있으나 그것을 이론화하여 논의

의 토 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 을 두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처방 성격을

지니거나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다.문법 교수를 한 구체 인 교

수 목록을 제시하거나 문제 상황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토 에

서 생되어야 하는 연구로 개별 이고 특수한 사안에 맞추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단편 인 방안을 개발하는 데 치우쳐 있던 문법 교수․학

습의 논의가 공고한 이론 토 에서 보다 본격 이고 생산 으로 다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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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edagogicalContentKnowledge

forGrammarEducation

Lee,Ji-Su

Thisstudyfocusedon'PedagogicalContentKnowledge'(PCK)asacore

subjectknowledgein determining theprofessionalism ofateacherand

attemptedtotheoreticallyorganizePCK inthefieldofgrammar.PCK isa

keyconceptinrevealingteachingprofessionalism ofateacher,andisalso

ateaching knowledgewhich directly actson educationalreconstruction

processofsubjectknowledgeinpractice.Thisstudysuggestsorganizing

otherteachingknowledgeinrelationtoPCK,andalsoshowshow PCK

canbecategorizedbyanalyzingagrammarteachingandlearning.

'Education'isauniqueactofnegotiationwhereateacher& astudent

withparticularpurposemeetandconfigureeducationalcontentstogether.It

istruethatdiscussionsregardingteachingandlearningsofarhasfocused

onthecontentsandteachingstrategyratherthenteacherandstudentwho

are as main agents ofeducation.However,the 'educationalcontents'

whichthestudentshallreceivecannotbethesameasthecurriculum

and/ortextbooks,becauseitisthetotalityformedfrom educationalactions

betweentwoagents.Therefore,thestudytriedtoprovideatheoretical

frameworkwhichencompassesgrammarteaching& learningbyfocusing

onagrammarteacher,ataplacewheregrammareducationisconducted,

&his/herPCK.

PCK istheconceptualized term indicating thecoreknowledgeofa

teacher which enables his/her educational actions.PCK,the action

knowledgeofateacher,hasalwaysexistedwitheducation,butitsidentity

has been perceived neverconcretely butonly abstractly.PCK shows

distinctcharacteristicsdependingoncurriculum orfield,andcharacteristics

ofproceduralknowledge by materializing only when actuala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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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 learning are accompanied.Therefore,discussion regarding

PCK's system orrange can happen around the subjectonly,and it

requiresperceivingteacherandstudentasthe'actingagentsofteaching

andlearning'.

InthefieldofKoreanlanguageeducation,orfurthermore,inthefieldof

Korean grammareducation,almostno discussion has been conducted

regardingwhatarethequalificationofPCK,how itshouldbecomposed,

andthroughwhatrangeitisbeingrealized.Inaddition,previousPCK

researchesshowedtendency of1)replacing PCK with alistallother

teachingknowledgewhichareinvolvedincomposingPCK,or2)treating

PCK asasimpletotalityofteachingtechniquetoimproveteachingskills

ratherthanidentifyingPCKitself.

Thisstudy defines PCK as themechanism to integratepedagogical

factorsthataffectvariousteacherknowledgeandteaching andlearning

practicessuchascontent,learner,andcurriculum knowledge,toenablethe

compositionandactualpracticeoflearningandteaching.Also,thestudy

revealsthatPCK isnotasimpleteachingtechniqueormethod,butrather

aprofessionalknowledgestructure,andsuggeststhepracticalrangeof

PCK.Todothis,atfirst,'PCK'and'otherteacherknowledgeinvolvedin

PCK'were separated and the 'involved elements'were presented by

organizing. Inparticular,theaffectiveandmeta-cognitiveelementswere

emphasized.Then,this study reveals the substance ofthe PCK by

categorizingofPCK.

ThereasonswhytheresearchonPCK wasnotactivelyconductedare

becauseit'spracticallydifficulttoproceedaprivatestudytargetingon

teachersandalsothenatureofthestudyrootedintheareaofknowledge

whichisempirically cumulatedandhighly likely tochange. However,

human activity has agreeable universality and moreover institutional

education changes with sharing a certain direction. In addition,all

knowledgealwaysfacesthepossibilityofreconstructionaccordingtothe

changesinthecommunityanditsmembers.

Therefore,academicsystematization isonly possiblewhen effortsfor

discussion andconsensusareinsistently repeated andcontinueddes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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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hardships.Thestudyfindsitssignificanceinsuggestingadditional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agnosing and predicting

phenomenaofgrammareducationbyfocusingonareas,whichhavenot

beenactivelyinvestigatedsofar,suchasteachingandlearningareaof

grammar,andteachingagentthemselves.

Keywords:PedagogicalContentKnowledge,PCK,grammareducation,

grammarteaching& learning,teaching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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