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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일한 대상이라도 이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그것은 대상을 바라보
는 사람의 선이해 혹은 인지 구조에 따라 다르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식의 형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인 구성주의가 학
습의 영역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법교육에서는 문법 개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논의를 집중해 왔을 뿐 학습자가 실제로 문법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
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더욱이 문법 개념이 학습자 내부에서 활성화된 
지식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작용이 부재한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는 그 개념이 형
성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다양한 사태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내부에서 발생하
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운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가 학습한 개념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법 개념의 발달을 위한 교육 내용
을 설계하였다. 특히 음운 교육의 경우 학습자들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 
이전에 일상에서의 발음 및 표기 경험을 통해 이미 풍부한 자발적 개념을 축적하고 있는 
한편 학습자가 느끼는 인지적 부담이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Ⅱ장에서는 문법 개념이 언어 현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자 나아가 자기 언어 운
용의 도구로 기능함을 밝혔다. 그리고 과학적 개념에 상대되는 주관적 개념인 오개념을 
‘합의된 개념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문법교육이 설명력이 더 큰 이해로 
나아가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주로 과학 교
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오던 오개념을 문법교육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는데 중간언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이를 ‘잠
재성을 지닌 과도기적 개념’으로 재개념화한다면 학습자의 개념 발달에 있어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개념이 학습자의 친숙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의 현 인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서의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오개념의 양상과 형
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음운 관련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측정 및 예비 조사의 결
과를 토대로 오개념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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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은 개념별 및 
상·중·하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개념별 분석에서는 음운, 반모음, 이중모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상·중·하 집단 간 정답률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던 개념과 집단별로 오류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각 집단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개념을 밝혔다. 분석한 낱낱의 오개념들은 ‘표기형에 근거
한 개념 추론’,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적용 및 비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으로 
일반화 및 범주화하여 다른 영역의 개념과 구분되는 음운 관련 오개념의 내용적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오개념을 유발하는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는 음운 관련 개념들을 소리의 범주
가 아니라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개념의 범주화 오류,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와 같은 인지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리
고 학습자 외적 요인은 개념의 내적 정합성과 관련된 문제, 교사의 오개념, 자발적 개념
에 대한 고려 부족이나 개념 형성 맥락의 소거, 개념의 적용 조건에 대한 설명 미비 등
과 같은 교과서 표상 차원에서의 논의로 정리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음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오개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문법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오개념
에 근거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오인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잠정적 합
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문법의 개념과 학습자 개념의 설명력을 견주는 과정 등과 같
이 학습자의 오개념을 발판으로 하는 문법 탐구 학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념 발달
을 위해서는 결국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여야 하는바 본고에서 
발견한 오개념 형성의 내적 요인에 대한 처방으로 개념의 범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경험을 대상화하여 경험과 사고를 구분하며, 개념 형성의 맥락을 복원을 통해 개념
의 속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 실례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문법교육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학습자 오개념을 발달
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그 양상과 형성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음운 관련 학습자 오개념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교육, 음운 교육, 오개념, 개념 구성, 문법 탐구, 문법 능력
* 학  번 : 2016-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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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나의 객관적인 언명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선이해 혹은 인지구조에 따라 다르게 동화(장상호, 2000: 238)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이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백지 상태의 학습자
에게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구조가 능동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식의 형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이었던 구성주의가 
학습의 영역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법교육에서는 그동안 문법 
개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만 논의를 집중해 왔을 뿐 학습자가 실제로 문법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문법학이 아닌 문법교육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의 차원(민현
식, 1992: 51)을 염두에 두고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
안의 문법 교육과정은 기술 문법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국어과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문법 교과에 대해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은 여전
히 크다1). 이처럼 학습자가 문법 학습을 꺼려하게 된 현상은 김은성(2007)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그동안 배웠던 문법 학습의 경험 속에서 연유되었을 확
률이 높다.

전술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문법교육에서는 탐구학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탐구학습의 일환으로 구현되고 있는 활
동지향설계(activity-based design)는 학습자가 문법 지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
고 자신의 내부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것을 독려하기보다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
업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1) 다음은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으로 인해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교사

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다.
  【예-T-S-47】학생들은 문법 자체에 대한 두려움 및 거부감이 커서 덮어놓고 싫어하거

나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필요성과 흥미도를 함께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점
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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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보다는 교과서 집필자 또는 교사의 직관적 판단
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통찰에 이르는 과정이 우연적이다.

교육은 학습자가 현재 위치한 그 수준까지 내려와 그의 안목을 함께 가지는 일
에서부터 시작된다(Kierkegaard, 1859; 양미경, 2003: 246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문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능력(구본관, 2010: 191)의 신장을 목표로 학습자가 문법 학습을 통해 자기 
나름의 의미를 구성하여 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
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문
법 개념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개념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사태에서 개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
헤드(Whitehead, 1929)는 단순한 사실의 기억은 비활성화된 무기력하고 무용한 
지식2)이며 반면 이와 대비되는 개발된 정신적 상태로서의 지식은 활동 속에서 직
접 작동한다고 보았다. 문법 개념이 학습자 내부에 활성화된 지식으로 기능할 것
인가 아니면 작용이 부재한 상태로 존재할 것인지는 그 개념이 학습자 내부에 형
성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관심을 둘 때 수학, 과학 교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오개념(誤槪念, misconception)은 연구의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전술한 교
과들과 마찬가지로 문법 영역 또한 교과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을 파악하
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 교과에서의 지식은 자연 현상의 원리를 
다루지만 인간이 자연 운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반면, 내러티브적 앎을 구성하
는 문법교육에서 언어 현상의 원리를 다루는 문법의 주체는 그 자체로 언어 운용
의 주체(제민경, 2015; 27)이므로 각 교과에서 학습자가 구성해내는 지식의 본질
에는 차이가 있다. 즉 오개념은 범교과적으로 논의되는 교육학적 개념이라고 할 
2) 비활성적 지식이 무용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단지 쓸모가 없다는 식의 실용적인 의미에서

가 아니다. 그것은 명목상의 의미만 있을 뿐 그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작용의 부재함을 지
적한 것이다. 그런 지식은 아동에게 소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습득과정이 너무도 
메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 소지자에게 마땅히 증명되어야 할 지식의 내재적 가치를 손상시
킨다(장상호, 20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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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오개념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의 고유한 성격과 기
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법교육적 맥락에서 오개념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3).

문법교육에서의 오개념 연구는 비교적 최근 들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례를 수집하는 것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 왔으며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처치해야 한다는 제언 차원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개념을 문법 인식을 확장 및 심화할 수 있는 인지적 교두보(김호정 외, 2009: 
207)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학습자 오개념
을 개념 발달에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더욱이 음운 학습은 지식의 기저 구조에 대한 이해보다는 표면 지식의 암기에 
상당 부분 의존4)하고 있어 학습자가 느끼는 인지적 부담이 다른 영역에 비해 더
욱 크다. 본고에서 실시한 음운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수집된 교사의 진술은 
이러한 현장 개선에 대한 갈증을 보여 주고 있다.

【본-T-S-7】 교사는 개념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학습자들은 음운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학습 이전에 발음 및 표
기 경험을 통해 이미 풍부한 자발적 개념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개념
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음운 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활용하여 문법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도록 한다. 상술한 필요
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영역별 인지이론(domain-specific cognition theory)에 의하면 각 교과는 서로 다른 특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식론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논리도 
다르다. 따라서 교수 방법이나 수업 전략 또한 교과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사고의 방식이
나 성격 또한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대
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허신혜, 2001: 19).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 교과의 개념의 정
의와 그 속성을 탐색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오개념을 재개념화 하도록 한다.

4) 김보경(2012)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앎과 기억을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앎이란 관계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며 이러한 관계구조는 암기되지 않고 발견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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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법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을 발달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한다.
둘째,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과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학습자 오개념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음운 교육 내용을 재설계하고 이

를 반영한 조직의 실례를 구안한다.

2. 선행 연구

 
2.1. 오개념에 대한 연구

오개념은 일반적으로 각 학계의 합의로 정해진 개념과 대치되는 학습자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Byrnes, 2008; Clement, Brown&Zietman, 1989; 송종숙, 2017: 3
에서 재인용)이다5). 그동안 오개념 연구는 다른 교과에 비해 학문적 개념이 명확
하고 개념 간 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 수학 교과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어 교과에서는 최근 들어 문법 교과를 중심으로 학습자 오
개념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어교육적 맥락에서 오개념을 재개념화하고 
연구의 범주와 방법 등을 논한 김호정 외(2009)를 출발점으로 하여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축적된 연구물의 수는 많지 않다.

김호정 외(2009)에서는 타 교과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국어과 고유의 
구조 및 속성을 고려하여 오개념을 재개념화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국어교육적 맥
락에서 오개념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다
루고 있다. 특히 오개념을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인지적 교두보
(김호정 외, 2009: 207)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습자의 앎의 과정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오개념을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본고의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
5) 학습자들의 잘못된 개념을 올바른 개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주로 ‘오개념(misconcep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
(誤)’라는 용어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는 판단을 표상하고 있지만 여타의 다른 속성에 초
점을 둔 용어들도 학습자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안된 바 있다. 그 
예로는 ‘선개념, 대안적 개념, 직관적 신념, 자발적 추론’ 등이 있다. 각 용어가 지니는 의
미를 견주어 보며 학습자 개념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작업은 후술하도록 하며, 본 절에서
는 현재 국어 교육 관련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개념’이라는 용어를 선택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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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또한 김호정 외(2009)에서 논의한 오개념 연구의 범주와 대상의 구분6)에 따라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Ⅰ-1>과 같다7).

 <표 Ⅰ-1> 연구 범주 및 대상별 연구 분류8)
     연구 대상

연구 범주
학습자

환경

교사 교재

오개념의 유형

김지영(2013)

남가영(2013)

김미나(2015)

박종미·강민이(2016)

전영주 외(2017)

정재임(2015)
조진수(2014)

황용우(2016)

최선희(2017)

이관희·조진수

(2015)

오개념의 형성 박정훈(2016) 남가영(2013)

오개념의 처방

그동안의 국어과 오개념 연구는 그 양상을 수집하고 유형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개념에 대한 처방을 다루는 연구는 조진수(2014)
와 김미나(2015), 황용우(2016), 최선희(2017)이 있다. 김호정 외(2009)에 따르
면 오개념에 대한 처방과 지도와 관한 연구는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바로잡는 간접적인 방식과 학습자가 지닌 오개념이 학문적 개
념에 가까워지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황
6) 김호정 외(2009)에서는 개념 학습을 위한 주된 참여 주체를 ‘학습자’와 ‘환경’으로 나누

고,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다시 교사 및 교재,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었다. 
또한 과정적이고 결과적 실체로서 오개념이 지닌 속성에 의거하여 ‘국어과 오개념의유형, 
형성, 처방(지도)’에 대한 연구로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7) 국어과 오개념 연구물의 수는 2018년 1월 기준 총 13개이다. 그 중 이경화·안부영(2011)
은 초등 예비 교사들이 국어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수업 지도안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관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습 목표, 평가 요소 등 일반 교과학적 개념들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오개념을 관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오개념을 다
룬 다른 오개념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 Ⅰ-1>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8) 김호정 외(2009)에서는 동료문화, 일상 언어 경험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 또한 학
습자의 환경 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나 현재 국어과 오개념 연구 가운데 이러한 맥락에 대
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 <표 Ⅰ-1>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았다. 아울러 남
가영(2013)은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오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교과서의 
오개념 형성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연구 대상이 ‘학습자’와 ‘교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
므로 중복하여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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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2016)은 전자에 조진수(2014), 김미나(2015), 최선희(2017)는 후자에 해당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관희·조진수(2015)는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오개념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의
의가 있다. 더욱이 오개념을 언어 단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지식의 
내용적 속성에 기초하여 유형화고자 하였으며 이는 후속 연구들의 오개념 유형 분
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즉각적으로 교정해야 하는 단편적 오류와 학습자의 인
지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오개념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제언 부분의 논의는 분
석한 오개념을 문법 탐구에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본고의 연구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지영(2013)은 품사에 대한 중학생의 오개념을 파악한 연구로, 다른 연구들이 
학습자에게 정태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로서의 오개념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수업을 
통한 오개념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와 달리 학습 이전의 선개념을 조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지영(2013)에서
는 선개념이 교수·학습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나 본고는 선개념
을 학습자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과제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가영(2012)9)에서는 문법교육 개신(改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경험, 오개념 
그리고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특히 오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를 처치와 교정
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정(正)개념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처방적 관점과 학습
자의 오개념을 그 자체로 현 앎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 주는 유용한 자료인 동시
에, 향후 문법 교수·학습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남가영, 2012: 23)로 간
주하는 발달적 관점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오개념의 
재개념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남가영(2013)은 교과서에서 학습자 오개념 
형성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남가영(2013)에서는 교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단어형성법 관련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
하여 문법 교과서에서의 오개념 형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의 국면에서 활용하고자 한 논의로는 조진수

9) 남가영(2012)는 문법 교과서를 살펴 문법교육의 개신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오개념을 
분석의 대상을 삼기보다는 김호정 외(2009)와 마찬가지로 문법교육에서의 오개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표 Ⅰ-1>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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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 있다. 조진수(2014)는 자립성과 의존성 개념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
상 및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개념의 문법교육적 가치를 밝혔다. 특히 김호정 
외(2009)의 ‘인지적 교두보’라는 명명을 탐구의 차원에서 ‘탐구의 시발점’과 ‘비계 
설정의 근거’라는 용어로 예각화하여 오개념이 문법 탐구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역
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미나(2015)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을 연구하여, 이를 초
등학교 문법교육을 반성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중학교 문법교육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 토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오개념’이라는 용어가 근본적으로 학습자 
개념의 정오(正誤)를 예단(豫斷)하여 문법교육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학습자 문법 
개념의 양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대신 학습자의 문법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최선희(2017)은 김미나(2015)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습자의 오개념을 대상
으로 한 연구로 오개념을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개념을 최소화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한 후 이를 학교 현장에 이를 투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과학 교과에서 오개념은 주로 학습 이전에 학생들이 자연 현상이나 일상의 
경험에서 자기 나름대로 형성해 온 선개념을 의미한다. 오개념을 수집하여 윤성규 
외(2007)와 같이 오개념 편람으로 제작하거나 나아가 오개념 극복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순환 학습지도 모형, 개념변
화 학습지도 모형10) 등 다양한 학습 전략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학
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에 상대되는 자연현상이나 타인의 주장에 직면하였
을 때 나타나는 인지적 갈등을 활용하여 선개념을 과학자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인지적 갈등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김범
기·권재술(1995), 노태희 외(2002), 권재술(2003) 등이 있다. 

수학과에서도 오개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최지선(2003)에서는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을 인식론적 요인과 교수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10) 윤성규 외(2007)에 따르면 순환 학습지도 모형은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와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드라이버(Driver, 1989)의 개념 변화 학습 지도 모형은 학생
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 및 재구성하며, 재구성한 생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응
용하고 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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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인식론적 요인과 관련하여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모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학습자 내적 요인을 탐색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김부미(2006)는 ‘개념 변화’와 ‘개념 성장’을 구분하
고, ‘개념 성장’을 수학적 오개념을 발판으로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지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실례를 구안하였다. 인지심리학적 논
의를 바탕으로 오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호정 외(2009)와 마찬가지로 역사 교과 내에서 오개념을 재개념화한 논의로는 
허신혜(2001)이 있다. 해석적 성격이 강한 사회과학의 개념들은 자연과학에서 다루
는 오개념과는 같은 인식선 상에서 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을 밝히며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이켜 보도록 유도한다면 오히려 오
개념이 고도의 사고활동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오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고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허신혜(2001)에서 논의하고 있는 오개념은 학습자의 
선개념에 한정되어 있어 학습 후에 형성되어 있는 오개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연구 대상에 차이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국어과의 오개념 연구가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
으며, 오개념의 양상을 수집하는 것에서 점차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교
과에서의 오개념 논의를 참조하되 개념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에서
의 오개념을 새롭게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2.2. 음운 교육에 대한 연구

음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지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음운 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연구이다. 오개념의 양
상을 유형화한 논의 가운데 본고와 같이 음운 교육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종미·강민이(2016)과 전영주 외(2017)가 있다. 박종미·강민이(2016)은 고등학
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음운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본 연구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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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들이 대부분 선택 후 설명법이나 자유답변식 서술형과 같은 방식을 오개념 
검사 도구로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고구술법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만 사고구술의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일회적인 설명이 과연 개념으로 학습
자 내부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의존적인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
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영주 외(2017)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국어과 서답형 문항의 
오답 유형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오개념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개념을 예방과 처치
의 차원 뿐 아니라 문법 탐구의 자원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는 있으나 
분석한 오개념을 활용하여 그 실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탐색의 범위가 ‘음운’이
라는 단위 하나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표집 집단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다
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둘째, 현재 음운 교육의 실태 분석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운 교육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 또한 정규 문법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
한 학습자들의 개념 구성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7차 중학교 『생활 국어』와 고등학교 『문법』교과서의 음운 
단원 내용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한 이문규(2003)에
서는 교과서에서 음성 층위와 음운 층위, 소리 층위와 글자 층위도 명확히 구분되
고 있지 않아 음운 교육의 용어와 개념 이해에 혼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본고의 오개념 형성 요인 분석 시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신지영(2006), 
이진호(2012) 또한 국어 음운론 지식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교과서 기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음운 교육 내용을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다룬 논의들이다. 이러한 논
의는 다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실제 음운 관련 개념들을 학습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논의로는 박재현 외(2007), 
김호정 외(2007), 김은성 외(2007), 그리고 정주리(2006)이 있다.

박재현 외(2007)에서는 문법 용어를 문법 개념의 표현적 실체로서 재개념화하
고, 문법 용어를 파악하는 것이 곧 문법 교과에서의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임
을 밝히고 있다. 김호정 외(2007)는 문법 용어를 통하여 문법 지식을 체계화하고
자 한 논의로 박재현 외(2007)와 마찬가지로 문법 용어를 용어의 문제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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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문법 교과의 중핵적인 지식 구조의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도 김호정 외(2007)의 논의를 참고하여 학습자들이 용어를 
통해 어떻게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성 외
(2007)에서는 국어 문법 학습자의 음운에 대한 앎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음운 
관련 교육 용어들을 선정하고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확인하였다. 음운에 대해 어
느 정도 아는가의 문제를 학습자 자기 보고와 객관적 측정이라는 두 가지 검사 방
법을 활용하여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관적 인식도 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본조사에서 확인할 개념을 선정하였다.

한편 정주리(2006)에서는 문법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이미 학습 이전에 잠재 지
식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새로운 지식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잠재 지식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의 
음운 교육이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에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본고의 문제의
식과 동일선상에 있다.

한편 음운 개념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는 조창규(2012)와 오정훈
(2006)이 있다. 조창규(2012)는 다른 대부분의 논의들이 교육 내용 선정에 집중
하고 있는 반면 개념 획득 모형을 적용한 음운 교수·학습 방법의 실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오정훈(2006)은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적용
하여 국어 음운 체계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현재의 음운 교육이 
지식의 획득과 파지에 대한 직접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심상 이용, 정교
화, 조직화 등의 인지심리학적 논의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의 음운 교육 관련 연구는 분석의 대상이 학습자이기보다는 교과서나 
교육 내용 그 자체였던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제외된 실
태 분석은 현장으로 환류되었을 때 그 효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을 구성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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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관점을 구체화하고 
학습자의 오개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
는 우선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 후(Ⅱ장), 인과적 접근 방
법을 취해 조사한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과 그 형성 요인을 밝히고(Ⅲ장) 음운 교육
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자 오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례를 
구현(Ⅳ장)하고자 한다.

 <표 Ⅰ-2> 연구 방법
연구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토대

• 문법 개념에 대한 고찰

• 학습자 오개념의 재개념화

•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 문헌 연구

• 음운 교육의 실태 파악 • 교사 및 학습자 인식 조사

Ⅲ. 오개념 양상 및 

형성 요인 분석

•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분석

 - 개념별 학습자 오개념 분석

 - 학습자 집단별 오개념 분석

• 학습자 오개념의 유형화

• 학습자 질문지 및 면담 자료 

분석

• 교사 면담 자료 분석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분석

Ⅳ. 교육 내용 설계

• 음운 교육의 목표 정립

• 학습자 오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향

• 교육 내용 구현 예시

• 문헌 연구

• Ⅲ장의 양상 및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라는 두 층위에서 수행되었다. Ⅱ장
에서는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법교육의 중핵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정의와 기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개념에 대응되는 학습자의 오개념 연구
의 필요성을 밝히고 문법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 오개념을 재개념화하였다. 이러
한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그 형성 요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오개념 양상을 수집하기에 앞서 우선 기존 음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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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습자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대상 설문 조사의 목적은 실
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운 교육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다.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중학교 경력이 있는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는 중·고등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 대상 인식 조사를 통해 음운 교육 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
과 흥미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학습자 오개념 검사에 참여한 서울, 경기 소재 고등
학교 2·3학년 학습자 156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문법』의 학습을 마친 지 한 달 
이내에 설문을 실시하여 학습자가 음운 교육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생생하
게 수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음운 수업에 대한 흥미 정도, 음운 수업 후 
자신의 언어 생활에서 변화된 점, 음운 학습에서 곤란을 느끼지는 지점 및 그 이
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실제 학습자의 오개념 양상 및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Ⅲ장에서는 조사 목
적에 따라 두 유형의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학습자 오개념 사례를 수집하고자 한 
본조사 1의 연구 대상은 교육과정 상의 음운 관련 내용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습자이다. 문법교육이 지향하는 종착점으로 설정한 인간상과 초·중등 문
법교육 내용의 이수를 마친 학습자의 실태를 비교한다면 문법교육의 현재를 진단
하고 이를 교육내용 재설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집 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의도적 표집(purpositive sampling)11)의 일환으로 국
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평균과 평균 이상·이하에 해당하는 학교
를 선정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추가 면담을 통해 응답별 의미를 정교화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둘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론화를 시도하는 삼각측정
(triangulation)12)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외현적 내용뿐 아니라 암묵적
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김석우·박상욱, 201: 
327-329; 이주영, 2017: 15에서 재인용)에서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11) 크레스웰(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5: 190-192)에 따르면 의도적 표집 방법 

가운데 질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대 변량 표집’은 차이를 극대화하여 최대한 다양
한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 방법이다. 본고에서도 최대 변량 표집 방법을 활
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2) 덴진(Denzin, 1989)은 삼각화를 자료의 삼각화, 조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
의 삼각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의도적 표집을 통해 보다 다양한 학습자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방법은 ‘자료의 삼각화’와 관련이 있으며, 질문지 조사와 함께 면담 방식을 병용한 
점은 ‘방법의 삼각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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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고에서 실시한 실증적 연구의 개요이다.

<표 Ⅰ-3> 실증적 연구의 개요
구분 목표 대상 방법 시기

예비 

조사

음운 교육 실태 

및 선개념 조사

교사 서울, 경기 소재 중학교 경력 교사 53명
질문지 조사 2017.4.

학습자 경기 소재 C,B,A 중학교 1학년 학습자 283명

문법 개념화 

양상 조사

서울 소재 K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
수업 영상 및 

과제 분석
2017.5.

경기 소재 Y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4명
소집단 토의 

및 면담

주관적 인식도 

조사
경기 소재 N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53명 질문지 조사 2017.7.

본

조사

음운 교육 실태 

및

학습자 오개념 

조사

교사
서울, 경기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30명 질문지 조사 2017.8

서울, 경기 소재 D, H 고등학교 교사 2명 면담 2017.8

학습자

경기 소재 N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53명

질문지 조사
2017.

7-8.

서울 소재 D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56명

경기 소재 U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5명

경기 소재 H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65명

학습자 오개념 검사에 참여한 학습자 8명 면담 2017.8

학습자 오개념은 개념별 뿐 아니라 정답률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상·중·하 집
단별로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및 교사 면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여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
여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학습자의 오개념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정
하였다. 물론 최선희(2017: 16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오개념 형성 요
인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
당 학교 교사 2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설명 내용이나 수업 구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참고하였다.

Ⅳ장에서는 문헌 연구와 Ⅲ장의 양상 및 형성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 실례를 구현하였다. 학습자 오개념은 크게 문법 탐구 경험의 마
련을 위해 활용되거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지적 도약을 위한 교육 
내용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개념을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
로 간주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문법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으로 보
고 구체적인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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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운 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의 이론적 토대

1. 음운 교육에서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학습자 오개념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교육적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
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오개념은 학습 대상으로서의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앎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개념 
논의의 토대가 되는 개념의 일반적인 정의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그동안 문법교육에서 논의되던 개념이 학습자의 이해 영역으로까
지 확장되지 못하고 학습 내용이라는 좁은 의미로서만 정의되어 왔으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1. 개념의 정의 및 유형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데 이는 크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개념을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다. 비고츠키
(Vygotsky,1934)는 단어의 의미를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모든 단어의 의미
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쿠퍼(Cooper, 1975) 또한 개념을 갖는 
것은 대상을 갖는 것이며,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개념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
하여 개념과 단어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 따르
면 개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 등에 대한 서술적 표현을 언어로 기호화한 것(차경
수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1: 203)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개념을 범주로서의 속성과 관련지어 정의할 수 있다. 범주는 개념에 근거
하여 사람들이 동일 유목에 함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동일 유목으로 
기하고 있는 본보기들의 집합(신현정, 2011: 20)이다. 따라서 개념은 세상에 존재
하는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고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속성을 갖는 개별 경험의 집합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13). 마토렐라(Martorella, 

13) 경험을 개념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모든 인지과정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인지 능력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일 모든 개체를 독특한 개별자로만 처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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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또한 개념을 서로 관련이 있는 속성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규칙
을 가진 경험의 범위로 정의한 바 있다.

개념의 정의에 관한 입장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취한다고 하더라고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의 ‘추상화’ 단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허경철 외(2001ㄴ: 275)
에서는 개념을 ‘각각의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으로부터 추상화 과정을 
거쳐 그러한 속성들을 종합한 하나의 집합으로서의 관념(또는 생각)’으로 정의하
였다. 이때 추상화 과정이란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고츠키 학파의 다비도프(Davydov, 2008) 또한 단어의 의
미란 하나의 대상에서 보편화되고 추출되었으며 요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
문에 그 의미를 가리켜 ‘일반화’ 혹은 ‘추상’으로 규정(Davydov, 2008; 정현선 역, 
2013: 474)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단어에는 사용자들이 공통되고 본질적
인 속성이라 판단한 것이 표상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 즉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사물의 여러 속성 가운데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개념이 반드시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운 개념 또한 학교에서 교육 내용으로서 명시적으로 학
습하기에 앞서 개개인에게 이미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존재해 있다. 비고츠키
(Vygotsky, 1934)는 이를 자발적 개념으로 명명하면서 과학적 개념과 구분하였는
데 자발적 개념이란 학교 밖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을, 과학적 개
념은 학교에서의 구조화된 교육을 통해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14).

문법교육의 국면에서의 자발적 개념이란 학습자가 그동안 일상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의미한다. 언중들은 사실상 이미 이러한 자
발적 개념에 터해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 개념의 실체를 스스로 파악하

엄청난 다양성에 압도되어 경험 내용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개념은 제한
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물과 사건들의 다양성을 축
소할 수 있게 해 준다(Bruner, Goodnow, & Austin, 1956; 신현정, 2011: 19에서 재인용).

14) 비고츠키(Vygotsky, 1934)의 ‘자발적 개념’은 ‘과학적 개념’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남가
영(2011)에 의하면 자발적 개념을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고츠키(Vygotsky, 1934)는 ‘학교 밖 경험과 학교 안 경험의 단속
성(斷續性)과 궁극적인 의미의 연속성(連續性)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고츠키(Vygotsky, 1934)의 자발적 개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형성된 과학적 개념의 전
(前) 형태인 개념(남가영, 2011: 117-118)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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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쉽지 않다. 즉 개인은 자발적 개념을 인식이라는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하고 
이를 언어에 대한 ‘감’ 또는 ‘직관’이라는 용어로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범주화
하여 지니고 있을 뿐이다.

반면 과학적 개념은 문법 수업에서 언어를 직접 대상화하여 구조와 기능 등을 
따져 보는 과정에서 형성한 결과물이다. 문법 개념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
로소 자신이 다양한 말소리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를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음운’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표 Ⅱ-1>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비교
         특징

구분         
형성 배경 형성 과정 성격 자발적 대상화 여부

자발적 개념 일상 생활 귀납적 개별적, 구체적 자발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과학적 개념 학교 교육 연역적 체계적, 추상적 대상화할 수 있음

즉 자발적 개념은 <표 Ⅱ-1>과 같이 인간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습
득되는 일상 경험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귀납적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반면 과학
적 개념은 학교 환경에서 습득되는 형식적인 개념으로 자발적 지식에 비해 추상
적,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개념의 습득 및 
활용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역적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초성이 예사소리인 ‘방’보다 된소리인 ‘빵’을 발음할 때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발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문법 개념의 용어와 속성을 학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단어의 
어감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세다’, ‘강하다’와 같은 단어
로 다소 모호하게라도 설명하기도 한다15). 그러나 과학적 개념의 학습을 통해 학
습자들은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ㅂ’과 
달리 ‘ㅃ’은 성문을 좁히기 위해서 성대에 힘을 주며 ‘ㅂ’보다 발음할 때 나오는 기
15) 사실상 과학적 개념에 비추어볼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차이를 소리의 ‘크기’

로 설명하는 것은 오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음운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이 세 음운 간에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C-21】 ㄱ, ㄲ, ㅋ로 갈수록 소리가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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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양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 개념은 학습자들에게 낱낱의 사례와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과학

적 개념은 태생적으로 낱낱의 경험들을 일반화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임을 고려
했을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추상성의 정도가 약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자발적 개념의 취약점은 아동이 이들 개념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없(Vygotsky, 1934; 윤초희 역, 2012: 248)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 개념은 체
계적이기보다는 모호한 상태로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므로 학습 이전에 이를 스스
로 대상화하여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두 가지 형태의 개념의 학습은 이처럼 서로 구별될 수 있다. 교육이라는 맥락에
서 제공되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학습에 비해 덜 체계적인 자발적 학습은 그동안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오히려 장애물로 인식되었으며, 그 특징적인 속
성들은 대부분 소홀히 다루어졌다(Vygotsky, 1934; 윤초희 역, 2012: 38)17). 그
러나 비고츠키(Vygotsky, 1934)는 자발적 개념과 비자발적 개념의 발달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두 개념이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한 과정의 부분
들이라고 보았다.

문법교육적 맥락에 비고츠키(Vygotsky, 1934)의 논의를 도입한 남가영(2011)
에서도 그가 주장한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남가영(2011: 118-121)에 의하면 문법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사용의 단
위이고 소통의 단위인 언어를 분석적 대상으로 쪼개고 문법 용어로 명명하는 과정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과학적 개념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발적 개념에 새로운 개념을 덧씌우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다. 즉 과학적 
개념이 동원되어 기존의 언어적 경험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
의 언어적 경험은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고츠키(Vygotsky, 1934)는 아동의 모국어 이해가 외국어 학습에 의해 강화됨
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아동은 외국어 학습을 통해 사고의 도구로서, 그

16) 개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술한 바와 같이 태생적으로 추상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발적 개념 또한 추상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남가영
(2011)의 논의를 참조하여 자발적 개념 또한 과학적 개념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형성된 
이론적 개념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체성과 추상성이라는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17) 피아제(Piaget, 1923)는 자발적 개념이 체계적인 지식 구성에서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달은 이것이 과학적 개념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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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생각의 표현 수단으로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의식적이고 의도
적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아동의 모국어 발달은 자발적 개념의 형성으로, 외국어 
습득은 비자발적 개념의 학습으로 대응시켜 볼 수 있다. 즉 과학적 개념의 습득이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 개념을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컨대 음운 학습에서 흥미로웠
던 점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결과는 과학적 개념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
발적 개념을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본-H-9】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자음, 모음에 마찰음, 잇몸소리, 비음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등 흥미가 생겼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문법 개념은 일상의 언어 
사용에서 학습하게 되는 자발적 개념과 발달 경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
발적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자발적 개념이 풍부한 학습자일수록 
과학적 개념의 학습 또한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서로의 발달 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문법이란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
여 각각의 이름을 다는 과정(정주리, 2006: 7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문법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학습자가 학습 이전에 자발적 개념을 풍부
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과학적 개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안은 
학습의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념 학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의 정의를 교과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형태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인지 활동의 기본 단위로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 
이전에 이미 구성하고 있는 자발적 개념이 무엇이며, 과학적 개념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그 내부에 구성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교육적 맥락에
서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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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념의 기능

개념을 교육적 차원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 학습자가 개념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개념을 활용하는 학습자가 갖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클라우스미어, 가타라, 프레이어(Klausmeier, Ghatala, and Frayer, 1974)
는 개념의 주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즉, 새롭게 접하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분류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위‧하위 관계 개념을 인식하는 것으로, 개념 간의 일반화 수준에 따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계층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셋째, 인과 관계를 이해
하는 것으로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 있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넷째, 문제 해결의 기능이다. 보통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
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개념들을 추출할 수 있다면, 그 개념들을 이용하여 그 상황에 적합
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차경수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1: 
203-204).

위 진술에서 문제 해결을 제외한 개념의 나머지 기능은 개념을 습득하기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공통점을 가
진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개념의 기능은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과 보다 적
극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
법교육적 맥락에서 이러한 개념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다.

(1) 언어 현상에 대한 인식의 틀

학습자가 어떤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갖고서 세상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수‧학습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Howard, 1987: 8, 차경수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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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간행위원회, 2001: 203에서 재인용). 따라서 개념 학습의 목적은 개념 그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전술한 개념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문법 개념은 ‘언어 현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속성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하나의 범주로서의 관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문법 개념이 언어 현상에 대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역으
로 생각해보면 문법 개념이 지니는 일차적인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 자발적 개념
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문법 개념에 대한 경험적 내용은 개념적 형태로 이루어
지는 정의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학습자에게 습득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문법과 관련된 자발적 개념 수준의 인식을 이미 누적한 상태
이다. 그러나 이를 구조화하여 설명해낼 수는 없는데, 이때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문법 개념의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발적 개념을 대상화하여 바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허경철 외(2001ㄴ: 273)에서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마음의 
눈으로 비유한 바 있다.

개념이란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개념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으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잘못 볼 수밖에 없
다. 개념이란 마음이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 도구다(허경철 외, 2001ㄴ: 
273).

즉 문법 개념은 일차적으로 그동안 대상화하여 살피지 못했던 언어 현상을 인식
할 수 있는 틀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을 단어의 의미와 동일시한 다비도
프(Davydov, 2008) 또한 단어란 하나의 대상에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추출
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18) 어린아이가 단어를 습득할 때 배우는 것이 사물의 ‘근
본을 보는’ 능력(Davydov, 2008; 정현선 역, 2013: 474)이라고 보았다. 즉 개념의 
학습을 통해 사물의 본질적이고 숨어 있는 속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고의 인식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이 음운 교육을 받는 동안 흥미로웠던 점들을 기

18) 예컨대 ‘집’이라는 단어는 현실 속 많은 집들을 가리키는데(일반화), 집들이 지닌 주요하
고 기본적인 의미를 뽑아냈지만 실제 집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단어 안에 ‘흡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의 구조나 재료의 유형(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이다(추상). 추상이
란 보존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단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의 모순적 원칙이다
(Davydov, 2008; 정현선 역, 2013: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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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내용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인식의 틀로서의 문법 개념의 기능과 관련된 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H-20】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말하던 단어들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
져서 재미있었던 것 같다.

【본-H-29】글의 뜻만 생각했지 단어나 글자 하나하나 따져 가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는 것이라 흥미로웠다.

【본-H-20】의 학습자는 문법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낯설게’ 느꼈다고 
답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의 대상에서 성찰하고 탐구하는 대상으로 
위치시키게 된 것인데 이는 음운 관련 개념의 학습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와도 관
련이 있다. 모국어 화자인 학습자들은 사실상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음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19). 그러나 음운은 형태소 이상의 다른 문법 단위와 달리, 의미가 개입하지 
않는 단위(박종관, 2014: 29)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없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법 단위가 아닌 음성 단위로의 주목은 【본-H-29】가 
느낀 바와 같이 우선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지 구조
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
지하지 못했던 것을 대상화하여 그 구조를 직접 따져 보는 경험을 통해 언어의 규
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응답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본-H-12】우리가 평소에 종이에 쓰고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규
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

【본-H-48】평소에 그냥 쓰던 우리말이 엄청난 수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음 【본-H-36】는 교육 내용에 대한 탐구에서 나아가 과학적 개념을 통해 
자신의 자발적 개념을 대상화하여 학습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언어 현상을 민감하
게 인식해 낼 수 있게 됨을 밝힌 바 있다. 학습자는 음운 개념의 학습을 통해 표
19)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인식 조사에서 이러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습자들이 다

음과 같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S-12】 "이런 표 안 외워도 저는 우리말 잘 하는데 왜 배우나요?" 현장에 계신 국어 

선생님들은 문법 시작할 때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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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소리의 두 층위를 변별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본-H-36】 수업을 하고 나서 평소에 말을 하면서 발음과 실제 써 있는 
단어의 차이점을 깨달았다.

 즉 위 학습자는 자신의 자발적 개념을 대상화하여 학습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언어 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언어를 민감하게 인식해내는 학습자는 언
어적 주체로서의 학습자임에 분명하다(신명선, 2013: 93)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법 
개념의 기능은 문법교육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또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대상화하여 낯설게 보고 이를 예전과 달리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
었을 때 학습자의 언어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Vygotsky, 
1934; 윤초희 역, 2012: 287)는 점에서 문법 개념의 습득을 통한 의식적 수행은 
후술할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도 기여한다.

(2) 자기 언어 운용의 도구

허경철 외(2001ㄴ: 293)에서는 어떠한 개념을 충분히 잘 학습하였다는 것의 의미
를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의 측면으로까지 확장시켜 논의하고 있다.

어떠한 개념을 충분히 잘 학습했다는 것은, 첫째, 그 개념의 정의적(결정적) 
속성을 잘 안다. 둘째, 그러한 속성들의 연결규칙을 잘 안다. 셋째, 그 개념에 
적절한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넷째, 그 개념의 이
름을 정확하게 안다. 다섯째, 정의적 속성을 사용하여 그 개념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섯째, 그 개념의 상위개념, 동위개념, 하위개념을 잘 안다. 일곱째, 
그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허경철 외, 
2001ㄴ: 293).

즉 개념을 충분히 학습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석진 외(2009)에 따르면 개념은 플라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활경험에 유리된 불변의 것도 아니고, 또 영국
의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 경험도 아니다. 듀이
(Dewey)는 개념이 어디까지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지적 도구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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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도구로서의 개념의 기능은 문법교육의 맥락에
서는 자기 언어 운용의 도구로 정리될 수 있다. 제민경(2015)에서는 문법교육에
서 언어 현상의 원리를 다루는 문법의 주체는 그 자체로 언어 운용의 주체임을 강
조한 바 있다. 따라서 문법 개념을 습득한 학습자는 학습 이전에 비해 자신의 언
어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문법 개념의 
학습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문법 개념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생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는 점이 문제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 학습자는 사잇소리 현상의 개념적 정의를 진
술할 수는 있었으나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분석적으로 사고하지 못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H-5】 ①등교길/등굣길 ②양치물/양칫물 ③ 위층/윗층
→ ‘등굣길’은 암기한 것이고, ‘양치물’은 느낌이고, ‘윗층’은 ‘ㅅ’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본-H-5】학습자는 해당 개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문법교육이 개
념의 적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잇소리 현상과 실제 사이시옷 표기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느낌’이라고 언급한 것은 언어 직관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 직
관은 모국어 화자가 언어생활을 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적확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 직관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를 
메타적으로 성찰하고 학습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길버트, 오스본, 휀삼(Gilbert, Osborne, Fensham, 1982)은 학생
과 교사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대안적 개념20)이 변화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21).
20) 길버트, 오스본, 휀삼(Gilbert, Osborne, Fensham, 1982)은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기 전

에 이미 파지하고 있는 대안적 개념을 아동의 과학(Sch, children’s science)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교사의 과학(St, teacher’s science)으로 정의하였다. 이때의 대



- 24 -

Sch ㉠

Sch St ㉡

학습자 교사

Sch + St
교수 Sch

㉢
학습 St

Sch St ㉣

Ss ㉤

【그림 Ⅱ-1】학습자의 선개념이 변화되는 모형(최지선, 2003: 20)22)

학습의 결과는 학생의 대안적 개념이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 【그림 Ⅱ-1】와 
같이 다섯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최지선(2003)에 따르면 ㉡의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의 대안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전자를 활
용하고, 교사에 의해 배운 지식은 학교 시험에서만 이용하는 경우이다. 앞서 제시
한 【본-H-5】의 응답은 이처럼 잘못된 자발적 개념을 여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본-H-18】학습자는 음운 변동에 바탕을 둔 표준 발음법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안적 개념은 본고에서 앞서 논의한 자발적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첫째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둘째,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대안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 셋째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대안적 개념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강한 경우이다. 

22) ㉠은 학생이 자신의 선개념을 학습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은 학생이 
자신의 선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은 학습을 통해서 선개
념이 더욱 보강되고 세련화되는 경우이다. ㉣은 학생의 지식과 교사의 지식이 혼합되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이다. 학생은 교사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을 혼용한다. ㉤은 
학습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식이 교사의 지식으로 통합되거나 교체되어 과학자들의 
과학(Ss, scientist’s science)과 같아지는 경우로 최지선(2003: 20)에서는 ㉤의 경우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과 같이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일상에서는 
여전히 과학적 개념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 못함을 강조하고자 해당 논의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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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H-10】은 배운 문법 개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응답들은 문법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언어적 주체의 경험과 성
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3). 

【본-H-18】음운 변동이 가장 흥미로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어 
공부하지 않았고, 평소 혀가 짧아 발음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 음운 변
동을 배우고 표준 발음법을 배우며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H-10】학교에서 친구가 무민 담요를 가져 왔는데 “와, 예쁜 ‘다묘’ 가
져왔구나!”라고 하려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ㄴ을 첨가하여 “와, 예쁜 ‘담뇨’ 
가져왔구나!”라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다.

다음은 현행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반영된 음운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
으로 이는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등학교 학습자가 음운 교육을 통해 최
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음성과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어 음운 체계에서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

운이 보이는 특성을 탐구한다. (중략) 음운 교체를 통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표
현 효과(예: 감감-캄캄-깜깜, 알록달록-얼룩덜룩)를 알아보고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조사해 올바른 발음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독서
와 관련하여 낭송, 낭독의 효과를 다루고, 소리를 연구하거나 발음이 중요한 직
업의 세계를 탐구하여 볼 수도 있다.     

 
(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음운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중략) 한글 맞춤법과 발음의 괴리를 보이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발음
과 표기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독서와 관련하여 청자나 독자
를 위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정리하면 현재의 음운 교육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언어생활에 있다. 이는 국어 교과가 본질적으로 수행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23) 단순히 개념의 정확한 형성 뿐 아니라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자신이 배운 개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의 측면도 개념 학습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6 -

점을 고려했을 때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인 문법교육이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
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뒤이어 서술할 학
습자 오개념 논의와 관련하여 오개념의 양상 자체에 대한 탐색 뿐 아니라 개념 
학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 
능력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24). 

2. 학습자 오개념의 정의 및 형성 요인

2.1. 학습자 오개념의 정의

인지심리학에서는 ‘개념’을 두 개의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우선 ‘concept’은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개념, 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반면 ‘conception’은 사람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정신적인 표상을 의미한
다25). 즉 ‘concept’은 객관적 개념·과학적 개념으로, ‘conception’은 주관적 개념·개인
개념(김미나, 2015: 2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이지만, 이러한 인식론이 학습의 
영역으로 도입되면서 각 교과에서는 학습자의 ‘conception’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다. 즉 지식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지식을 외적인 객관적 실체로 보는 ‘객관주
의’와 인식 주체의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임성규, 2001: 7)로 
구분했을 때 인식의 대상을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고자 한 구성주의에서는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구성해 내는 학습자에게 주목한다26).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이란 학습자가 나름의 가정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능
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아제(Piaget, 1923) 또
한 지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의미를 그대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
24)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개념을 활용하는 맥락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언어 사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개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5) 엄밀히 따지자면 ‘concept’도 정신적인 표상임에는 틀림없으나, ‘conception’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concept’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에 도달하여 객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윤성규 외, 2007: 28)

26) 김현수(2011: 114)에 따르면 인지 심리학의 연구는 주요 변인을 판단 대상과 판단자와
의 관계에 두는 것과 판단 대상의 속성에 두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의 경
우가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이 관심을 두는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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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적절한 표상과 해석을 통하여 내부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conception’에 대한 논의는 과학 교과에서 주로 오개념(誤
槪念, misconception)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과학 교과 뿐 아니라 여타
의 교과에도 구성주의적 관점이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교과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지식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오개념이란 일반적으로 각 학계의 합의로 정해진 개념과 대치되는 개념을 지칭
하는 용어로서(Clement, Brown&Zietman, 1989) 오늘날 대다수의 개념변화 분야
의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Bahar, 2003; 송종숙, 
2017: 3). 송종숙(2017)에서 개념변화를 학습자가 외부 사물이나 현상을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부 불완전하거나 오인된 개념을 밝혀내고 이를 올바른 
개념으로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분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개념은 용어가 표상하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잘못된 것’ 즉 제거되고 교정
되어야 할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오(誤)’라는 용어가 
과연 해당 개념의 외연을 충분히 표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을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한 가지
를 선택한 합의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문법 개념
의 규정 방식과 그 논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조진수, 2014: 277)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오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문법교육에서 그동안 통
용되어 온 ‘오개념’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되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변
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오개념을 단지 처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도
록 발달적 관점에서의 재개념화를 통해 해당 개념의 속성을 보다 정치하게 밝히
도록 한다.

2.2. 발달적 관점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의 재개념화

문법 교과서를 살펴 문법교육의 개신(改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남가영
(2012: 6)에서는 개념의 발달적 속성, 즉 개념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모호한 형
태에서 점차 명료한 형태로, 부정확한 형태에서 점차 정확한 형태로 발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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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그러한 개
념 발달 과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오개
념은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뿐더러27)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알려주는 유용한 자원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점과 어떻게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는지와 같
은 학습자의 개념 형성 과정 및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개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발달적 관점’으로 보고 오개념의 교육적 활용 가
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오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리고 과학 교과와 문법교육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오개념 연구를 비교·분석함으
로써 문법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의 특성을 밝히고 Ⅲ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1) 합의된 개념에 대한 대안적 개념

오개념 연구는 오개념을 제거하거나 대체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간주하던 초기의 
논의와는 달리 198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를 학생들의 개념 가운데 전문가
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용어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용어들은 연구자마다 오개념의 어떠한 속성을 부
각시키고자 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다.

27) 학습자는 백지 상태에서 개념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지식의 작
용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수벨(Ausubel)은 학습에 영향을 주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구조와 관련지어질 때 유의미하게 
학습된다는 점에서 유의미 학습(meaningful reception learning)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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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오개념과 관련된 용어(윤성규 외, 2007: 28를 토대로 재구성)
원어 번역어 대표 연구자

misunderstanding 오해  Hashweh, 1988

spontaneous reasoning 자발적 추리 Viennot, 1979

naive belief 순진한 믿음 Caramazza, 1981

personal construct 개인적 구성 개념 McClelland, 1984

prior knowledge 선지식

common sense 생각

idea

idea 상식

erroneous idea 그릇된 생각 Fischer, 1983

children’s ideas 학생의 생각 Gilbert, 1982

conception

conception 개인개념(주관적 개념)

preconception 선개념 Clement, 1981

misconception 오개념 Strike et al., 1983

intuitive conception 직관적 개념 McClosky, 1983

alternative conception 대안적 개념 Minstrell, 1982

prescientific conception 과학 이전의 개념

naive conception 순진한 개념 Champagne, 1985

existing conception 현존하는 개념

우선 과학적 개념(concept)에 대한 개인의 설명체계라는 의미를 표상하는 개인
개념(conception)은 교육적 맥락에서 학생 개념(students’ conception) 또는 아동 
개념(children’s conception)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있거나 또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른,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개념과 달리 그것이 옳다거나 옳지 않다는 판단을 배제한 용어이기
도 하다. 그러나 이 용어는 사실상 정개념과 오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자의 개념만을 표상하는 용어로 선택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편 ‘대안적 개념(alternative conception)28)’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

28) 대안 개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오개념에 담겨진 부정적인 의미에 반대하면서 대안 체계
(alternative frameworks; Driver, et al., 1985)와 같은 용어가 제안된 바 있다. 이 용어
는 개념 변화에 진화적인 시각을 갖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데 아동의 과학 개념과 과학자
의 개념 간의 차이를 강조하나, 아동이 갖고 있는 개념은 발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
적인 것으로 본다(구성혜,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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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代案)’이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의미하므로 이 용어는 과학
적 개념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학습자들이 구성한 개념도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개념이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학자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이견들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학문적 개념의 수립 과정을 담고 있으며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에도 대안적 개념의 존재는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개념은 오개념을 대체하는 
용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즉 대안적 개념은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예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적 개념으로 명명된 학습자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과 동
등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오개념을 대안적 개념으로 재개념화한다고 하더
라도 주관주의29)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추후 다른 이론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지식이라도 교육의 장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
해서는 지식의 획득이라는 결과보다 학습자가 보다 설명력이 더 큰 이해로 나아가
는 사고의 과정에 교육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학습자의 개념과 교과서의 개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무
엇이 더 설명력이 높은 개념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적 개념 또한 최종적이고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보다 설명력이 강한 개념이 등장한다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대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습자의 오개념을 대안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념들
을 견주어 가는 과정을 통해 정답 획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설명력이 더 큰 이해
로 나아가는 사고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개념’ 용어를 사용하되 이를 ‘합의된 개념에 대한 대안적 개념’
으로 정의하며 정개념으로 대체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음을 분명
히 하고자 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오개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잘못된 
29) 주관주의는 원래 도덕에 지식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선이나 정의와 같은 개념들이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와 
관련을 가질 뿐이지 전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도덕적 견해가 주관적이
고 상대적이라는 것이나. 그런데 이러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는 도덕적 영역에만 국한되
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식의 패러다임, 예를 들면 과학에도 그 창을 들이대고 
있다(R.J. Brownhill, 1983; 김인용·김회용 역, 2012: 13-15). 이에 따르면 확실하지 않
고 의심스러운 학자들의 의견을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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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판단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후 제안된 다른 용어들에 비해 ‘오(誤)’라는 
용어의 일부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하에 학습자
의 앎의 과정에 보다 융통성 있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오개념 관련 선행 연구들
의 기본 관점(김호정 외, 2009: 218)임을 견지하고 그동안 통용되어 오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안적 개념이라는 정의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개념에도 과학적 개념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비
교하여 설명력이 더 큰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오개념
의 양상 뿐 아니라 교육적 활용 방향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2) 잠재성을 지닌 과도기적 개념

과학과에서 오개념은 일반적으로 선개념(先槪念, preconception)30)의 존재를 전
제로 할 때 성립된다. 즉 선개념이 형식적인 학습을 마친 후에도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에 비과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오개념으로 간주한다.

형식적

지식 ↓ ↓ ↑
자연 발생적 

지식 ↑ ↑ ↑
갈등 상황 형식-상징적 상황 자연 발생적 상황 일치 상황

【그림 Ⅱ-2】학습 상황의 종류(윤성규 외, 2007: 128에서 재인용)

윤성규 외(2007)에 의하면 파인과 웨스트(Pine & West, 1986)는 학습자가 외
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활동을 학습으로 정의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과학 지식을 학습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무의식적으로 획득하는 자연발생적 지식과 학교의 형식 교육을 통해서 얻어
지는 형식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학습 상황을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상호 작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때 갈등(conflict) 상황이란 학습

30) 선개념이란 ‘학습 전에 이미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개념들을 각자의 경험을 통하
여 선입관 형태로 능동적으로 구성해 놓은 개념’(윤성규 외, 2007: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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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파지한 자연발생적 지식과 과학 수업에서 제시되
는 형식적 지식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이다. 즉 과학 교
과에서는 선개념31)에 포함될 수 있는 자연발생적 지식을 어떻게 과학적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오개념들이 전통적인 교수법
에 의해 교정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학습자가 자신의 오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도
록 인지적 갈등32)을 유발하기 위해 현재 파지하고 있는 개념에 상충되는 이른바 
불일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업 모형을 가리켜 개념 변화 학습(Conceptual Change 
Learning)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과학과에서의 연구는 그동안 선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할 수 있도
록 하는 개념 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학습자들이 이미 파지하고 
있는 선개념이 학습 이후에 오개념으로 남지 않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
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오개념을 국어교육적 맥락에서 처음으로 논의한 김호정 외(2009)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오개념을 교수·학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념 가운데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1) 선개념은 물론 학습 이전에 학습자들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연발생적 지식 뿐 
아니라, 특정 지식의 학습 이전에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즉 전시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 또한 아우르는 개념이다.

32) 피아제(piaget, 1923는 자신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인지 구조와 환경 또는 인지 구조와 
환경 또는 인지 구조와 인지 구조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되는 비평형 상태를 인지 갈
등이라고 하였다(Bringuier, 1980; 이경호, 2000: 10). 대표적으로 권재술(1989)는 하슈
웨(Hashweh, 1986)가 제안한 인지 갈등 학습 지도 모형을 보완하면서 개념변화의 인지
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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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국어과 오개념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비교
연구 오개념 정의 또는 관련 내용

김호정 외(2009)
학습 과정에 따른 개념의 자연 수정 과정이 예견되는 것을 제

외한, 처음부터 잘못 형성된 것

남가영(2013)

해당 교과에서 체득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표인 ‘과학적 

개념’에 상대되는 개념. 학습자가 특정 과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오인. 학습자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해 오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조진수(2014)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에 대한 학습자의 오개념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개념을 정규 수업에

서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박종미‧강민이(2016)
교육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습자에게 잘못 형성되어 자연

적으로 수정이 어려운 상태

즉 국어과에서 논의되고 오개념은 학습 이전에 존재하던 선개념 가운데 오개념
이 학습 이후에도 수정되지 못한 것과 학습의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오개념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ㅐ]와 [ㅔ]는 발음이 같다.’(박종미·강민이, 2016: 77)와 같
은 오개념은 해당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의 부정확한 언어 사용 
경험에 의한 오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진수(2014)
에서 다룬, 학습자가 형태론적 의존성과 통사론적 의존성을 혼동하여 의존형태소
는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는 학습자가 일상의 경
험을 통해 사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
성된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3).

과학, 수학 교과에 비해 국어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오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는 오개념의 양상을 수집하는 
것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오개
념을 학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표

33) 과학과에서도 선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물리
학이나 화학 분야의 개념들이 원리나 법칙 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생물학 분야의 
개념들은 주로 용어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물학적 개념 형성 과정은 
아예 선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다(Lawson, 1988)는 입장이 대두되어 현재까지도 논
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완호, 1993; 윤성규, 2007: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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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었다. 전술한 과학 교과와 달리 문법교육 연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오개념
을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것은 연
구의 대상이 선개념, 즉 학습 전 오개념이 아니라 학습 후 오개념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오개념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을 교수·학습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앞서 학습자 내부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 발달적 관점에서 오개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어 사용자가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띠게 되는 불
완전한 언어의 체계에 대해 연구한 중간언어34)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중간언어
는 학습자의 언어적 오류를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독자적인 발달 도상
(途上)의 언어 체계로 바라본다. 중간언어 개념의 도입은 학습자의 오류를 제거해
야 할 대상에서 그 자체가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유의미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코더(Corder, 1967)는 학습자의 오
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학습자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따라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교사에게 알려준다.

둘째,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 또는 학습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며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셋째, 오류의 발생은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언어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가설
을 시험해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김재욱, 2005: 92).

학습자 오개념을 학습자가 나름의 앎을 구성해낸 결과물로 본다면 오개념 분석
을 통해 학습자가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경
로를 거쳐 현재의 개념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모스코비치(Moschkovich, 1999)는 제한된 문맥에서 생산적이면서 이치
에 맞고 정제될 잠재력이 있는 개념으로 ‘과도기적 개념’에 대해 논한 바 있다(김

34) 셀링커(Selingker, 1972)는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언어 사이의 불완전한 언어 형태를 중
간언어(interlanguage)로 처음 명명한 바 있다. 그는 학습자들의 언어적 오류를 목표 언어 
체계에 접근해가는 과정의 중간에 위치한 하나의 체계로서의 언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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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2015: 28). 이 용어는 학습자 오개념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명명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개념을 ‘과도기적 개념’으로 재개념화하게 되면 선개념, 즉 
학습 전 오개념 뿐 아니라 학습 후 오개념 또한 발달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 후 오개념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형성되지 않았
을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사고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scaffolding)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2.2.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오개념의 형성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선
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학습자를 기준으로 학습자 내적 요소
과 외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1) 학습자 내적 요인

학습자는 경험과 고유의 사고방식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다시 자신의 내부에 구
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오개념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학습자 내
부에 그러한 오개념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요인과 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개념의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인지적 요인
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35).

본고에서는 학문적 지식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가 학생 개인의 지
식 구성 과정에도 나타난다는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논의에 기초하여 학습
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수학 교과에서의 오개념을 연구한 최지
선(2003)에서는 그의 논의에 기반하여 오개념 형성의 내적 요인을 ‘인식론적 요
인’으로 명명하여 다룬 바 있다. 과학적 개념의 발생과정을 인식론적으로 고찰한 
바슐라르(Bachelard, 1970)에 의하면 발생적으로 모든 개념은 현실주의, 경험주

35) 윤성규 외(2007: 45-47)에서는 오개념 발생의 학습자 내적 요인을 크게 감각과 관련된 
부분과 논리적 조작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감각되지 않는 존
재의 부정, 감각적 경험의 차이, 변화하는 상태에 대한 관심 집중, 잘못된 관찰과 같은 요
인이, 후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험의 과도한 일반화, 근접성에 의한 사고, 인과 관계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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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주의의 순서를 따라 발전한다. 그는 개념 형성 과정이 소박한 현실주의와 
명백한 경험주의, 고전적 합리주의, 상대적 합리주의, 그리고 변증법적 합리주의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는 인식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개념 발달의 인식론적 단계별 특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Ⅱ-3】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인식론적 단계의 특징36)

소박한 현실주의는 역사적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사고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지각 
우위적인 사고가 지배적(최지선, 2003: 13)이다. 예를 들어 식물은 동물처럼 겉으
로 드러나 보이는 숨쉬기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생물 교과에서의 오개념이 이와 관련이 있다. 국어 교과에서도 김미나
(2015)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사를 ‘-다’로 끝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형태적 속
성에 기초하여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은 이 단계의 사고 특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명백한 경험주의는 고대에 기하 개념이 직접적인 측량과 결부되었듯이(김용운·
김용국, 1996: 30) 경험하는 것이 곧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하는 것이 곧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방법이 단일하고 유용(최지선, 2003: 14)하다. 경험이란 감

36) 학습자의 개념 수준이 다음 단계로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前) 단계의 인식론적 특
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동시에 연속선상에 존재할 수 있는 화살표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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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한 경험주의는 소박한 현
실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합리주의는 고전적 합리주의, 상대적 합리주의, 변증법적 합리주의의 
세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고전적 합리주의는 경험주의적 사고에서 나아가 개념
들 간의 관계를 사고의 대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본질적으로 개념은 
하나의 체계를 전제(Vygotsky, 1934; 윤초희, 2011; 이관희, 2015: 52에서 재인
용)하는 바 개념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능해진다. 상대적 합리주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기초 개념으
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규칙은 각각의 문맥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특징(최지선, 2003: 14)을 보이는 단계이다. 예컨대 이 단계의 학습자는 용언
의 활용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규칙 활용 뿐 아니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 활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활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변증법적 합리주의는 음운론에서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음운 과
정의 도구들에 추상성을 도입한 것과 같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고 단계를 의미한다.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문법 개념의 정립 과정 또한 이러한 인식론적 단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음이 가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언어 현상을 설
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음운 과정의 
도구들에 추상성을 도입하면서부터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생성음운론이 발전하는 
과정이 그 예이다37). 추상성을 도입하여 음운과정을 설명한 생성음운론은 구조주
의 음운론에 비해 보다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음운이론에 있어 보다 
진보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인식론적 모형을 통해 학문적 
37) 김지희(2008)에 따르면 구조주의 음운론과 같이 실제로 발음되는 특정한 음의 음성적 

특징을 그대로 지닌 대표음의 단위를 고수할 경우, 특정 언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물리적 특성의 대표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음의 단위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
한 추상적 단위로 설정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음
운과정의 도구들에 추상성을 도입하여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생성음운론이 발전하게 되었
다. 기저형과 표면형, 그리고 음운규칙에 추상성이 허용됨에 따라 생성음운론의 음운이론
은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음운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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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울러 인식론적 모형에 비추어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개
념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브루소(Brousseau, 1997)또한 이해
의 부진함이나 혼란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됨을 지적한 바 있다.

과학적 지식의 비약을 위한 심리적 조건을 찾아보면, 과학적 지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장애에 의해서임을 곧 확신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중
략) 이해의 부진함이나 혼란의 일종의 기능적 필요 때문에 앎의 행동에서 친숙
한 형태로 일어난다. 우리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되는 원인을 드러내 
보이게 될 곳도 거기에서이다. 우리가 인식론적 장애라고 부를 무기력의 원인을 
드러내게 될 곳도 거기이다(Brousseau, 1997; 최지선, 2003: 17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에 터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학습자는 명백한 경험주의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관찰된 오개념을 통해 학습자
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브루소(Brousseau, 1997)가 더 넓어진 
맥락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인식론적 장애(김부미, 2006: 
15)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의 수
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인식론적 장애를 극복하
는 과정이 곧 개념의 발달임을 염두에 두고 개념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정교
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 외적 요인

브루소(Brousseau, 1997)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가 오개념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를 ‘교수학적 근원’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38). 교수학적 근원은 교사에 의한 
지도의 결과, 교육과정, 교과서의 영향 등으로 학생의 개념 이해나 문제 해결 과정
38) 문법교육에서의 오개념 연구 방향을 탐색한 김호정 외(2009)에서는 오개념 연구의 대상

을 크게 학습자와 환경으로 분류하고 환경 요인으로 교사, 교재, 사회·문화적 요소를 세분
한 바 있다. 이때 오개념의 형성 요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실제 수업이 이루어
지는 공간에서 나아가 삶의 공간에 존재하는 요인들 가운데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오개념 연구가 학습자의 일상경험을 학습자 내적 요
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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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것(김부미, 2006: 63)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개념 형성의 학습자 
외적 요인이자 교수학적 요인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요인으로 세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적 변환론은 이 세 가지 요인을 통제 및 분석하여 학습자가 지식의 의미
를 온전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가를 관찰하는 연구이다39).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교수라는 행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원적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생, 지식이라는 
삼원적 관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식의 의미가 교
수학적 변환 과정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이경화(1996: 
204)에서는 【그림 Ⅱ-4】와 같이 교수학적 변환과정을 ‘학문적 지식’에서 시작
하여 ‘가르칠 지식’, ‘가르친 지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문적 지식은 교수 내용으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지식을, 가
르칠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재조직된 지식을, 가르친 지식 또는 학습된 
지식은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구성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과정에는 ‘가르친 지식’ 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배움이 일어났는가와 같은 ‘학습된 지식’의 층위가 존재한다. 교
사가 한 공간에서 특정 교과 지식을 동일한 교수 언어로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가
르친 지식’이 학습자 내부에서 다시 구성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림 Ⅱ-5】과 같이 ‘가르친 지식’과 ‘학습된 지식’을 구분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40). 그리고 ‘학습된 지식’이라는 층위의 설정은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논의의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39) 교수학적 변환론은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관한 논의

와는 차이가 있다. 교수학적 변환론은 교육 내용이 되는 ‘지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파손되
고 변환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교수·학습의 주체로서의 교수
자와 교수자의 전문 지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수학적 변환론에 대한 대표적인 국
어과 논의로는 심영택(2002), 심영택(2004)가 있으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지수
(2016)를 참고할 수 있다.

40) 교수학적 변환론은 ‘파손’, ‘왜곡’과 같은 용어 사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절대적인 지
식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이 파손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지식이 변형되지 않고 고스란히 학습자에게 전달된다면, 학습자의 바른 이해에 도
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교수학적 변환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진 문법 지식을 ‘파손 없이’, 
‘오개념을 형성하지 않고’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암묵적으로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다(이
지수, 2016: 32).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학습자 나름의 지식 구
성 과정의 존재를 인정할뿐더러 오개념 형성의 학습자 내적 요인에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
에 이론적 토대가 교수학적 변환론의 전제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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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지식


가르칠 지식


가르친 지식

교수학적 

변환

학문적 지식

      …… ㉠

가르칠 지식

      …… ㉡

가르친 지식

      …… ㉢

학습자

이해
학습된 지식

【그림 Ⅱ-4】교수학적 변환 과정(이경화, 2006) 【그림 Ⅱ-5】교수학적 변환 및 학습자 이해 과정

이러한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과 가르칠 지식 사이(㉠)에는 교육
과정 연구자, 교과서 집필자 및 교사의 지식 및 판단이, 가르칠 지식과 가르친 지
식 사이(㉡)에는 학습자를 대면하고 있는 교사의 지식 및 판단이 관여한다41). 따
라서 ㉠의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오류42) 또는 오개
념을 유발할 수 있는 개념 설정 및 진술이, ㉡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과 교
사가 정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명어
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43).

41) 학자는 인격화(personalize)된 그리고 맥락화된 실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인격
화된(depersonalize) 그리고 탈맥락화된(decontextualize) 학문적 지식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는 이러한 학문적 지식 가운데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교
육 내용을 선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사 또한 학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실릴 가르칠 지식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교사는 가르
칠 지식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게 된다(심영택, 2002: 165-166).

42) 김호정 외(2009)에서는 교과서 오개념이라는 형성 요인은 별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오개념이라는 용어는 본디 개인적·주관적 ‘관념’을 의미하므로 교과서의 경우 오개념보다
는 오류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은 학습자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경우 사
실상 학습자 외적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는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가르친 
지식과 학습된 지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환류되어 ㉠, ㉡의 과정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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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서의 오개념 형성 요인

㉠

• 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오류

• 학교문법의 개념 설정 문제

•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 진술 및 자료

㉡
• 교사의 오개념

•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설명어 및 자료

㉠과 관련하여 이상신(2014)은 학교문법에서 반모음화를 음운 축약의 일종으
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음운 단원은 연구
한 이동석(2015)에서는 교과서에서 우리말에서 음소 차원의 개념인 ‘공명음’과 
변이음 차원의 개념인 ‘유성음’을 모두 고유어 ‘울림소리’로 지칭하면서 7차 교과
서와 이에 영향을 받은 2009 개정 교과서에서 혼란스러운 진술이 나타남을 지적
한 바 있다. 아울러 남가영(2011)에서는 단일어와 합성어에 관한 교과서의 비유
적 표현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도표, 그림 등이 오개념을 유발할 여지가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한편 ㉡과 관련하여 이관희·조진수(2015)에서는 교사들이 출제한 지필평가 문
항을 분석함으로써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관련 오개념의 양상에 대한 유형화
를 시도하고 있다. 교수·학습 과정은 교사가 주어진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사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습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법 교사가 학습자의 문법 경험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경로
(이관희·조진수, 2015: 108)이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
서 이러한 교사의 오개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가 학습자의 개념 
형성을 위해 비유44)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활동을 구상(이지수, 2016: 4)하는 과
정에서도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학습자 외적 요인에 대한 탐색의 결과는 문법 교수·학습 재설계의 근거로 활용
된다. 본고에서는 오개념을 유발하는 교수학적 요인을 ㉠과 ㉡으로 나누어 살펴 

44) 비유의 경우 학습자에게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서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유한 대상이 표상하는 바에 대한 해석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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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이처럼 일관되지 않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교과서 기술, 교사의 오개념 
등은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을 방해하고 학습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육 내용의 재설계 과정에서 처치되어야 할 것들이다. 남가영(2012)에
서는 이처럼 학습자의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추적하여 오개념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을 ‘처방적 관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룬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습
자 오개념은 향후 문법 교수·학습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남가영, 2011: 
23)라는 점에서 ㉢의 과정에 관여하는 학습자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45). 이와 
같은 논의는 오개념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개념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오개념을 초래하는 학습
자 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내용의 재설계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기존 음운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3.1. 교사 인식 조사

교사 인식 조사는 크게 세 측면의 주제로 실시되었다. 첫째,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교사들이 음운 교육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고 있으며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수·학습의 실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
러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둘째,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습자 오개념이 무엇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구성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개념 
구성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를 조사하여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45) 김호정 외(2009: 220)에서도 국어과 오개념의 처방 및 지도에 관한 연구를 크게 오개념

의 형성 요인을 추적하여 이를 바로 잡는 간접적 방식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학습 대상으로서의 문법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직접적 
방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위에서 진술한 ‘처방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은 김호정 외
(2009)의 논의에서의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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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5> 교사 인식 조사 문항의 설계
항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방법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1번-6번

음운 교육의 목표, 음운 수업 방법, 음운 수업 

시 겪었던 어려움, 음운 및 문법교육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서술형,

Likert 5점 

척도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인식

7번-16번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인식, 교사가 생각하는 

학습자 오개념 및 난개념, 오개념 형성 요인, 

오개념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의 어려움, 

학습자 오개념을 교육내용으로 재구성한 경험

선택형, 

서술형,

Likert 5점 

척도

학습자 개념 

구성에 대한 

인식

17번
문법교육에서 학습자 개념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Likert 5점 

척도,

서술형

(1)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교과서만을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2명의 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설문 참여 교사들
은 교과서와 별도의 제작한 학습지를 모두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주로 
학습 동기를 유발을 위해 게임을 활용하거나, 설명 후 확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거꾸로 수업을 도입하여 미리 교사가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본 학습자들이 다시 멘토가 되어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운 수업 시 교사들이 느꼈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본-T-1】아이들이 음운 단원을 어려워하다보니 이것에 대해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 수업을 이끌어 가기 힘듦. 음운 단원은 지식이고 
암기해야 한다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 어려워 함.

【본-T-13】암기가 꼭 필요한 파트이다보니 학생들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 지루함을 덜어 주고 쉽게 이해하도록 게임이나 활동형으로 진행하고
픈 마음은 있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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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T-24】문법 수업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거리감으로 일단 어렵다는 인
식 자체를 바꾸기가 어려움.

또한 다음【본-T-4】의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표기와 발음의 두 층위를 구
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소리를 대상으로 탐구
하는 음운 영역에서 이러한 두 층위에 대한 구분은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선행되
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본-T-4】학생들이 자신의 발음을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전사하기 어려워하
는 점이 탐구의 방해가 됨. 오랫동안 표기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궁물이라고 읽
으면서도 자신이 ‘국물’이라고 ㄷ발음한다고 생각하여 탐구식 수업이 어려움.

한편 음운 개념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
법교육 전반의 내용에 비해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가 높은 측정치
를 보였다.

<표 Ⅱ-6>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
∘ 문법교육 내용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사해 주세요.

응답                             항목 인원 비율 응답                             항목 인원 비율

매우 잘 안다 3 10% 매우 잘 안다 3 10%

잘 아는 편이다 14 46% 잘 아는 편이다 18 60%

보통이다 12 40% 보통이다 9 30%

잘 모르는 편이다 1 3% 잘 모르는 편이다 0 0

전혀 모른다 0 0% 전혀 모른다 0 0

그러나 다음과 같이 교사 스스로 음운 개념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
끼는 경우도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개념의 형성 요인 분석 시 교사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T-8】음운 변동 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 흥미롭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제시하고 싶으나 혹시 교사 스스로 설명에 오류는 없는지, 잘못된 예시
를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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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념 구체적인 내용 빈도 비율(%)47)

사잇소리 

현상

① 현상에 예외가 많음

【본-T-8】 실생활 적용 차원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아 어려움.

【본-T-23】 사잇소리 개념이 복잡해서 조건이 많아서 어려워 함. 

② 학습자들이 음운과 표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

【본-T-4】 사잇소리 현상. 학생들이 이미 표기에 대한 인식이 박

혀 있어서 음운의 변동이 표기로 이어짐을 인식하지 못함.

9 30.0

음성과 

음운

【본-T-2】 음운의 분절성.

【본-T-27】 음성과 음운의 혼동.
4 3.3

자음

【본-T-12】 자음 같은 경우 소리 나는 위치를 학습자들이 발음

을 해 보아도 느끼기 어려워함.

【본-T-30】 초성의 ‘ㅇ’과 종성의 ‘ㅇ’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음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움.

4 3.3

유성음
【본-T-28】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구분하지 못함. ‘고기’를 

영어 화자가 ‘kogi’로 적는 현상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움.
2 6.7

(2)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인식

오개념에 대한 조사에 앞서 음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난
개념을 확인하였다. 응답 결과는 크게 <표Ⅱ-7>과 같이 개념별로 정리할 수 있
다46).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으로 교사들은 ‘사잇소리 현상’을 가장 많
이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현상에 예외가 많고, 학습자들이 음운과 표기
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음성’과 ‘음운’, 
‘자음’, ‘유성음’, ‘이중모음’들을 난개념으로 지목하였다.

<표 Ⅱ-7> 학습자의 난개념에 대한 교사 응답

46) 설문 결과 분석에 앞서 제외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 관한 내용은 난개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는 표현

되어진 기호(기표, signifiant)의 문제가 아닌 그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기의, sinifié)를 연
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용어 자체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본-T-11】 입술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등의 낯선 용어가 굉장히 많다. 
  【본-T-14】 경구개음 등 주로 용어에 대한 거부감.
  【본-T-16】 자음, 모음을 가르칠 때 각종 용어들.
    둘째, 개념 이해에서 나아가 이해한 개념을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는 개념 적용 단계에 

관한 답변은 제외하였다.
  【본-T-23】 여러 음운 변동이 겹쳐 나타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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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T-16】 자음을 발음할 때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구분하

는 것. (보통 애들은 다 울린다고 느끼니까)

이중모음 【본-T-12】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 ㅚ, ㅙ, ㅞ 1 3.3

음가
【본-T-1】 초성의 ㅇ과 종성의 ㅇ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음가 개념

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움.
1 3.3

소리의 

장단
【본-T-20】 소리의 장단을 설명할 수 없음. 무조건 암기함. 1 3.3

파열음, 

파찰음

【본-T-24】 파열음, 파찰음의 구별을 어려워 했습니다. 중학교 1

학년 학생이었는데 저희 교과서는 자세히 나온 편이라서 구별하여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마찰음은 쉽게 이해하는데 파열음

과 파찰음의 구별을 어려워 했습니다.

1 3.3

기타48)

【본-T-21】 sns나 실생활에서 발음이나 표기가 굳어진 말들은 

발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 함.

【본-T-26】 변동의 적용 순서가 달라지는 원인인, 형식/실질 형

태소의 구분이 어려움. 실제 발음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론적

으로 설명하려니 어려워짐.

3 10.0

음운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 오개념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76%(23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은 23%(7명)이었으며, 교사가 파악
하고 있는 학습자 오개념은 다음과 같이 ‘표기와 소리, 언어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
하는 오개념’, ‘음운과 인접 개념을 혼동하는 오개념’, ‘이중모음을 단모음 2개의 
결합으로 처리하는 오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47) 해당 문항의 결측값은 4명이었다.
48) 특정 개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으나, 개념을 어려워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응답으로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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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학습자의 오개념에 대한 교사 응답 
과학적 개념 오개념의 구체적 양상

표기와 소리,

언어의 관계

· 문자와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

· 표기와 소리 상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음운의 명확한 개념을 이해

하지 못함.

· 음운이 소리와 관계된 것인데 글자와 관계된 것으로 오인함.

· 음운은 소리의 문제인데 자꾸 형태로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많음.

· 한글이라는 문자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인식함.

· 초성 자리의 ‘ㅇ’과 종성 자리의 ‘ㅇ’을 설명할 때 음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

고 그냥 암기함.

음운

· 음성과 음운의 개념을 혼동함.

·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지 못함.

· 형태소와 음운, 음절과 음운을 구분하지 못함.

이중모음 · 이중모음을 단모음 2개가 결합된 것으로 봄.

학습자가 위와 같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크게 학
습자 내부 요인인 ‘학습 태도의 문제’, ‘이전 경험의 문제’와 학습자 외부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는 ‘표음문자인 한글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 ‘교수·학습 상황과 관련
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습 태도과 관련하여 개념을 무조건 단순화시켜서 암기하려고 하는 경향
과 문법은 어렵다는 심리적 거부감이 오개념을 유발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음운 개념을 평소에 인지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어렵
게 느끼고 오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본-T-13】음운은 실제 음성 환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머릿속
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의 문제이므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음
성과 음운을 혼동함.

【본-T-20】음운에 대한 오개념은 대부분 어릴 적 한글 학습 시 소리는 무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표기를 의식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본-T-21】문자와 소리를 따로 생각하지 못함.
【본-T-25】생활 속에서 문자와 소리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음. 또한 굳이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듯함.



- 48 -

한편 다음과 같이 평소의 발음 습관에 근거하여 개념화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지
적되었다. 이는 후술할 음운 관련 학습자 오개념의 내적 형성 요인에서도 발견되
었다.

【본-T-3】국어는 모국어이기에 학생들이 평상시의 자신의 발음이나 언어
생활을 기반으로 문법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개념이 형성되는 것 같다.

학습자 내적 요인 외에도 표음 문자라는 한글 개념 자체의 특성과 교수·학습 상
황과 관련된 원인들이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음운 교육을 
하면서 한글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본-T-23】와 같은 지적은 본격
적인 음운 학습에 앞서 소리와 표기의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T-1】처음 배울 때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
【본-T-11】문법수업이 다양한 예시를 기반으로 한 귀납적 접근이 아닌, 

개념 인지 후 예시를 통한 적용의 연역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임. 학습자들
은 자연스럽게 개념을 곧 정답으로 인식하고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임.

【본-T-19】소리에 대한 학습이 초등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본-T-20】교과서 서술이 잘못됨.
【본-T-23】음운 교육을 하며 한글에 대한 지나친 강조.

또한 교사들은 음운 교육에서 학습자 오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고려하거나 도입한 경험은 다음 결과와 같
이 낮게 나타났다.



- 49 -

<표 Ⅱ-9> 오개념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
∘ 음운 교육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 오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음운 교육에서 학습자 오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습자의 오개념을 

고려하거나 수업 내용으로 

도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항목 인원 비율 응답             항목 인원 비율 응답     항목 인원 비율

예 23 76%

매우 중요하다. 14 46%
예 10 33%

중요한 편이다. 7 23%

보통이다 5 16%
아니오 14 46%

아니오 7 23%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
무응답 6 20%

무응답 3 10%

학습자 오개념을 염두에 두고 수업하였다는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음운 
개념이 소리와 관련된 것임을 주지시키고, 글자와 소리 층위를 구분하는 것과 관
련이 있었다.

【본-T-6】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함. 학생들이 대부분 쌍자음과 이중모음을 대답함.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임을 설명함.

【본-T-16】음운 첫 번째 수업에서 음운변동현상이 문자가 아닌 소리와 관
련된 것임을 가르침.

【본-T-28】소리와 표기 구분에 대해서는 중세문법 수업과 연관지어 설명
함.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은 소리가 먼저고 표기가 나중임을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해야하였으나 수의적인 예들이 많이 있어 
후에 시험 문제 출제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교사들이 학습자 오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수·학습 이전에 미리 알고 
이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학습자 개념 구성에 대한 인식

문법교육에서 학습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9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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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학습자 개념 구성에 대한 관심을 높으나, 오개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0> 학습자의 개념 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
∘ 문법교육에서 학습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항목 인원 비율

매우 중요하다 21 70%

약간 중요하다 6 20%

보통이다 1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

응답 없음 1 3%

개념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암기한 지식과 대
별되는 내면화된 지식의 효용성, 학습의 기초, 사고력 신장 차원의 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문법 개념이 학습자에게 활성화된 지식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내부에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입
장은 본고의 관점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한다.

【본-T-12】결론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자 내부에서 개념이 
구성되어야지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T-21】외부의 주입이 아닌, 스스로 이해된 상태에서 개념을 갖춘다면 
진정 의미 있는 문법교육이라고 생각함.

【본-T-25】외부에서 주는 자극(교사의 수업, 친구들과의 수업 탐구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함께 결합하여 개념을 구성해
야 정말 본인의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는 모든 학습의 출발이자, 개념 적용의 전제 조건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
이다.

【본-T-13】문법은 개념이 잘못 형성되었거나 학습자 내부에 기본 개념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학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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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T-7】교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학습자가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문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학습의 범위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본-T-16】개념이 모든 공부의 출발이라고 생각함.
【본-T-19】개념학습이 정확히 되어야 다음 학습 내용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개념 형성 결과보다는 개념 형성의 사고 과정 자체에 주목
하는 논의이다. 해당 교사들은 문법 개념의 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T-6】문법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탐구력 등을 기를 수 있기 때
문에 어떤 식으로 개념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본-T-18】문법교육이 문법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기는 하지
만, 문법을 통해 체계나 논리적인 규칙의 적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논
리적 사고력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교사가 언급한 학습자 난개념 및 오개념, 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은 오개념 검사 
도구 제작 및 실제 오개념의 분석 시에 참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학습자의 개념 구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자
의 오개념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이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오개념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교육 현장으로 환류
되어 학습자 지도의 실제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2. 학습자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오개념 검사를 실시한 156명의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추가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흥미의 
정도와 함께 음운 학습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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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1> 학습자 인식 조사 문항의 설계
항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방법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1번-6번

우리말에 대한 관심, 수업 흥미도, 

흥미로웠던 점, 수업 후 우리말에 대한 

관심 변화 정도, 개념 활용 경험

서술형,

Likert 4점 

척도

음운 교육 시 

어려웠던 점
7번-16번

음운 수업 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정 어려웠던 개념과 그 이유
서술형

인식 조사 문항은 응답자의 중간 선택 경향을 피하기 위해 4점 Likert형 척도로 
개발되었고 ‘매우 그렇다’에 4점, ‘약간 그렇다’에 3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본고에서 실시한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Ⅱ-12>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
문항 사례수49)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평소 우리말에 관심이 많다. 156 2.94 .693

2 나는 음운 수업이 흥미로웠다. 156 2.82 .807

3 나는 음운 수업을 듣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56 2.74 .769

4 일상에서 음운 수업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적용해 본 적이 있다. 156 2.90 .828

음운 학습 시 흥미로웠던 점에 대한 응답 결과 가운데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던 언어를 대상화하여 보는 경험에서 흥미를 느꼈다는 사례들은 앞서 논의
한 개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본-H-4】는 학습한 음운 수업 내용을 적용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개념에 비추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본-H-4】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난 이소설의 끝을 다시 써 보
려 해"라는 소절을 부르며 끝을이 왜 [끄츨]이라고 발음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
았다. 국어시험을 망친 후라 기분은 안좋았지만..ㅠ

49) 인식도 조사는 H고등학교 전체 학생(65명)과 D, U, N 고등학교 학습자 가운데 B형 검
사지를 작성한 학생(91명), 총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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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음운 학습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
했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발견되었다.

【본-H-51】 수업 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거나 실생활에 
사용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남.

【본-H-28】음운을 배울 때 헷갈리는 것도 많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식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만을 문자 그대로 암기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음운 관련 개념들은 발음을 표기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적(具象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개념의 다
양한 속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사례와 용어만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본-D-B-10】100% 암기 과목이라 하나라도 잘못 외우면 틀린다.
【본-U-B-18】 첨가, 축약 등 모든 규칙의 이름과 적용되는 경우를 외워

야 했음.
【본-H-64】 그냥 개념 자체를 외우는 것이라 많이 힘들었다.

또한 문법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학
습자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바50), 지식 교육에 
앞서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
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N-B-7】 우리는 말을 할 때 문법을 따지거나 하지 않는데 왜 쓰지도 
않는 이런 걸 길게 배우는가?

그리고 다음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자발적 개념이나 언어 습관과 상대되는 과
학적 개념을 마주했을 때 겪는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교육이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50)【본-T-25】"이런 표 안 외워도 저는 우리말 잘 하는데 왜 배우나요?" 현장에 계신 국어 
선생님들은 문법 시작할 때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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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개념에 과학적 개념이 덧씌워지는 방식’(남가영, 2011: 120)으로 전개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학습 내용이 하나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배우게 되는 지식을 연계시
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D-B-17】 굳어진 버릇을 고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혼란을 일으키
기도 했고,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본-H-24】 발음을 할 때는 자연스러웠던 단어가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상하다고 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따로 암기를 하는 경우에서 힘이 
들었다.

한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한 개념은 사잇소리 현상이었다. 그 이유로
는 개념이 복잡하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나,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본-H-17】언제 사용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본-H-7】다른 개념들을 잘 이해가 되었는데 사잇소리는 좀 헷갈렸던 것 

같다. 'ㅅ'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나고 왜 바뀌는지 예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본-H-25】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다. 
【본-U-B-25】예외가 정말 많고 한자어일때는 달라지기도 하고, 그냥 어

려웠던 것 같다.

학습자들은 무성음이나 유성음의 구별, 반모음의 개념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다
고 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거나, 
경험적으로 인지하여 오지 못한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지점에 대한 세밀한 탐색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내면화하
고 이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
제로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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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운 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 양상 및 형성 요인 분석

1. 학습자 오개념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오개념의 수집 방법

오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크게 오개념 양상의 파악, 오개념의 형성 요인 
추적, 오개념의 처방 및 지도와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의 오개념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학습자 내적·외적 요인
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음운 관련 학습
자 오개념을 수집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오개념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과학적 개념에 대
한 학습자 오개념을 정밀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당한 오개념 검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오개념 검사 문항의 개발 과
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학교 문법이라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을 다각도로 분석
하여 밝히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학습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학습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의 일
환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이때 의도적 표
집 또는 유의 표집이란 모집단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반영하여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순무선표집에 비해 대표성을 갖는 표집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김석우·박상욱, 2015: 103)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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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조사 대상 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국어 과목)51)
기준 연월: 2016.11.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고등학교 전체 84.1 12.7 3.2

경기 N 고등학교 80.1 16.2 3.7

서울 D 고등학교 88.2 10.7 1.1

경기 H 고등학교 90.5 7.3 2.2

경기 U 고등학교 99.7 0.3 0.0

최종 선정한 연구 대상은 N 고등학교 3학년 53명, H 고등학교 3학년 65명, D 
고등학교 3학년 56명, U 고등학교 2학년 55명으로 총 229명이다52). 또한 오개념 
검사는 학습자들이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함께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을 실시
하고 이를 반영한 지필 평가를 마친 후 한 달 내외의 기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단위 학교 및 학습자별 학습의 파지 기간을 비교적 균일하게 통제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오개념 검사 도구의 개발

김호정 외(2009)에서는 국어과의 세부 영역별 지식의 구조를 탐색하고 이로부
터 핵심 개념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오개념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는 일련
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51)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schoolinfo.go.kr)에서, 고등학교 전체 성취 수준은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에서 확인하였다. 

52) 이때 N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본조사에 사용된 오개념 검사 문항
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N 고등학교의 학습자에게 발견
된 오개념의 양상 가운데 참조할만한 것은 본조사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 논의의 대상으
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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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영역별

지식의 구조 탐색

‧ 국어과 하위 영역별 학문 구조 탐색

‧ 교육내용으로서의 지식 및 지식의 구조 탐색

ê

 핵심 개념 선정 ‧ 영역별 핵심 개념 탐색 및 선정

ê


연구 대상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예비 조사

‧ 학습자의 내적 요소에 관한 기초 연구

 (개념 학습의 의미 및 과정 탐색)

‧ 학습자의 외적 요소(환경)에 관한 예비 조사

 (교사, 교재, 사회‧문화적 요소 탐색)

↓↑ ↓↑

 오개념

진단 도구 개발

‧ 정량적 검사 도구의 개발

‧ 정성적 검사 도구의 개발

ê

 오개념

조사 및 분석

‧ 오개념의 유형 분석 및 체계화

‧ 오개념의 형성 과정 및 원인 분석

‧ 오개념의 처치 방안 탐색

【그림 Ⅲ-1】국어과 오개념 연구 절차(김호정 외, 2009; 214)

Ⅱ장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 및 오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오개념의 형성 요인에 대해 탐색한 바는 실제 오개념 수집을 위한 기반
으로 작용하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이는 【그림 Ⅲ-1】의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실시한 오개념 수집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지식의 구조 

탐색을 통한 

핵심 개념 선정

➜ 핵심 개념에 대한 

예비 조사 실시
➜

오개념

진단 도구 

개발

➜ 본조사 

실시

【그림 Ⅲ-2】오개념 수집 절차

핵심 개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교과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의 문제에 대해 논한 브루너(Bruner, 1960)에 
따르면 지식의 구조는 주로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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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관련성’(강현석, 2009: 4)을 의미한다53). 이때 문법 용어는 문법 교과의 ‘지
식의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는 역할(김호정 외, 2007: 278)을 담
당한다. 즉 문법 용어는 개념의 탐색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
한 용어의 선정 맥락을 고려했을 때, 용어는 개념에 대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개념
화의 과정에서의 인지와 이해의 단위(이현주, 2013: 42)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독서와 문법』의 음운 관련 교육과정54)의 성취 
기준 및 해설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을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
선 다음 성취 기준에서 음운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음성, 음운, 음운 체계(자음, 모
음, 비분절 음운), 표준 발음법, 현실 발음’의 개념을,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음
운 변동 현상, 음운 변동 유형(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
화, 구개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음성과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어 음운 체계에서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

운이 보이는 특성을 탐구한다. (중략) 음운 교체를 통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표
현 효과(예: 감감-캄캄-깜깜, 알록달록-얼룩덜룩)를 알아보고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조사해 올바른 발음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독서
와 관련하여 낭송, 낭독의 효과를 다루고, 소리를 연구하거나 발음이 중요한 직
업의 세계를 탐구하여 볼 수도 있다.

(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음운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음운 변동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개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글 맞춤법과 발음의 
괴리를 보이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
도록 한다. 독서와 관련하여 청자나 독자를 위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밑줄 연구자).

53) 이때 이러한 학문적 아이디어 또는 개념, 원리 간의 관련성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식의 구조는 탐구를 통해 발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54) 본고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이에 기반한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학습자의 개
념 구성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이
를 반영한 『독서와 문법』교과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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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성취 기준이 실제로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6종의 『독서와 문법』교과서55)
에서는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음
운 변동 관련 개념 외에도 ‘자음군 단순화’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음
운 변동 유형 가운데 ‘탈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핵심 개념 목록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음과 자음의 하위 개념어 또한 6종의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노
출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핵심 개념 목록을 최종 선정하였다56). 

<표 Ⅲ-2> 음운 교육에서의 핵심 개념

음운 체계

음성, 음운, 모음, 자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비음, 유음,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

청소리, 경구개음57),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모음, 원순모음, 비분절 음운

음운 변동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사잇소리 현상

그리고 <표 Ⅲ-2>와 같이 선정한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N 고등학교 3학년 학
습자 53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낯설게 느끼는 개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념에 비해 오개념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은성 외(2007)의 논의58)를 참고하여 개념에 대한 주

55)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독서와 문법』교과서는 박영목 외(2014), 윤여탁 외
(2014), 이관규 외(2014), 이삼형 외(2014), 이도영 외(2014), 한철우 외(2014)이다.

56) 사실상 전문어와 일상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법 용어’의 범위를 어디까
지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교체’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교했을 때 보다 일상어로서의 성격이 짙은 단어이다. 또한 고유어 계열과 한자
어 계열의 문법 용어 선택에 관련된 쟁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는 문법 용어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성취 기준 및 그 
해설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어를 기준으로 하여 핵심 개념을 선정하였다. 문법 용어에 관
련된 연구로는 김호정 외(2007), 박재현 외(2007), 조진수(2017) 등이 있다.

57) 경구개음의 경우 자음의 조음 위치와 관련하여 ‘센입천장소리’라는 순우리말 용어가 사
용되고 있으나 실제 음운 변동에서는 ‘구개음화’라는 한자어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센입
천장소리’와 별개로 ‘경구개음’에 대한 학습자의 용어 인식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58) 김은성 외(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
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법 용어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와 개념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을 검사하는 객관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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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인식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인식도 검사는  핵심 개념을 토대로 선정한 총 39개 용어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모른다’부터 ‘잘 안다’까지의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 보고를 한 개념에 대해 아는 바를 추가로 서술하도
록 하는 자유기술형 문항과 개념도 작성 문항도 추가하여 주관적 인식도 결과를 
보완하였다59). 이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응답 유형들을 확보하여 본조사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고하였다.

음운 관련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조사 결과는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음운 관련 개념의 주관적 인식도 측정 결과

59) 오개념 검사 도구로서의 선택형 지필검사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가시적인 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연구자의 예측에 따라 선택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보다 다양한 오개
념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호정 외(2009)에서는 ‘사례제시 면담
법’, ‘개념도’ 등의 다양한 오개념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오답률을 비교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학습자가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사고 과정상의 미세한 결을 읽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예비 
조사와 본조사에서 선택형 문항 뿐 아니라 자유기술형 문항과 개념도 그리기 문항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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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외(200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음에 비해 자음의 자기 보고 결
과 점수가 높았다. 또한 음운 교육 전반에서 지속적인 조회 지점으로 작용하는 개
념인 ‘음운’에 대한 인식도 결과가 다른 용어들에 비해 3.39점으로 낮게 나타난 점
을 통해 음운 영역에서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장에서 제시한 음운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
웠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반모음’과 ‘사잇소리 현상’을 답한 사례가 많았는데60) 
이 두 개념은 주관적 인식도 점수가 각각 2.89와 2.52로 경구개음(2.85)과 함께 
가장 낮았을 뿐더러 자유 기술형 문항에서도 무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3> 음운 관련 개념의 주관적 인식도 순위 및 측정치
순위 용어 측정치 순위 용어 측정치 순위 용어 측정치

1 자음 4.26 14 비음화 3.83 27 전설모음 3.44

2 모음 4.19 15 파열음 3.81 28 평순모음 3.44

3 비음 4.07 16 마찰음 3.81 29 원순모음 3.44

4 된소리 4.04 17 음절 3.78 30 음운 변동 3.43

5 거센소리 4.04 18 음성 3.7 31 음절의 끝소리 규칙 3.43

6 예사소리 4 19 첨가 3.65 32 음운 3.39

7 유음 4 20 탈락 3.65 33 자음군 단순화 3.3

8 여린입천장소리 3.93 21 유음화 3.61 34 이중모음 3.26

9 목청소리 3.89 22 파찰음 3.57 35 구개음화 3.22

10 교체 3.85 23 된소리되기 3.57 36 비분절 음운 2.91

11 입술소리 3.85 24 축약 3.52 37 반모음 2.89

12 잇몸소리 3.85 25 단모음 3.48 38 경구개음 2.85

13 센입천장소리 3.85 26 후설모음 3.48 39 사잇소리 현상 2.52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적 인식도 검사 결과 하위 9개 개념인 ‘음절의 끝
소리 규칙, 음운, 자음군 단순화, 이중모음, 구개음화, 비분절 음운, 반모음, 경구개
음, 사잇소리 현상’을 오개념 검사를 실시할 최종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오개념 검사를 통해 어떤 개념에 관해 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 외
에 검사 문항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념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

60) 【본-H-17】반모음이 가장 생소하고 헷갈렸다.
    【본-H-26】사이시옷, 특히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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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수(1991:51-52)에서는 정원식
(1972: 107)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개념이 형성되었
다고 보았다.

첫째로, 개념을 형성하였다면 변별(辨別) 또는 구별(區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형성된 개념을 일반화(一般化)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학습자가 ‘구개음화’라는 개념을 형성하였다면 여러 음운 변동 사례 가운
데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변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구개음화’의 개
념에 해당하는 외연과 다른 개념의 외연을 구별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
습자에게 학습자가 지금까지의 학습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제시해도 
이것이 ‘구개음화’ 임을 알 때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념의 일반화’는 ‘개념 적용’이라는 용어로 대치될 수 있다. 개념의 
형성을 교육적 차원에서 다룬 박성익 외(1999/2012)에서는 개념 학습을 ‘개념 획
득’, ‘개념 적용’, ‘개념 이해’로 구분하였다61). 여기에서의 ‘개념 적용’이란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획득한 개념의 사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상태로 앞서 언급한 ‘개
념의 일반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적용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만 관례적으로 제시되어 오던 탈맥락화된 예시보다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언어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에 대해 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허경철 외, 2001ㄴ: 293)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문법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검사 문항으로 실제성을 갖춘 문제 상황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념 이해’는 단일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음운에 대한 앎의 양상을 연구한 김은성 외(2007)에
서도 개념에 대해 안다는 것을 개념적 이해와 구조적 이해의 범주로 구분한 바 있
는데 이때의 구조적 이해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61) 이때 ‘개념 획득’이란 개념의 정의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 
상태이며‘개념 이해’는 해당 개념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개념과의 종합적인 연관성을 파악하
는 상태로 본고에서 후술할 구조적 이해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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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개념 형성의 분류
개념적 이해

구조적 이해
개념 변별 개념 적용

여러 사례들 사이에서 

형성한 개념의 사례를 

구별해낼 수 있음

새로운 사태가 개념의 

사례임을 파악할 수 있음.

해당 개념과 다른 개념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개념에 대해 안다는 것’은 <표 Ⅲ-4>와 같이 ‘개념
적 이해’와 ‘구조적 이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개념적 이해’는 다시 ‘개념 변
별’과 ‘개념 적용’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형성의 분류를 문항 구성의 
기본 틀로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설문 문항은 크게 음운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62)와 학습자 
오개념을 수집하기 위한 이해 조사로 구성되었다. 이해 조사는 <표 Ⅲ-4>을 참고
하여 크게 개념적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 변별, 개념 적용 문항과 구조
적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법 개념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항
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개념 적용 문항들은 주로 사용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으로 음운 체계보다는 음운 변동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하여 주로 후자의 개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검사 문항은 선택형 문항과 자유기술형 문항, 개념도 그리기 문항으로 구현되었
다. 선택형 문항의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서술하도록 
하여 선택형 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 등 학습자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자유
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선택형 문항의 결과를 보완하였다63).

그리고 개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태생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
계를 맺으며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구조적 지식과 관련된 문항 뿐 아니라 개념
도 그리기 문항을 추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표상된 내적 지식의 구조를
(김호정 외, 2009: 231)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단 도구의 문항 
설계 와 관련된 정보는 <표 Ⅲ-5>와 같다. 실제 설문 조사는 연구자의 임장 하
62) 인식 조사의 경우 Ⅱ장에서 그 결과를 상술한 바 있다.
63) 자유기술형 문항의 경우 개념적 이해와 관련된 전반의 내용을 다룰 수 있으므로 <표 Ⅲ

-5>의 문항 유형에서는 ‘개념 이해’라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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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되었으며,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직접 안내하였다.

<표 Ⅲ-5> 학습자 오개념 검사 문항의 설계64)
세부 

항목

내용 

영역
평가 요소 조사 내용 문항 유형 방법

개념적 

이해

음성 

및 

음운

음운
음운 정의 개념 이해 단답형, 서술형

음운 개수 개념 적용 서술형

반모음 반모음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이중 모음
이중모음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이중모음 속성 개념 변별 선택형, 서술형

음운 

변동

구개음화

구개음화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구개음화 속성 개념 변별 선택형, 서술형

표준 발음 선택 개념 적용 선택형, 서술형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자음군 단순화 속성 개념 변별 선택형, 서술형

표준 발음 선택 개념 적용 선택형, 서술형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음절의 끝소리 규칙 속성 개념 적용 선택형, 서술형

표준 발음 선택 개념 적용 선택형, 서술형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 정의 개념 이해 서술형

사잇소리 현상 속성 개념 변별 선택형, 서술형

표기형 선택 개념 적용 선택형, 서술형

구조적 

이해

음운,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의 범주화 범주의 구성 선택형, 서술형

구개음화, 동화 구개음화와 동화의 관계 범주의 구성 선택형, 서술형

음운 체계, 음운 변동 개념 간 관계 구성 범주의 구성 개념도

64) 수준별 집단 분석을 실시한 H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해당 문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검
사지를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학교의 학습자들에게는 응답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낄 수 있
는 부담을 고려하여 개념적 이해 범주의 개념을 A형, B형 질문지에 각각 3가지, 4가지씩 
배치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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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개념의 분석 방법

(1) 오개념의 양상 분석

Ⅱ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오개념은 합의된 개념(concept)에 대한 주관적 개념
(conception)을 의미한다. 오개념 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
습자가 구성해낸 지식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인 
인지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한 개념들은 일차적으로 과학적 개념별로 정리될 수 
있다65). 개념별 오개념의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문항의 정답률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학습자의 개념 이해 양상의 미세한 결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정답률보
다는 학습자가 판단의 근거를 기술한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답변은 김민성(2014)을 참고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었
다. 첫째, 1) 정답을 선택한 경우, 2) 오답을 선택한 경우 3) 무응답으로 구분하거
나, 둘째, 1) 정답을 선택하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정답을 선택했
으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 2-㉡) 정답을 선택했으나 이유를 서술
하지 않은 경우, 3-㉢) 오답을 선택했으나 적절한 이유를 서술한 경우, 2-㉣) 오
답을 선택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 3-㉤) 오답을 선택하고 이유
를 서술하지 않은 경우, 4) 무응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 ㉢, ㉣의 응답에서 나타난 오개념은 그 유형을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
고자 하였는데 이때에는 오개념의 다층적 구조에 대해 논한 조진수(2014)의 논의
를 참조하였다66). 즉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오개념 외에 그 오개념의 원인이 되는 
65) 김미나(2015)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문장 및 품사 개념을 속성·사례·체계·용어와 같

은 개념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이처럼 낱낱의 오개념들을 개념 구성 
요소로 분류한다면 오개념의 일반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교과를 막론
하고 그 교과의 교육은 내용을 이루는 학문의 체계가 기반이지 교육학이 기반이 될 수 없
(김대행, 2005: 5)을 뿐더러 교수·학습 맥락에서 실제로 오개념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음운 관련 개념이라는 영역특수성을 반영하여 오개념의 양상을 밝히는 작업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66) 조진수(2014: 284)에서는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에 관한 오개념을 분석하면서 오개
념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학습자 오개념이 표면에 드러난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오개념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또다른 오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표면
에 드러난 오개념은 ‘형태소의 자립성, 의존성 개념은 문장 내 단독 발화 가능성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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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오개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오개념 검사는 선택형 문항 뿐 아니라 개념의 정의, 

속성, 사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개
방형 문항의 응답 결과는 사실상 학습자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만을 작성하게 
되므로 정오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H-1】 음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본-H-10】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예컨대 음운 개념의 정의를 진술하는 문제에 대한 학습자 응답에서 【본-H-1】
는 음운 개념이 ‘소리’의 단위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본-H-10】학습자의 경우 
의미 변별의 기능을 응답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오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학습자가 개념을 모
르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률은 개념을 변별 및 적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 선택형 문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의를 진술한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은 선택형 문항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오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성향이 연구에 미치는 왜곡
을 최소화하기 위해(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398) 연구자가 생성한 범
주가 논리적인 개념화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인67)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조사한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을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상·중·
하 집단별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준별 오개념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 성적 외의 다른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해야 하므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4개 
학교 가운데 1개 학교로 분석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 국어교사가 
음운 교육 내용을 가르친 H 고등학교 문과 2개 반(65명)의 학습자를 2차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포함된 1학기 
성적을 활용하여 3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68). 문항별로 상‧중‧하 집단의 정답률

없다.’는 것이고, 이면에 존재하는 오개념은 ‘형태(form)는 발화와 관련이 없고 표기와 관
련이 있다.’는 것이다.

67) 문법교육 전공 박사과정 3명, 6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 2명
68) 김슬기(2016)에서도 학업 성취도 등급에 따라 상·중·하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문제 

발견의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학업 성취도가 1, 2등급인 
경우에는 ‘상’, 3, 4, 5등급인 경우에는 ‘중’, 6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하’ 집단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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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였고,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69)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70). 그리고 각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개념 이해의 
특징을 추가로 기술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분석의 사례는 【예비조사/본조사-학교 기호-(검사 유형)-학습자 일련번호】와 
같은 구분 기호를 붙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개념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검사 
문항을 함께 제시하여 분석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오개념의 형성 요인 분석

앞서 Ⅱ장에서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학습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살펴본 
바 있다.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학습자 오개념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도 이러한 오개념에 관여하는 근원적인 요인과 체제가 있을 것이라
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기술한 서술형 문항의 응답 결과를 귀납적으
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오개념을 갖게 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주목할 만한 응답을 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정교화하기 위해 추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는 다음과 같다.

였다.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2개 학급에서 9등급에 속하는 학습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단별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원(명) 등급 등급별 백분위

학업 성취도 ‘상’ 집단 10 1,2 1등급(상위 4%), 2등급(4%-11%)

학업 성취도 ‘중’ 집단 34 3,4,5 3등급(11-23%), 4등급(23-40%), 5등급(40-60%)

학업 성취도 ‘하’ 집단 21 6,7,8 6등급(60-77%), 7등급(77-89%), 8등급(89-96%)

69) 교차 분석이란 두 가지 이상의 질적변수, 즉 범주형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이다, 질적변수인 한 변수의 범주에 따른 다른 변수의 빈도와 비율은 교차표(Cross 
Tabulation)로 작성하고, 모집단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다
(성태제, 2017: 229). 본고에서도 학습자 수준별로 상‧중‧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카이제곱 검정이라고도 한다.

70)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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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6> 학습자별 면담 내용
일련 번호 개념 면담 내용

【본-N-A-4】 음운
음운 개념 정의, 음성과 음운의 개념 비교

【본-N-A-16】 음운

【본-H-57】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와 음운의 관계

【본-U-B-3】 반모음 반모음 용어 설명, 반모음과 이중모음의 비교

【본-D-B-14】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의 상위 범주

【본-D-B-16】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의 상위 범주

【본-N-A-23】 구개음화 구개음화와 동화의 관계 비교

【본-H-27】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 학습 시 어려웠던 지점

중학교 학습자의 안긴문장에 대한 오개념의 양상과 형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정재임(2015)에서는 설문 문항에 학습자에게 자신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학습 요
소를 선택하게 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H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
으로 검사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음운 수업
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하여 학습자 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자신의 음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학습 요소로 63.1%(41명)의 학습자들
이 ‘교재’를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한 학교의 교사들 모두 교과서를 활용하
여 수업하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활동지를 제작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71)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개념 구성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적 요인이자 오
개념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의 기술 내용 및 방식을 추가 분석하였다72). 

교과서가 학습자 오개념의 유일한 형성 요인이 될 수는 없으며 교과서의 기술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한 학교의 교사 2인을 대상으로 

71) 앞서 교사 인식 조사(전체 30명)에서 문법 수업에서 교과서만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2명이었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교과서 기술을 근거로 활동지로 구성하여 활용
하였다고 응답한 바 있다.

72) 본고의 연구 대상 가운데 윤여탁 외(2014)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한 N 고등학교를 제외
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박영목 외(2014)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따라
서 두 교과서를 주된 교재 분석 대상으로 삼되, 나머지 『독서와 문법』교과서의 개념 기술 
양상 및 내용 구성 방식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박
영목 외(2014), 윤여탁 외(2014), 이관규 외(2014), 이삼형 외(2014), 이도영 외(2014), 
한철우 외(2014)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인 노미숙 외(2013)과 박영목 외(20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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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설명 내용이나 수업 구성 방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참고
하였다.

        <표 Ⅲ-7> 면담에 참여한 교사 정보
일련 번호 학교 경력

【본-T-I-1】
서울·경기 소재 고등학교

6년

【본-T-I-2】 5년

2.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분석

2.1. 개념별 오개념의 양상

(1) 음운 체계 학습에서의 오개념

① 음운
음운이란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에서는 주로 음성과 대비되
는 음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음, 모음 체계와 함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선 음운 개념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정답률은 9.2%로 다른 개
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Ⅲ-8> 음운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왜’의 자음, 모음 개수를 써 주세요.

 왜: 자음 (   )개, 모음 (   )개

응답 빈도 비율(%)

정답 자음 0개, 모음 1개 6 9.2

오답

자음 0개, 모음 2개 5 7.7

자음 1개, 모음 1개 23 35.4

자음 1개, 모음 2개 16 24.7

자음 6개, 모음 4개 1 1.5

자음 7개, 모음 5개 1 1.5

무응답 13 20.0

합계 65 100.0

위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오개념이 발견되었는데 이중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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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 개의 음운으로 처리하는 오개념에 비해 초성 자리의 ‘ㅇ’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하는 오개념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ㅇ’이 초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비음으로서의 ‘ㅇ[ŋ]’이 초성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글자 ‘ㅇ’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배주채, 2003/2013: 100). <표 Ⅲ-9>에 제시된 두 번째 
오개념의 경우 후술할 이중모음 개념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초성 자리의 ‘ㅇ’의 처리 문제에 집중하도록 한다73).

<표 Ⅲ-9> 음운 관련 오개념 유형(2번)
오개념 유형 응답 빈도 비율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왜’의 자음 개수는 1개이다. 39 60.1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의 모음 개수는 2개이다. 21 32.4

현재 초등 교육과정에서도 음운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
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와 같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에서 음운 개념을 명시
적으로 학습할 때에는 앞서 소리와 표기의 차이를 인지하며 배우고 경험한 기초적
인 개념을 음운과 엮거나 연결하여 심화 및 확대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전영주, 2017: 167). 음운의 개념이 어느 차원에 위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
초적인 교육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음운 개념에 관한 학습자
의 오개념을 세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현재 표기와 소리의 관계를 정확
하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음운 개념에 대한 정개념 또는 오개념을 구성하기까지 다
음과 같은 사고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학습자의 응답과 견주어 각각의 단계
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73)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절의 직접구성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주

채(2003/2013)에 따르면 음절의 직접구성성분은 분절음이 음절을 구성할 때 음절성분 층
위라는 중간 단계의 단위를 거친다. 이때 분절음과 음절성분이 음절을 구성할 때 작용하는 
규칙을 음절구조제약(syllable structure constraint)이라 하는데 현대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따르면 자음 ‘ㅇ’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다. 이 제약으로 인해, 음절의 초성 자리
에는 19개의 자음에서 ‘ㅇ(ŋ)’을 뺀 18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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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음운 개념에 관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74)

우선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소리와 표기가 별도의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과연 실제로 알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이해 문항 외에 
인식 문항에서 음운 학습 시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 답한 내용 가운데 모음자 앞에 
위치한 글자 ‘ㅇ’을 하나의 자음으로 분류한 학습자들이 소리와 표기가 다름을 이
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0> 소리와 표기를 구분하는 학습자 응답 사례
학습자 【본-H-19】 【본-H-36】

음운 학습 시

흥미로웠던 점

음운변동, 표음문자임에도 표기와 

발음이 차이가 많은 글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써있는 대로 발음되는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흥미로웠다.

음운 개념 정의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자음 + 모음

74)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도식화한 이 그림에서 음영 처리가 된 사각형은 학습자의 오개념
에 해당되며 흰색 배경의 사각형은 학교문법에 비추어볼 때 정개념의 부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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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오개념이 단순히 소리와 표기의 차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으로 음운 개념을 소리가 아니라 표기의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표기형에 근거하여 
개념을 추론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성 자리의 ‘ㅇ’을 
한 개의 음운으로 처리한 학습자들의 자유기술형 문항의 응답에서 음운을 소리의 
층위가 아니라 표기의 층위에 두고 정의하는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H-12】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
【본-H-8】가장 작은 글자의 단위
【본-H-7】구성할 수 있는 작은 단어의 요소 중 의미가 있는 것

이처럼 ‘단어’나 ‘글자’의 단위로 음운 개념을 응답한 학습자들은 음운 개념을 소
리의 범주에 두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법 단위로서의 문장, 단어, 형태소와 
음성 단위로서의 음절, 음운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음운을 표기가 아니라 소리의 범주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초성 자리의 ‘ㅇ’을 하나의 음운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다음 학습자들은 음운을 소리 또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로 정의하였으나 여전
히 초성 자리의 ‘ㅇ’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후술할 ‘ㅟ’나 ‘ㅙ’를 모음 2
개로 분석하면서 실제 사례 변별에서는 표기형과 관련된 지식에 근거하여 추론하
고 있었다.

【본-H-20】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본-H-25】뜻을 구별하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예) ㄱ,ㄴ,ㅣ,ㅔ,ㅟ

마지막으로 초성 자리의 ‘ㅇ’이 소릿값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오개념은 본고
의 조사 결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술할 문항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ㅇ’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음가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보다는 초성 
자리의 ‘ㅇ’은 음운이 아니라는 암기한 결과론적 사실만을 재인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볼 때 학습자들이 음운 개념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소릿값이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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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U-B-1】 ‘이’의 ‘ㅇ’은 음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ㅎ+ㅏ+ㄱ+ㅅ
+ㅐ+ㅇ+ㅣ+ㄷ+ㅏ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초성 자리의 ‘ㅇ’을 하나의 자음으로 처리한 고등학
교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된 오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음운 개념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운 개념을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본고에서는 H 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의 학습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
은 문항을 활용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문항은 앞서 살펴본 문항과 달리 ‘자음’
과 ‘모음’이라는 음운의 하위 요소를 노출하지 않아 학습자가 구성하고 있는 음운 
개념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판단의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추론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Ⅲ-11> 음운 관련 3번 문항의 응답 결과
∘ ‘학생이다’는 (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N고(B형) D고(B형) U고(B형)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답 9(875))개 10 33.3 15 45.5 24 85.7 49 53.8

오답

4개 9 30 3 9.1 0 0.0 12 13.2

3개 1 3.3 1 3.0 0 0.0 2 2.2

2개 0 0 3 9.1 0 0.0 3 3.3

10개 1 3.3 0 0.0 1 3.6 2 2.2

12개 1 3.3 0 0.0 0 0.0 1 1.1

무응답 8 26.8 11 33.3 3 10.7 22 24.2

합계 30 100.0 33 100.0 28 100.0 91 100.0

전술한 초성 자리에서의 ‘ㅇ’와 관련된 오개념을 제외하고, 추가로 나타난 음운 
관련 오개념의 유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75) 8개로 응답한 학습자들은 중복된 모음인 ‘ㅏ’를 하나로 처리한 경우로 이 또한 정답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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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음운 관련 오개념 유형(3번)
오개념 유형 응답 빈도 비율

음운은 음절과 동일하다. ‘학생이다’의 음운 개수는 4개이다. 12 13.2

음운은 형태소와 동일하다. ‘학생이다’의 음운 개수는 3개이다. 2 3.3

음운은 단어와 동일하다. ‘학생이다’의 음운 개수는 2개이다. 3 2.2

분석 결과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7%(17명)의 
학습자에게서 음운을 음절이나, 형태소, 단어와 같은 다른 언어 단위로 대치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응답을 통해 
음운 개념을 음절 단위에서 더 쪼개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후 있다.

【본-N-B-5】소리 나는 개수

다음으로 음운의 개수를 3개로 분류한 학습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본
-N-B-17】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음운의 정의는 올바르게 기술하였으나 음운의 
개수는 3개라고 응답하고 판단의 이유는 기술하지 못해 개념의 정의를 암기는 하
고 있으나 이를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여 사례와 비사례를 변별하고 있지는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D-B-22】학습자는 ‘학생, 이, 다’와 같이 음운 개념
을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로 이해하고 있었다.

【본-N-B-17】음운: 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본-D-B-22】학생, 이, 다

한편 음운의 개수를 4개로 응답한 학습자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음운의 정의를 
‘의미가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즉 음운 개념의 정의는 형태소
로 하면서 실제 개념의 일반화 단계에서는 음운 개념을 음절과 동일시하는 경우인
데 결국 ‘의미를 변별해주는’ 음운의 기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N-B-5】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본-N-B-25】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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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다
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의미를 변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76). 따라서 음운 개념을 교육할 때에는 인
접한 다른 개념과 그 지위를 비교하며 개념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의미를 변별
하는 것’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강조할 필
요가 있다.

 <표 Ⅲ-13> 음운 관련 4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다. ( O / X )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구분
N고(A형) H고 D고(B형) U고(B형)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답을 선택하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함
4 17.4 27 41.5 16 48.5 17 60.7 64 42.9

정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1 4.3 12 18.5 0 0 0 0 13 8.7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6 26.1 12 18.5 8 24.2 4 14.3 30 20.1

오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6 26.1 5 7.7 2 6.1 2 7.1 15 10.1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4 17.4 6 9.2 1 3.0 1 3.6 12 8.1

무응답 2 8.7 3 4.6 6 18.2 4 14.3 15 10.1

합계 23 100.0 65 100.0 33 100.0 28 100.0 149 100.0

마지막으로 장단을 음운에 포함하고 있는가를 통해 음운 개념에서의 구조적 이
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4번 문항에 대해 정답을 선택하고 그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한 학습자의 비율은 42.9%였다.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이유

76) 이혜원(2016)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 면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이 음운의 개념을 구
성할 때 ‘의미 변별’과 ‘소리’라는 두 개의 속성을 연결 짓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바 있다.

    [F-7]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 의미 변별과 소리. 이 두 개를 연결을 못시켜요. 왜 보면, 
여러 소리가 모여서 한 단어의 의미를 담아내잖아. 그래서 소리가 다르게 바뀌면 단어 의미
도 달라지는 거고. 애들은 그냥 그 단어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렇게 쓰는 걸로 알아. 글자로. 
결국은 달달 외우더라. 눈 감고 달달 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딱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내니까 그렇게 외워도 통하는 거지(이혜원, 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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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술하거나, 이유는 알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정답을 선택한 경우 개념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응답의 결과를 이와 같이 분류하
였다. 특히 해당 문항의 경우 정답 선택의 유무를 통해서는 세밀한 오개념의 양상
을 추론하기는 어려웠으나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학습자의 응답의 
이면에 존재하는 오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자료에서 오개념 추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항목은 ‘정답을 
선택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와 ‘오답을 선택하고 적절하지 않
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이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응
답한 【본-H-61】, 【본-H-12】와 같은 사례들은 이를 통해 오개념을 유추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H-61】 경험상
【본-H-12】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것 같다.
【본-H-57】 소리의 길이로도 글자를 판단할 수 있어서

또한 【본-H-57】의 경우 장단으로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오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조사 외에 추가로 
실시한 면담에서 ‘배’와 ‘배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학습자가 비분절 음운의 의미 변별 기능에 대해 알고 있으나 자신이 이해
한 바를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나머지 학습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오개념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4> 음운 관련 오개념 유형(4번)
오개념 유형 응답 예시 빈도 비율

소리의 길이는 

음운이다.

발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H-64】소리의 길이는 발음에 

관여하기 때문에 음운에 포함된다.
3 2.0

소리의 

길이는 

음운이 

아니다.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D-B-32】발음기호를 이용하

지 않고는 표기할 수가 없어서
3 2.0

음성이기 때문이다. 【본-N-A-16】음성이라 생각한다. 3 2.0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N-A-19】소리의 길이로 뜻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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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리의 길이는 발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운이라고 언급한 학습자의 응
답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음운이란 발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리’라는 속
성 외에 음성과 달리 ‘의미 변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음운의 지위를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응답은 오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77). 학습자들은 발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음운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본-H-64】소리의 길이는 발음에 관여하기 때문에 음운에 포함된다.
【본-H-49】음운은 소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H-58】소리 내는 방법이다.

반면 소리의 길이는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장단은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습자들도 발견되었다. 
즉 음운 개념을 표기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H-41】소리의 길이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
【본-D-B-32】발음기호를 이용하지 않고는 표기할 수가 없어서
【본-D-B-21】음운은 자음과 모음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

위 오개념들과 같은 비율의 학습자들은 소리의 길이를 음운이 아니라 음성이라
고 응답하였다. 응답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음성과 음운 개념을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음성은 소리의 범주에,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N-A-4】음성이라서
  [추가 응답] 음성은 소리나는 거고 음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해요.
【본-N-A-16】음성이라 생각한다.
  [추가 응답] 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요.
【본-N-A-18】소리의 길이는 음성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적은 사례수이기는 하지만 음운 개념의 성립 조건으로 음운 변동이 

77) 이문규(2004/2015: 40)에서도 초분절음이 단어나 문장의 뜻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을 운소(韻素, prosodeme)라고 할 수 있으며 초분절음과 관련하여 음운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말의 뜻과 관련된 일정한 구실을 할 때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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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해야 함을 언급한 학습자도 발견되었다. 해당 학습자는 음운 변동을 학습할 
때 주로 자음과 모음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판
단하고 비사례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78).

【본-N-A-19】소리의 길이로 뜻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음운의 변동이 일어
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운 관련 학습자의 오개념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오개념이 한 학습자에게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 오개념은 학습자가 나름의 개념을 구성해 가는 방식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개념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음운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이다

소리의 길이는 음성이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음운은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소리의 길이는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음운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소리의 길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발음과 관련 있는 것은 모두 음운이다
소리의 길이는 발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운이다

음운은 음절과 동일하다

음운은 형태소와 동일하다

음운은 단어와 동일하다

【그림 Ⅲ-5】 음운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78) 그러나 학교문법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으나 보상적 장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은 소리의 

길이와도 관련이 있다. 보상적 장음화란 음절 수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반모음화가 일
어날 때 뒤따르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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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모음
반모음은 앞서 인식 조사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이는 모음과 달리 한글로 된 표기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반모음은 표기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항과 달리 선택형 문항으로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념 이해 양상을 최대치로 수집하
고 이를 분석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오개념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반모음을 음성 기호로 정확하게 제시한 학습자라고 하더라
도, 반모음의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
의 응답을 정답과 오답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응답 가운데 특징적인 사례
들을 포착하여 오개념의 유형을 탐색하는 것을 분석의 목적으로 삼았다.

【본-N-B-30】 반모음:  ㅗ̌, ㅜ̌

앞서 음운 개념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으로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포함시켜 글자
로 이해하는 오개념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음운 교육 내용 가운데 상위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운 개념과 관련하여 이러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은 반모음의 개념을 추론할 때 또한 소리의 범주에 두지 못하고 글자로서만 이해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음운 교육에서 학습하는 개념들을 소리
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표기로서만 추론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H-58】 짝대기 하나 있는 거
【본-H-49】 모음이 한 개로만 되어 있는 모음

다음은 개념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개념이다. 본고는 조진수(2017)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법 용어가 태생적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표상해낼 수 없
다는 점을 인정하며 문법교육의 목표가 문법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님에 동의한
다. 따라서 문법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문법 용어는 교육의 국면에서 문법 개념을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편(조진수, 2017: 466)이라는 점에서 학습자가 문법 용어를 통해서 문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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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U-B-3】의 학습자는 반
모음 개념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반’이라는 용어의 일부에 주목하였으나 이를 ‘모
음의 성질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였다79).

【본-U-B-3】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중간
[추가 응답] 반모음은 단모음도 이중모음도 아니지만 표기상으로 단모음과 

같고, 나중에 이중모음을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
을 반씩 가지고 있어서 반모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학습자의 응답은 오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법 용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운 개념을 다른 문법 단위로 대치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반모음을 자신들에게 보다 익숙한 개념인 단모음이나 이중모음과 동일시하는 양상
도 나타났다. 반모음은 학습자들이 경험적으로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반모음을 단모음으로 대치시킨 사례이다. 특히【본
-U-B-25】와 같이 반모음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반모음을 ‘ㅣ, ㅗ/
ㅜ’로 이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본-N-B-4】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 ㅜ,ㅗ,ㅓ,ㅏ
【본-H-63】 ㅣ, ㅟ, ㅔ, ㅚ, ㅐ, ㅡ, ㅜ, ㅓ, ㅗ, ㅏ
【본-U-B-25】ㅣ, ㅜ
【본-U-B-6】 ㅔ, ㅟ와 같이 두 발음이 합쳐진 것

【본-U-B-6】의 경우 위와 같이 반모음을 두 ‘발음’이 합쳐진 것이라고 진술
하였으나 사실상 예로 든 ‘ㅔ, ㅟ’의 경우 입모양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다. 이 두 모음자가 단모음자 ‘ㅓ, ㅣ’와 ‘ㅜ, ㅣ’가 합쳐진 형태임
79) 이는 교과서 기술이나 교사의 교수 언어와도 관련이 있다. 교사 면담을 통해 해당 학교

의 교사가 반모음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명시적으로 연결 짓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러한 오개념 분석 결과는 문법교육에서 용어와 개념의 속성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
지어 주는 교수·학습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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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학습자가 언급한 발음이란 소리가 아니라 표기 형태, 즉 
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반모음을 이중모음으로 이
해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응답도 있었다.

【본-H-7】 ㅑ, ㅕ, ㅠ, ㅛ
【본-D-B-8】 ㅒ, ㅑ, ㅕ, ㅛ, ㅠ …

한편 한글의 창제 과정에 대한 학습 내용과 혼동하여 반모음의 예로 ‘ㅣ, ㆍ, ㅡ’
를 제시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이 또한 오답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반모음의 기
능을 올바르게 기술한【본-N-B-15】와 같이 반모음이 이중모음과 같이 다른 개
념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개념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반모음의 개념을 이해시킬 때 
한글에 대하여도 언급하되, 전자는 소리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의이며, 한글은 표기
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음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본-U-B-15】 하늘, 땅, 사람의 모습(ㅣ, ㆍ, ㅡ)을 형상화한 것.
【본-N-B-15】 ㅣ,ㆍ, ㅡ처럼 단모음과 섞여 이중모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혼자 못옴)
반모음에 관한 학습자들의 특징적인 응답을 토대로 관련 오개념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반모음

반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모음은 모음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반모음은 모음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반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ㅣ, ㆍ, ㅡ)

반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지고 있다

반모음은 단모음과 동일하다

반모음은 이중모음과 동일하다

【그림 Ⅲ-6】 반모음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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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중모음
일반적으로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가의 여

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사례 가
운데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변별해 낼 수 있는가를 통해 개념의 일반화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5> 이중모음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이중 모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ㅑ  ② ㅟ  ③ ㅔ  ④ ㅙ  ⑤ ㅢ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구분
N고(B형) H고 D고(B형) U고(B형)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답을 선택하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함
5 16.7 7 10.8 8 24.2 9 32.1 29 18.6

정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1 3.3 0 0 4 12.1 2 7.1 7 4.5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4 13.3 1 1.5 10 30.3 11 39.3 26 16.7

오답을 

선택

적절한 이유를 

서술함
2 6.7 8 12.3 0 0 0 0 10 6.4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4 13.3 20 30.8 3 9.1 3 10.7 30 19.2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5 16.7 24 36.9 2 6.1 1 3.6 32 20.5

무응답 9 30.0 5 7.7 6 18.2 2 7.2 22 14.1

합계 30 100.0 65 100.0 33 100.0 28 100.0 156 100.0

이중모음 개념의 변별 문제에 대해 정답을 선택하고 그 이유까지 적절하게 서술
한 비율은 평균 18.6%였다. 본고에서는 위 자료에서 ‘정답을 선택하였으나 적절하
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와 ‘오답을 선택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
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자는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포함하거나, 음운을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정하던 오개념의 영향으로 이중모음 또한 발음이 아닌 모음자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중모음의 개념을 추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우선 정답인 ‘ㅑ’, ‘ㅙ’, ‘ㅢ’를 선
택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본-D-B-8】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글자의 형태적 속성에 주목하여 답을 선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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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D-B-8】아니게 생겨서

이 뿐 아니라 ‘ㅟ’, ‘ㅙ’, ‘ㅢ’와 같이 단모음인 ‘ㅟ’를 포함한 다음 학습자들 또한 
모음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선지를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중모음을 
발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표기상 단모음자가 2개 겹쳐 있는 경우로 범주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ㅑ’와 같이 형태상 단모음 2개로 분리가 되지 않는 
이중모음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본-H-49】모음이 두 개 합쳐져 있는 것을 골랐다.
  [이증모음] 모음이 두 개 합해져 있는 모음
【본-H-51】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만들어져서
  [이중모음] ‘ㅢ’, ‘ㅟ’와 같이 두 모음이 합쳐져 생성

한편, 【본-H-58】의 경우 ‘짝대기가 두 개 있는 것’만을 이중모음의 개념으로 
범주화하고 있어 ‘ㅑ’와 같은 j계의 이중모음은 선택하였으나, ‘ㅙ’와 같은 w계의 
이중모음은 선택하지 않았다. 【본-H-21】학습자 또한 이중모음에 대한 자유기
술형 문항에서 j계 이중모음자만을 답안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개념을 변별하는 문
항에서도 이에 따라 ‘ㅑ’만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H-58】‘ㅑ’ 선택 → 짝대기가 2개라
  [이증모음] 짝대기가 두 개 있는 것
【본-H-21】‘ㅑ’ 선택
  [이중모음] ㅑ, ㅕ, ㅛ. ㅠ

이 학습자들은 앞서 살펴본 학습자들과 선택한 답지에는 차이가 있으나, 음성 
실현형이 아니라 표기형에 근거하여 개념을 범주화하고 있음은 동일하다.

앞서 음운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왜’가 모음 2개로 이루
어져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비율이 32.4%(21명)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왜’
를 모음 2개로 응답한 학습자들의 오개념 또한 학습자가 해당 개념을 표기형에 근
거하여 추론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중모음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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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음

이중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자가 합쳐진 것이다
ㅟ, ㅙ, ㅢ, …

이중모음은 두 개의 짧은 

막대가 있는 것이다
ㅑ. ㅕ, ㅛ, ㅠ

【그림 Ⅲ-7】이중모음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2) 음운 변동 학습에서의 오개념

학습자는 음운 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모든 말소리가 고유한 소릿값을 가지고 
있음을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그 소릿값은 항상 본연의 값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시적인 말소리 바뀜을 ‘음운 변화(音韻變化)’라고 하고 공시적인 현
상은 ‘음운 변동(音韻變動)’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소리의 변화 및 변동 과정을 합
리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음운론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문규, 2004/2015: 
88)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 음소가 변이음 중 하나로 실현되는 것과 다른 
음소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 가운데 학교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후자에 대한 학습
자의 개념 이해 양상을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구조 제약에 따라 종성에 놓이는 자음 19개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음절
의 끝소리 규칙은 평파열음화와 자음군 단순화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
는 문법 내용을 모두 학습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습자
들이 최종적으로 학습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제시된 바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법교육이 지향하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해당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적용 환경에 대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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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앞’과 ‘낮’의 발음을 써 주세요.

 3) 앞 [   ], 낮 [   ]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빈도 비율(%)

정답 압, 낟 39 60.0

오답

압, 낮 8 12.3

압, 낫 6 9.2

압 2 3.1

낮 1 1.5

무응답 9 13.9

합계 65 100.0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60.0%로 다른 개념의 문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두 개의 제시어 가운데 우선 ‘앞’은 10명의 무응답자를 제외
하고는 모두 종성이 ‘ㅂ’으로 발음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낮’의 발음에 대해 21.5%
의 학습자에게서 ‘ㅈ’을 평파열음 [ㄷ]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거나, 마찰음 
[ㅅ]으로 바꾸는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오류가 나타난 학습자들이 기술한 응답의 근
거와 해당 개념의 정의를 참고하여 오개념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7>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오개념 유형(2번)
오개념 유형 응답 예시 빈도 비율

종성 자리의 ‘ㅈ’은 

[ㅈ]으로 발음된다.
【본-H-49】발음이 자연스럽게 되게 고쳤다. 9 13.8

종성 자리의 ‘ㅈ’은 

[ㅅ]으로 발음된다.

【본-H-48】발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6 9.2

【본-H-2】ㄱㄴㄷㄹㅁㅂㅅㅇ으로 발음된다.

우선, 종성 자리의 ‘ㅈ’이 [ㅈ]이나 [ㅅ]으로 발음된다고 응답한 학습자들 가운데 
【본-H-49】, 【본-H-48】은 다음과 같이 음절 끝에 발음되는 7개 자음을 밝히
거나 해당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절의 끝소
리 규칙 개념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여 언어적 직감에 의존하여 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본-H-49】어떠한 기준에 있어 소리가 변함
【본-H-48】모든 받침들은 정해진 자음들로만 발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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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H-2】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자유기술형 문항에 대한 답으로 
[ㅅ]을 포함한 8개의 자음이 음절의 끝소리에 발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실제로 응답에
서도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이 학습자와 마찬가
지로 해당 질문에 대해 [낫]을 선택한 【본-H-5】의 자유기술형 문항에 대한 답변
에서 학습자들이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80).

【본-H-5】기억은 잘 안나지만 ㄱㄴㄷㄹㅁㅂㅅㅇ, ㅍ 과 ㅊ 은 아니다. 쌍
기억은 탈락이 아닌 교체! (제일 헷갈렸던 것)

한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오답률은 7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제시된 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비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릎이’의 발음에 대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무르
비]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근거하여 구안되었다. 검사 결과 학습자들
은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을 명확하게 구분하
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8>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3번 문항의 응답 결과
∘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쓴 후, 판단 근거를 자세히 적어 주세요.

 5) ‘무릎이 아프다.’의 발음은 (① 무르피 / ② 무르비)이다.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구분
H고

빈도 %

정답을 선택하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함 19 29.2

정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2 3.1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7 10.8

오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22 33.9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10 15.4

무응답 5 7.6

합계 65 100.0

 우선 아래와 같이 정답을 선택하고 그 이유도 적절하게 기술한 학습자들은 다

80)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변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다루는 
부분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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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문항에서 제시된 환경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임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밝히고 있었다.

【본-H-9】연음이 되어서 무르피로 발음된다.
【본-H-56】뒤에 형식형태소 ‘ㅣ’가 와서 연음이 되어서 발음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81)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즉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은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반드시 적용되며, 연음이 일어나는 환
경에서는 평파열음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이진호, 2005/2015: 165). 학습자들
의 표기 의식에 대해 연구한 이주영(2017)에서도 음운이나 음절 차원에서 오개념
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연음’의 실현 조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임을 언급한 바 있
다. 본고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사례와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응답
의 근거에 오류가 나타나는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연음 현상과 음
절의 끝소리 규칙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Ⅲ-19>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오개념 유형(3번)
오개념 유형 응답 예시 빈도 비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

【본-H-11】무릎이→끝소리규칙[무릅이]

→연음[무르비] 아닐까요?
17 26.2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

【본-H-32】'ㅍ'이 '이'에 연결해 '무르피

'가 되었다가 '피'가 쉽게 발음되어 '비'로 

음운의 끝소리 규칙의 영향을 받았다.

2 3.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오개념은 연음 현상과의 변별과 관련이 있
다. 이러한 양상은 정답을 고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 학습자의 응답에서도 
발견되었다.

81) 연음이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의 말음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그대로 옮
겨 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어의 연음은 뒤에 오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
태소(조사, 어미, 접사 등)일 때 나타난다(이진호, 2005/20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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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H-47】 연음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모르겠
다. 그래서 자주 헷갈린다.

이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연음과 
혼란을 겪으면서 오개념이 나타난 경우는 전체 오류의 78.2%를 차지했다. 연음보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나타난다고 답한 학습자가 대다수였다. 예컨대 ‘무
릎’을 [무릅]으로 변화시킨 후, 조사 ‘이’와 연결하여 연음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먼저 연음을 시켜 [무르피]가 된 상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종성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음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의 변별의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답을 선택한 나머지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발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H-49】직접 발음했을 때 ‘무르비’가 맞는 것 같기 때문이다.
【본-H-4】무르피같긴 한데 발음이 저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오답을 선택한 후 연음과 연관지어 자신의 답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던 학습자들 
또한 평소 언어 사용 습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82). 지금까지
의 논의를 종합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학습자의 오개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는 자음 ‘ㅈ’이 발음된다

음절 끝에는 자음 ‘ㅅ’이 발음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그림 Ⅲ-8】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82)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개념화를 시도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후술할 학
습자 오개념의 내적 형성 요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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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음군 단순화
학교문법에서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하여 다룬 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는 이를 별도로 독립하여 탈락의 하위 요소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
으로 삼은 학습자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이수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습자
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과학적 개념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자음군 단순화과 관련하여 구안한 오개념 검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Ⅲ-20> 자음군 단순화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좋은     ② 맑아서     ④ 낮     ④ 밟고     ⑤ 밖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빈도 비율(%)

정답 밟고 15 23.1

오답

밟고, 밖 5 7.7

밟고, 맑아서 18 27.7

밟고, 맑아서, 밖 9 13.8

맑아서 4 6.2

밖 3 4.6

기타 2 3.1

무응답 9 13.8

합계 65 100.0

2번 문항의 정답률은 23.1%로 다른 개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선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개념들의 사례와 변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H-20】의 
학습자가 ‘맑아서’의 사례가 연음인 것을 짚어준 것은 연음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
의 구별이 학습자에게 하나의 과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H-56】 뒤에 자음이 와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본-H-20】 밟고→[밥꼬], 맑아서(연음)

‘밟고’ 외에 오답인 ‘맑아서’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전체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음절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발생하는 자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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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의 환경을 알지 못하고 겹받침이 있는 단어는 모두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
다. 즉 학습자들은 자음군 중 한 개가 뒤 음절로 이동하는 것은 포착하지 못하고 
받침에서 자음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모두 자음군 단순화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 가운데에는 오답 ‘맑아서’를 자음군 단순화의 범주에 포
함시켰으나 ‘밖’은 탈락이 아닌 교체임을 밝히며 해당 사례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으로 분류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본-H-11】 [말가서], [발꼬]: 자음군단순화(탈락)
              밖[박]: 끝소리규칙(교체)

【본-H-11】학습자가 올바르게 분류한 ‘밖’을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 선택한 
학습자의 비율은 총 18.4%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음군과 쌍자음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쌍자음을 2개의 자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류
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본-H-14】 밑에 자음이 이중이라서 하나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본-H-45】 자음이 2개 있는데 그 중 1개의 자음으로만 발음하니까

정답을 선택한 【본-H-47】의 응답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는데 
해당 학습자는 쌍자음을 하나의 자음으로 보아야 할지, 두 개의 자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혼동한 경험에 근거하여 ‘쌍자음은 하나로 취급됨’과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밝히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H-47】 조은, 말가서, 낟, 밥꼬(ㄼ에서 ㄹ이 탈락됨), 박(쌍자음은 하나로 취급됨)

이처럼 쌍자음을 겹받침과 마찬가지로 2개 자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음운을 표기
의 범주에 두고 이해하는 오개념과 관련이 있다. 즉 실제 음성 실현형은 떠올리지 
못한 채 음운 현상들을 표기의 층위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83). 이처럼 자음군 

83) 이와 관련하여 전영주 외(2017)에서도 학습자들이 된소리 ‘ㅆ’을 예사소리인 ‘ㅅ’ 두 개
가 합쳐진 소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말소리의 범주에 속하는 음운 
개념을 표기의 층위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개념 층위의 혼동(전영주, 2017: 166)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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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에 대한 개념 이해 양상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오개념이 또 다른 오개념들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실제 발음형을 선택하는 3번 문항의 정답률은 앞서 살
펴 본 2번 문항의 정답률이 29.2%였던 것에 비해 52.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결과의 전반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개념을 떠올리기보다 자신의 발음 경험
에 근거하여 정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음절의 끝소
리 규칙과 관련된 오용 사례로 활용된 ‘무릎이[무르피]’에 비해 ‘핥다[할따]’, ‘핥아
[할타]’와 같은 단어는 평소 올바르게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H-33】, 【본-H-55】와 같이 정답을 선택하고 적절한 이유를 서술한 학
습자들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및 연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본-H-33】자음군단순화, 된소리되기 / 연음이 일어났다.
【본-H-55】'핥다'→할따: ㄾ→ㄹ: 자음군 단순화, ㄷ→ㄸ: 된소리되기,
              핥아→할타(연음) ㄾ→ㄹ: 자음군단순화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통해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기술
한 응답과, 오답을 선택하고 판단 과정상에서도 오개념이 나타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4).

84) 정답을 선택한 학습자 가운데 2명의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에 근거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이므로 이 또한 ‘정답을 서술하고, 이유
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에 포함하였다.

   【본-H-17】 발음해보니 그런 소리가 나서
   【본-H-49】 직접 발음했을 때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반면, 다음 학습자들 또한 위 두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 습관에 근거하여 응답

하였으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답을 선택한 경우는 ‘오답을 선택 
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경우’에 포함하였다. 

    【본-H-58】직접 해봐서
    【본-H-54】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발음을 잘해요. 발음한대로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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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1> 자음군 단순화 관련 3번 문항의 응답 결과
∘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쓴 후, 판단 과정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4) ‘핥다’의 발음은 (① 할따 / ② 할타)이고, ‘핥아’의 발음은 (③ 할따 / ④ 할타)이다.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구분
H고

빈도 %

정답을 선택하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함 34 52.3

정답을 선택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5 7.7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19 29.2

오답을 선택

적절한 이유를 서술함 1 1.5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함 4 6.2

이유를 서술하지 않음 2 3.1

무응답 0 0

합계 65 100.0

앞서 발견되었던 바와 같이 초성 자리의 ‘ㅇ’을 하나의 자음으로 처리하는 양상
이 나타났으며, 【본-H-32】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이 아니라 품사의 차이로 인
해 발음이 다르게 된다고 추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오류가 발견되
기는 하였으나 학습자가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전략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품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다르게 되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이 이를 직접 찾아 자
신의 가설을 검증해보는 수업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본-H-5】뒤에 자음이 ㄷ, ㅇ 이기 때문에
【본-H-51】'ㅌ'과 'ㄷ'이 만나 'ㅌ'으로 발음되고, 'ㅌ'이 'ㅇ'을 만나 된소리가 됨.
【본-H-32】'핥다'는 동사라서 '다'가 끝에서 세게 발음해야 하고, '핥아'는 

형용사라 ㅌ을 ㅇ에 연결해 발음하는 것이 좋다.

‘할다’가 ‘할타’로 변하는 것이 예외일 것이라고 추측한 【본-H-7】는 음운 수
업에서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 ‘가끔 적용되지 않았던 예외들’로 답한 바 있다.

<표 Ⅲ-22> 【본-H-7】학습자의 응답
응답 응답의 근거 음운 수업에서 흥미로웠던 점

핥다[할타]

핥아[할따]

할다→할타. 예외

인 것 같은 느낌?

흥미로웠던 것은 가끔 적용되지 않았던 예외들인 것 같다. 음운

이라고 하면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적용되지 않아서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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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음운 학습이 어려웠던 이유로 ‘예외가 많다’는 점을 들
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들이 해당 사례가 적용 사례인지 비사례인지를 판
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예외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들이 적합한 사례들까지 예외 사례로 처리해버리고 
문법 개념은 예외가 많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개념 정의에 비
추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적 지식의 구성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개념도 작성 검사에서도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오개념들이 발견되었다. 【본-D-B-2】는 자음군 단순화를 교체
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교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성과 관련된 자음군 단순화 또한 교체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음 2개가 1개로 ‘교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본-D-B-16】과 같이 
자음군단순화를 축약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학습자는 면담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를 교체에 포함해야 할지 축약에 포함해야 할지를 고민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자음군 단순화를 탈락의 하위 요소로 두지 
못하고 교체나 축약의 하위 요소로 위치시키는 것은 음운 변동 학습 시 교체·탈
락·첨가·축약과 같은 상위 범주와 음운 변동 간에 공유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
해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D-B-2】 【본-D-B-16】
【그림 Ⅲ-9】자음군 단순화 관련 학습자 개념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음군 단순화의 학습자 오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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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 하나가 연음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받침의 개수가 줄어들면 자음군 단순화이다

받침의 쌍자음이 교체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쌍자음은 

2개의 

자음이다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교체의 일종이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축약의 일종이다

【그림 Ⅲ-10】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③ 구개음화
음절의 끝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y’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앞

에서 각각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
이 두 자음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자음 동화와 달리,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에 동
화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구개음화가 
동화의 일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학습자들이 해
당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85). 

85) 동화 개념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관련하여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발음의 간소화 원
리가 담겨 있는 동화에 대한 학습과 같은 원리 중심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음운론에서 말하는 동화는 인간 발음의 간소화 원리가 작용한 것이며, 동화에 반

대되는 인화는 청각 영상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원리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원리들은 언어 사용자인 인간(혹은 인간의 인지)을 중심으로 언어적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인간 중심적’이다(구본관·신명선, 201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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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구개음화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신지   ② 같이   ③ 권력   ④ 숱하다   ⑤ 가을걷이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빈도 비율(%)

정답 같이, 가을걷이 22 33.8

오답

같이 13 20.0

가을걷이 6 9.2

숱하다 5 7.7

같이, 숱하다 3 4.6

같이, 숱하다, 가을걷이 7 10.8

무응답 9 13.9

합계 65 100.0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선택하는 2번 문항의 정답률은 33.8%였다. 오답
은 위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고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학습자의 
진술에서 오개념이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앞서 
계속해서 발견되었던 바와 같이 모음자에 선행하는 표기 ‘ㅇ’을 하나의 자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구개음화 관련 문항에서도 발견되었다. 특히 【본-H-8】학습
자는 정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모음자 ‘ㅣ’가 아니라 표기된 ‘ㅇ’을 보고 적용 사례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ㅇ’과 만나 구
개음화가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H-8】ㅌ, ㄷ 중 뒤에 'ㅇ'이 오면 'ㅊ,ㅈ'로 발음한다.
【본-H-9】ㅌ이 ㅇ과 만나 ㅊ 가치로 발음되어

 다음으로【본-H-49】와 같이 구개음화를 세게 소리 나는 경우로 정의하는 
발견되었다. 해당 학습자는 용어로부터 개념을 추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본-H-5】는 구개음화를 받침에 ‘ㄷ’이나, ‘ㅌ’이 나타나는 경우로 일반
화하여 받침에 ‘ㅌ’이 있으나 뒤이어 오는 자음 ‘ㅎ’을 만나 자음 축약에 발생한 
경우까지 구개음화로 일반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오개념의 영향으로 ‘숱하다’를 
구개음화의 적용 사례로 답한 학습자는 전체 학습자의 23.1%를 차지했다. 이러한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체의 하위 요소인 구개음화에 대해 가르칠 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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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하위 요소인 거센소리되기 중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변하는 경우를 언
급하여 별도의 개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H-49】구개음화라 하면 세게 나는 소리인 것 같다.
【본-H-5】 받침ㅌ+이=치, 받침 ㄷ+이=지, 받침 ㅌ→ㄷ+하=타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발음에 대해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여 표준발음을 선
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는데 3번 문항의 경우 구개음화의 비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을 실제 맥락에 적용하여 다루기 위
해서는 적용 사례와 비적용 사례를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Ⅲ-24> 구개음화 관련 3번 문항의 응답 결과
∘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쓴 후, 판단 과정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끝을 잡고’의 발음은 (① 끄틀 / ② 끄츨)이고,

 ‘끝에 있어’의 발음은 (③ 끄테 / ④ 끄체)이다.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빈도 비율(%)

정답 끄틀, 끄테 12 18.5

오답

끄츨, 끄테 49 75.4

끄틀, 끄체 1 1.5

끄츨, 끄체 2 3.1

무응답 1 1.5

합계

구개음화 개념의 적용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18.5%로 다른 개념 적용 문항의 
정답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앞서 살펴본 구개음화 개념 변별 문항의 정답률이 
33.8%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학습이라는 맥락에서는 개념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평소 언어 습
관에 기대어 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86).

86) 이는 Ⅱ장에서 언급했던 길버트, 오스본, 휀삼(Gilbert, Osborne, Frensham, 1982)가 학
습자들이 과학적 개념과 학습자의 대안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시험과 일
상생활에서각각 다른 개념을 활용하여 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와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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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H-49】발음을 해 보았는데, '끄츨'과 '끄테'가 자연스러웠다.
【본-H-7】끝을→끋을→끄츨 발음해 봤을 때 '끄츨'이 더 자연스럽게 발음

되는 것 같다. '끄체'도 마찬가지
【본-H-47】발음상으로 구분해서 선택했다.

이와 달리 학습한 개념에 근거하여 발음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나, ‘ㅣ’나 반모음 
‘y’ 앞이라는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조건을 정확히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들
은 자음 ‘ㅌ’이 모음 ‘ㅡ’와 만나는 경우에 구개음화가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본
-H-35】의 경우 반모음과 이중모음과 만난다는 구개음화의 환경을 언급하였으
나, 이를 실제 맥락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끄츨’과 ‘끄테’와 같이 오답을 선택하였
다. 또한 앞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
들이 모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구개음
화 전에 ‘끝을’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하여 [끋을]과 같이 발음된다고 대
답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본-H-35】 'ㅌ'이 반모음과 이중모음을 만나 'ㅊ'으로 변함. 'ㅌ'이 뒤의 
자음으로 감.

【본-H-15】끝을→(음끝)[끋을]→(구개음화)[끄츨], 끝에→(연음)→끄테

마지막으로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모음
자에 선행하는 ‘ㅇ’이 자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음으로 이해하여 자음과 
자음의 만나는 경우로 규정한 경우도 나타났다.

【본-H-32】'끝을'은 'ㅌ+ㅇ=ㅊ' 법칙 때문이고, '끝에'에서 '에'는 'ㅇ'을 빼
도 '에'로 발음되니까 'ㅌ'을 연결해서 발음한다.

 마지막으로 구개음화를 음운론적 동기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동화로 분류할 수 있
는가에 대한 문항을 검사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 오개념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해
당 문항의 정답률은 성적에 따른 학교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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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5> 구개음화 관련 4번 문항의 응답 결과87)
∘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쓴 후, 판단 과정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구개음화’는 ‘동화’이다. ( O / X )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분류
N고(A형) D고(A형) U고(A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답 ‘동화’이다. 9 39.2 7 30.4 10 37.0 26 35.6

오답 ‘동화’가 아니다. 7 30.4 2 8.7 4 14.8 13 17.8

무응답 7 30.4 14 60.9 13 48.2 34 46.6

합계 23 100.0 23 100.0 27 100.0 73 100.0

우선 구개음화가 동화의 일종임을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모음 
‘ㅣ’의 영향으로 자음 ‘ㄷ, ㅌ’이 조음 위치가 변화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본-N-A-3】 ㅣ'의 영향으로 변화하므로
【본-N-A-17】 성격이 같아짐. 'ㅣ'의 조음위치와 같아짐.
【본-U-A-4】 자음이 모음의 위치에 동화되는 것이다.

반면, 구개음화가 동화라고 답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술함에 있어 오개념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자음 간에 발생한 동화임을 밝힌 학습자 외에도 구개음
화에 대해 자음이 바뀌었다는 결과만 기술해주고 있어 구개음화가 모음에 의한 자
음의 변화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U-A-1】 뒤 자음이 앞 자음과 동일해지므로
【본-U-A-27】 ㄷ→ㅈ으로 바뀌니 동화이다.
【본-D-A-15】 ㄷ이 같은 예사소리인 ㅈ으로, ㅌ이 조음 방법이 유사하게 바뀌기 때문.

위 학습자들은 정답을 선택하였으나, 자음이 바뀌었다는 결과만 기술하고 있다. 오답
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아래 학습자들을 제외하고는 응답의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본-N-A-2】탈락도 구개음화에 있는데 '탈락'은 동화가 아니니까
【본-N-A-18】책에서 본 것 같다.

87) 본고는 H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실시한 통합형 설문지의 문항 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 나머지 고등학교 학습자에게는 통합형 설문지의 문항을 나누어 A형과 B형으로 실시하
였다. 이때 <표 Ⅲ-25>의 문항은 A형 문항에만 추가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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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답을 선택한【본-N-A-23】은 문법에 관심이 많고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습자로 자유기술형 문항에서 구개음화의 정의 및 적용 환경을 정확하게 
기술한 바 있다. 이 학생은 구개음화가 동화가 아니라고 답하고 응답의 근거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가 교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응답의 정교
화를 위해 가로 실시한 면담 결과, 동화의 정의 또한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교체
의 범주와 동화의 범주가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이면
서 동화인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N-A-23】구개음화는 교체이기 때문이다.
  [추가 응답] 동화는 발음 방법이나 위치가 비슷해지는 현상인데, 'ㄷ'과 'ㅈ', 

'ㅌ'과 'ㅊ'는 발음위치도,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동화가 아니고 교체예요.

 ‘ㅣ’나 반모음 ‘y’는 모두 조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선행하는 자음이 후행하는 ‘ㅣ’, 반모음 ‘y’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이진호, 2005/2015: 182)이다. 그러나 오개념 분석 결과 ‘ㅣ’가 경구개 부근
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개

음화

자음 ‘ㄷ, ㅌ’이 

자음 ‘ㅇ’와 만나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자음이다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모음의 종류는 구개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ㅌ’이 ‘ㅣ’ 이외의 

모음과 만날 때에도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구개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 발생하는 동화이다

구개음화는 받침에 ‘ㄷ, ㅌ’이 존재해야 

나타난다

‘ㄷ, ㅌ’이 ‘ㅎ’과 만나 ‘ㅌ’으로 

변하는 사례도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자음을 세게 소리 내는 것이다

【그림 Ⅲ-11】구개음화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 100 -

④ 사잇소리 현상
학교문법에서의 사잇소리 현상은 크게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로 세분된다. 그

리고 'ㄴ' 첨가 또한 초성에 ㄴ이 첨가되는 경우와 종성에 ㄴ이 첨가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88). 학교문법 내에서도 교과서마다 사잇소리의 하위 범주에는 차이
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개념 검사에 앞서 본고에서 취하는 사잇소리 현상의 
외연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학습자들은 윤여탁 외(2014)를 사용한 N 고등
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박영목 외(2014) 교과서를 활용하여 문법 개념을 학
습하였다. 그런데 박영목 외(2014)의 경우, 초성의 'ㄴ' 첨가까지를 사잇소리 현상
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윤여탁 외(2014)의 경우, 된소리되기만을 사잇소리 현상
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N 고등학교 교사가 윤여탁 외
(2014)의 범주를 제시하지 않고 박영목 외(2014)의 하위 범주로 교육 내용을 재
구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89) 박영목 외(2014)에서의 정의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교과서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초성의 'ㄴ' 첨가가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되
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학교 문법 또한 학
문적 이견들 간의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학습자들이 현재 사잇소리 현
상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88) 이에 대해 이진호(2005/2015)에서는 전자의 경우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범주화하는 것
이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음운 변동 단원에서의 오개념에 대
한 형성 요인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89) N 고등학교의 학습자의 응답에서도 박영목 외(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잇소리 현상
의 하위 범주에 따라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N-A-23】순우리말+순우리말, 순우리말+한자어인 합성어일 때 1) 된소리 되기나 
2) ㄴ-덧남이나 3) ㄴㄴ-덧남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배웠다. 예) 잇몸[인몸], 나뭇잎
[나문닙] 위 조건에 적용된다 해도 ‘사이값’처럼 예외도 있고, 횟수, 숫자, … 등과 같은 
소리의 한자어는 사잇소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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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6> 사잇소리 현상 관련 2번 문항의 응답 결과
∘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넘다[넘따]  ② 밤길[밤낄]  ③ 잇몸[인몸]  ④ 종로[종노]  ⑤ 맨입[맨닙]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유형90)
N고(A형) H고 D고(A형) U고(A형)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적용 

사례로만 

구성

밤길, 잇몸, 맨입91) 2 8.7 3 2 3.1 3 1 4.3 2 0 0 ·

잇몸, 맨입 4 17.4 2 3 4.6 2 1 4.3 2 1 3.7 2

잇몸 10 43.5 1 30 46.2 1 5 21.8 1 6 22.2 1

밤길 0 0 · 0 0 · 1 4.3 2 0 0 ·

맨입 0 0 · 2 3.1 3 0 0 · 0 0 ·

비적용 

사례를 

포함

넘다 0 0 · 2 3.1 3 0 0 · 0 0 ·

넘다, 밤길 1 4.3 4 1 1.5 6 0 0 · 1 3.7 2

넘다, 밤길, 잇몸 0 0 · 1 1.5 6 0 0 · 1 3.7 2

종로 0 0 · 1 1.5 6 0 0 · 0 0 ·

잇몸, 종로 1 4.3 4 0 0 · 0 0 · 0 0 ·

무응답 5 21.8 23 35.4 15 65.3 18 66.7

합계 23 100.0 65 100.0 23 100.0 27 100.0

4개 학교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응답은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
이시옷 표기가 나타난 경우만을 사잇소리 현상으로 선택한 경우였다. 학습자들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여야 한다.’와 같이 이해하기보다
는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은 사잇소리 현상이다.’와 같이 반대의 방향으로 두 개념
을 연결하고 있었다.

【본-H-19】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을 찾았다. (‘잇몸’ 선택)
【본-H-36】 받침에 'ㅅ'이 있어서 (‘잇몸’ 선택)

90) 박영목 외(2014)에 따르면 위 문항의 정답은 ‘밤길, 잇몸, 맨입’이다. ‘밤길[밤낄]’은 명사
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만들 때 후행하는 명사의 첫 자음이 경음으로 바뀌었다. 
‘잇몸[인몸]’은 앞말의 종성에 ㄴ이 첨가된 경우, ‘맨입[맨닙]’는 뒷말의 초성에 ㄴ이 첨가
된 경우로 셋 모두 두 형태소 사이에 음운이 첨가된 사잇소리 현상이다. 그러나 ‘맨입’류를 
사잇소리 현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교 문법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기 때
문에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91) 박영목 외(2014)에 제시된 개념 정의에 비추어볼 때 사잇소리 현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밤길’, ‘잇몸’, ‘맨입’이다. ‘밤길’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만들 
때 후행하는 명사의 첫 자음이 경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잇몸’은 앞말의 종성에 ㄴ
이 첨가된 경우, ‘맨입’은 뒷말의 초성에 ㄴ이 첨가된 경우로 셋 모두 두 형태소 사이에 
음운이 첨가된 사잇소리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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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시옷 표기가 규범으로서 정립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사잇소리 현상은 사이
시옷 표기에 선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잇소리 현상을 학습하
고 이를 적용하여 표기형 선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학습자가 자신이 마주한 사례가 사잇소리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사이시옷 표기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전자와 같은 사고가 자연스
럽고 유용하다.

또한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이 각각 소리와 표기의 범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
고 두 개념의 범주가 다름을 떠올리지 못하고 용어 자체가 비슷하다는 점에만 주목
하여 ‘사잇소리 현상은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반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사잇소리 현상을 ㄴ이 첨가되는 현상으로만 개념화하여 합성어의 된소리되
기는 해당 개념의 사례에서 배제하거나 사잇소리 현상을 된소리되기와 동일시하여 
'ㄴ' 첨가의 사례들은 적용 사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본-U-A-1】사잇소리는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므로 (잇몸, 맨입 선택)
【본-D-A-8】뒤 자음에 된소리되기 현상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밤길 선택)
【본-H-25】된소리가 나타남. (넘다, 밤길 선택)

이처럼 학습자들의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개념 이해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마주한 사례가 사잇소리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용어와 예시만을 일대일로 암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개념 이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92).

【본-D-15】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시를 외워서..ㅎㅎ.. (잇몸, 맨입 선택)

다음으로 3번 문항은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한 표기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등굣길’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된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ㅅ’을 표기하고, ‘양칫물’의 경우에도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ㄴ' 

92) 앞서 음운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 또한 학습자들은 사잇소리 현상을 까다롭고 복잡한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H-27】 사잇소리 현상이 제일 어려웠어요. 교과서 설명을 봐도 뭔가 너무 다양해서 
정리가 안 되고 (중략) 왜 사잇소리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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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의 표지인 ‘ㅅ’을 표기한다. 그런데 ‘위층/윗
층’의 경우, 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났지만 발음 변화 없이 
[위층]으로 소리 난다. 그리하여 표기할 때에도 사잇소리 현상의 표지인 사이시옷 
없이 ‘위층’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표준발음법에서도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위층’이 적절함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혼동을 겪
는 비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한 개념에 따라 표기형을 선택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해당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이 사잇소리 현상과 사
이시옷 표기의 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7> 사잇소리 현상 관련 3번 문항의 응답 결과
∘ 다음 중 적절한 표기를 각각 고르세요.

 ① 등교길 ② 등굣길          ③ 양치물 ④ 양칫물          ⑤ 위층 ⑥ 윗층

➜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응답 유형
정답 선택 오답 선택 무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등교길 / 등굣길 45 69.2 17 26.2 3 4.6 65 100.0

양치물 / 양칫물 46 70.8 15 23.1 4 6.1 65 100.0

위층 / 윗층 49 75.4 12 18.5 4 6.1 65 100.0

하위 문항의 정답률 평균은 71.8%로 높은 편이었으나 3개 모두 정답을 모두 선
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9.2%에 불과했다. 특히 ‘등굣길(정답)’, ‘양칫물(정답)’, 
‘윗층(오답)’과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한 사례만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
과는 무엇이 사잇소리 현상이고 사잇소리 현상이 아닌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답을 선택하기보다는 합성어에는 모두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8> 사잇소리 현상 관련 3번 문항의 선택 유형별 빈도 및 비율
선택 유형                                        항목 빈도 %

정답 정답만을 선택한 경우 6 9.2

오답

오답을 1개 포함한 경우 30 46.1

정답이 1개인 경우(오답이 2개인 경우) 21 32.3

오답만을 선택한 경우 4 6.2

결측값(무응답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4 6.2

합계 65 100.0



- 104 -

결과적으로는 ‘등굣길’, ‘양칫물’, ‘윗층’과 같이 사이시옷을 모두 표기한 사례수
가 가장 많았는데 학습자들의 실제 판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판단 근거에 대한 기술에서도 학습한 사잇소리 현상 개념에 근거하여 
적용 사례와 비적용 사례를 변별하기보다는 표기형을 자신의 발음 습관이나 암기
한 것에 기대었다고 밝힌 사례가 더욱 많았다. 우선 학습한 개념을 떠올리고 이에 
근거하여 정답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본-H-10】된소리일어남, 사잇소리현상 / 사잇소리 현상 (‘등굣길’, ‘양칫
물’, ‘위층’(정답) 선택)

【본-H-33】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등굣길’, ‘양칫물’, ‘윗층’ 선택)

다음은 그동안 학습자가 언어 경험에 의존하여 답하였다고 응답한 사례이다.【본
-H-1】,【본-H-11】은 해당 표기형을 ‘많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시각
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시각화(visualization) 전략93)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기형 선택 과정에 이러한 전략이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정확한 발음 또는 표기 경험에 의존하여 적절한 개념을 구성하는 경우 문
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각‧청각적 이미지가 부정확
하거나 틀린 것일 경우 오류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H-1】저렇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본 것 같아서 (등굣길, 양치물, 윗층 선택)
【본-H-11】이렇게 사용되는 글자를 많이 봤어요. (등굣길, 양칫물, 윗층)

마지막으로 느낌과 같은 직관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처럼 언
어 직관에 의존하였다고 대답한 학습자들(21명)의 정답률이 9.5%(2명)에 불과했
던 점은 학습자들이 정확한 표기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의 구성 뿐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학습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이에 근거하여 추
론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H-4】나머지는 발음이 이상하니까 (등굣길, 양칫물, 윗층)
【본-H-5】발음이 ㅅ이 들어간 게 맞는 것 같다. (등굣길, 양칫물, 윗층)

93) 이는 표기 자체를 시각적 이미지로 구축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빠르게 인출해 내어 자신의 표기를 판단하는 전략이다(남지애, 2008: 79).



- 105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된 학습자 오개념을 정리하면【그림 
Ⅲ-12】과 같다.

사잇

소리 

현상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만이 사잇소리 현상이다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은 동일하다

사잇소리 현상은 ‘ㄴ’첨가와 동일하다.

사잇소리 현상은 된소리되기 현상과 동일하다.

【그림 Ⅲ-12】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양상

2.2. 상·중·하 집단별 오개념의 양상

한 교사에게 같은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학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자
의 특성별로 개념을 구성한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 가운데 
성적이라는 요인을 기준으로 삼아 상·중·하 집단별로 나타나는 오개념의 양상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첫째, 성적이 낮을수록 어려워하
는 개념이 무엇이며, 성적에 상관없이 오류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개념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둘째, 개념의 정답률 비교 뿐 아니라 상·중·하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개념의 양상 및 개념 이해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우선 음운 체계 단원에서는 음운, 반모음, 이중모음의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오
개념을 확인하였는데 반모음의 경우 다른 문항과 달리 자유기술형 문항으로 검사
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의 분석에는 제외하였다94). 따라서 음운 및 이중
모음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94) 그러나 앞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다른 4개 학교의 반모음에 대한 이해 정도를 비교
함으로써 4개 학교 모두 정답률이 낮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모음
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모든 집단에게 어려울 수 있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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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9> 음운 체계 학습에서의 집단별 정답률 비교
개념 수준

정답률 오답률 χ²

(p)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음운

상 3 30.0 7 70.0
6.104

(.047)
중 2 5.8 32 94.1

하 1 4.8 20 95.2

합계 6 9.2 59 90.8

이중모음

상 3 30.0 7 70.0
3.433

(.180)
중 3 8.9 31 91.1

하 2 9.5 19 90.5

합계 8 12.9 57 87.7

우선 음운 관련 문항의 응답 결과는 χ² 통계값이 6.104이고 유의확률이 .047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음운 개념의 경우 성적이 낮은 학
습자일수록 오류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중모음의 상·중·하 집단 간 정
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하위권 학습
자들의 오답률이 거의 유사했는데, 두 집단 모두 90%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해당 
집단의 학습자들에게 이중 모음의 사례를 타 개념의 사례와 변별해내는 학습이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위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하위권 학습자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모음이 지니는 소리로서의 속성에 근거하
지 않고 암기한 표나 암기 방식에 의존하여 사례를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H-4】 모음표에 없어서
【본-H-50】 금붕어좋아, 키위제외해

이러한 암기법은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의미한 조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앎은 표면지식의 문자적 암기가 아니(김보경, 2012: 317)라는 점
에서 중‧하 수준의 학습자에게 언어적 명칭과 기능 간에 의미적 연결을 지을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권 학습자들에게서만 다음과 같
이 개념을 선택한 이유를 진술하는 항목에서 모음자의 형태적 속성에 주목하는 시
각 우위적인 사고가 강하게 나타났다.

【본-H-57】 두 개가 튀어나와서
【본-H-58】 짝대기 2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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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0> 음운 변동 학습에서의 집단별 정답률 비교
개념 수준

정답률 오답률 χ²

(p)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음절의 

끝소리 

규칙

속성

상 10 100.0 0 0.0
10.909

(.004)
중 21 61.8 13 38.2

하 8 38.1 13 61.9

합계 39 60.0 26 40.0

적용

상 6 60.0 4 40.0
1.493

(.474)
중 13 38.2 21 61.8

하 9 42.9 12 57.1

합계 28 43.1 37 56.9

자음군 

단순화

속성

상 3 30.0 7 70.0
.466

(.792)
중 8 23.5 26 76.5

하 4 19.0 17 81.0

합계 15 23.1 50 76.9

적용

상 10 100.0 0 100.0
5.768

(.056)
중 32 94.1 2 5.9

하 16 76.2 5 23.8

합계 58 89.2 7 10.8

구개

음화

속성

상 6 60.0 4 40.0
4.034

(.113)
중 11 32.4 23 67.6

하 5 23.8 16 76.2

합계 22 33.8 43 61.3

적용

상 2 20.0 8 80.0
.035

(.982)
중 6 17.6 28 82.4

하 4 19.0 17 81.0

합계 12 18.9 53 81.1

사잇

소리

현상

속성

상 2 20.0 8 80.0
11.349

(.003)
중 0 0.0 34 100.0

하 0 0.0 21 100.0

합계 2 6.7 63 93.3

적용

상 1 10.0 9 90.0
.390

(.823)
중 4 11.8 30 88.2

하 1 4.8 20 95.2

합계 6 8.9 59 91.9

다음은 음운 변동 학습에서의 수준별 정답률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집단별 정
답률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던 항목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속성, 사잇소리 현
상의 속성에 관한 문항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
인한 문항의 경우 χ² 통계값이 10.909이고 유의확률이 .004으로 유의 수준 .05에
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 수준의 학습자들은 100%
의 정답률을 보이며 응답의 근거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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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H-56】 음절에 끝에는 'ㄱㄴㄷㄹㅁㅂㅇ'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 수준의 학습자 가운데 7명, 하 수준의 학습자 가운데 6명에게서 받침 
‘ㅈ’을 ‘ㅈ’으로 그대로 두거나 ‘ㅅ’으로 바꾼 사례가 나타나 종성에 발음될 수 있는 
7개의 자음에 대한 개념 획득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ㅍ’이 ‘ㅂ’으로 바
뀌는 것에 비해 ‘ㅈ’이 ㄷ’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상 수준의 학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위권 학습자 가운데 2
명, 하위권 학습자 가운데 3명에게서는 자신의 발음에 의존하거나 직관적으로 판
단하여 답을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위권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답을 선택하였다.

【본-H-32】 발음하기 편한 'ㄱㄴㄷㄹㅁㅂㅇ'중에 발음 비슷한 것을 바꾼다.
【본-H-59】 발음하면 이래용

한편 하 수준의 학습자들 가운데 아래 학습자들은 모두 자신의 발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압, 낮] 또는 [압, 낫]과 같이 오답을 선택하였다.

【본-H-15】 원래 기본 ㅎㅎ?
【본-H-48】 발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본-H-49】 발음이 자연스럽게 되게 고쳤다.

위 문항과 마찬가지로 사잇소리 현상의 속성에 관한 문항 또한 분석 결과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우선 집단별 정답률은 χ² 통계값이 11.349이고 유의확률이 
.003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
위권으로 갈수록 사이시옷이 표기된 ‘잇몸’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표기와 같
은 시각적인 특징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위권 학습자의 경우, 
73.9%(17/23명)이 ‘잇몸’만을 선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본-H-19】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을 찾았다.
 【본-H-33】 '이' 밑에 'ㅅ'이 있어서
 【본-H-51】 발음 사이에 'ㅅ'이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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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학습자의 경우 75%(9/12명)의 학습자들이 ‘잇몸’을 선택하였으며 응답
의 근거 또한 중위권 학습자와 유사하게 관찰되는 속성에 근거하였음이 나타났다.

 【본-H-37】 받침에 'ㅅ'이 있어서

한편, 중‧상위권 학습자의 경우 오답만을 선택한 경우는 없었으나, 하위권 학습
자들에게서는 ‘넘다’(【본-H-28】)와 ‘종로’(【본-H-30】)를 각각 선택한 경우
도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음군 단순화와 구개음화의 속성 관련 문항, 그리고 음운 변동 개념의 적용에 관
한 문항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하위권 학습
자들에게서만 ‘구개음화는 세게 발음하는 것’과 같이 개념의 용어와 속성을 연결 짓
지 못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음운론의 용어들은 일상어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으나 구개음화의 경우 그 용어가 다른 개념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개념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본-H-49】 구개음화라 하면 세게 나는 소리인 것 같다. '같이'는 '가치'
로 발음되어 2번 '같이'를 선택하였다. (‘같이’ 선택)

중‧하위권 학습자 뿐 아니라 상위권 학습자에게서도 모음 ‘ㅣ’를 구개음화의 변
동 조건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개음화의 작동 원리
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ㄷ’이 ‘ㅈ’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단순화하여 암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대해 교수·학습할 때에는 구개음화가 발생하
게 된 원인인 모음 ‘ㅣ’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H-9】 ㅌ이 ㅇ과 만나 ㅊ 가치로 발음되어 (상 수준의 학습자)
 【본-H-32】 ㅌ, ㄷ 중 뒤에 'ㅇ'이 오면 'ㅊ,ㅈ'로 발음한다. (중 수준의 학습자)
 【본-H-48】 ㅌ ㅇ → X ㅊ,   ㅌ ㅎ → X ㅌ (하)

특히 개념의 적용 문항은 학습자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점은 상‧중‧하 집단 모두에게 적용과 관련된 학습 내용이 보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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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위
권으로 갈수록 자신의 평소 언어 사용 습관이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95).

【본-H-19】 [밥꼬]로 발음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본-H-32】 굳이 받침을 어렵게 발음 안해도 된다.

이는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된 표기형 선택 문항의 정답률에 대한 분석에서도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해당 개념은 다른 개념의 정답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집
단별로 유의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권 학습자의 경우 정답률이 4.8%였
으며 상위권 및 중위권 학습자도 10.0%와 11.8%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적절한 
표기형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시옷이란 사잇소리 
현상을 나타남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이시옷의 
표기 여부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러한 적용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이시옷 표기를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본-H-10】 된소리 일어남, 사잇소리현상 / 사잇소리 현상 (등굣길, 양칫
물, 위층(정답) 선택)

 【본-H-18】 등교길은 경음화, 양칫물은 'ㄴ' 첨가, 윗층은 알고 있어서 사
이시옷을 썼다. (등굣길, 양칫물, 윗층(오답) 선택)

1명의 학습자96)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권 학습자들은 위와 같이 정답을 선택한 
경우 또는 최종적으로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모두 자신이 학습한 개념을 활
용하여 표기형을 선택하려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개념이 정교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답률은 높지 않았다.

한편, 중위권 학습자들 가운데 응답의 근거를 밝힌 19명의 학습자 가운데 3명의 학
95) 학습자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발음에 근거하여 검사 

문항에 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96) 상위권 학습자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익숙한 선택항을 고른 경우는 1명에 불

과했다.
   【본-H-55】 가장 많이 본 것 같은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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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제외한 84.2%(16/19명)는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H-1】 저렇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본 것 같아서
 【본-H-5】 발음이 ㅅ이 들어간게 맞는 것 같다.
 【본-H-11】 이렇게 사용되는 글자를 많이 봤어요.
 【본-H-17】 자연스러워 보여서
 【본-H-40】 더 익숙한 것을 골랐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85.7%(12/14명)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발음해 
본 결과이거나 익숙하다고 판단되는 표기형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본-H-11】 평소에 그렇게 사용해서
 【본-H-15】 자연스러워서
 【본-H-37】 셋다 ㅅ이 빠지면 발음소리가 이상해서
 【본-H-49】 직접 발음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본-H-62】 사람에겐 감이 있기 때문입니당 ^_^

이와 같이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 표기형에 대한 직관적 판단의 경향
은 개념 학습 시 인지적 차원 뿐 아니라 태도와 같은 정의적 차원 또한 교육 내용
으로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 학습자 오개념의 유형화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추적하기에 앞서, 낱낱의 조각으로 존재하는 학습
자 오개념의 양상을 범주화한 작업을 통해 음운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오개념
의 특징을 종합하여 밝힐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음운 관련 학습자의 오개념을 다음
과 같이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적용 및 비
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1)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음운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 이전에 이미 학습자들은 한글 학습을 통해 음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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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시각적 단위로 대치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음운 개념을 소
리로서 다루기보다는 문자로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발적 개념은 음운 교
육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또
는 소리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여전히 표기형에 근거하여 음운 개념을 추론하
고 있었다. 

‧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이다.
 - 소리의 길이는 음성이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 음운은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 소리의 길이는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 음운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 소리의 길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음운 학습에서의 상위 개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운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음운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다른 개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반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반모음은 모음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 반모음은 모음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 반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 이중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음자가 합쳐진 것이다. (ㅟ, ㅙ, ㅢ, …)
 - 이중모음은 두 개의 짧은 막대가 있는 것이다. (ㅑ, ㅕ, ㅛ, ㅠ)

학습자들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기 위해 소리의 성질을 기준으로 두지 
못하고 표기형에 따라 자의적으로 범주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중모음이란 소리
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어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모음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소리의 성질에 근거하지 않고 
두 개의 모음자가 합쳐져 있는 형태 또는 두 개의 짧은 막대가 있는 경우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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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사례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표기형에 근거하여 이중모음을 판단하게 되
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에 ‘ㅟ’와 같은 단모음을 포함하거나, ‘ㅑ, ㅕ’와 같은 
j-계 이중모음은 포함하지 않게 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j-계 이중모음만으로 
해당 범주를 구성하여 w-계 이중모음은 포함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한편 표기형에 근거하여 음운 개념을 추론하는 오개념은 음운 변동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컨대 쌍자음의 경우 표기상 두 개의 자음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소리를 내어 보면 하나의 음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
습자들은 쌍자음을 2개의 자음으로 이해하여 음절 말에서 쌍자음이 교체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로 이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구개음화는 자음 동화와 달리 
자음과 모음이 만나 발생하는 음운 변동인데 이때 ‘ㄷ, ㅌ’이 동화주인 모음 ‘ㅣ’, 
또는 반모음 ‘y’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음 앞에 존재하는 
‘ㅇ’을 하나의 음운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를 ‘ㄷ, ㅌ’이 또 다
른 자음 ‘ㅇ’을 만나 나타나는 자음 동화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 받침의 쌍자음이 교체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 자음 ‘ㄷ, ㅌ’이 자음 ‘ㅇ’와 만나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음운은 음운 교육 내용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교한 
개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표기형에 근거하여 음운 
개념을 잘못 추론하는 오개념은 음운 관련 개념 학습의 전반에서 잘못된 선개념으
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동안 음운 개념은 명시적인 음운 개념 
학습의 단계 이전부터 이미 자발적으로 구성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
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 속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
개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운을 소리의 범주에 두지 않고 표기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터 학습자들이 해당 개념을 정확한 범주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문법 개념은 언어 현상들을 추상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개념으
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문법개념화 과정은 특정 언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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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언어 현상들과 변별하여 포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을 통해 인식해오던 현상이 아니거나, 관찰을 통해 언어 현상 자체를 발견하
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개념 형성 과정의 출발점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을 학습할 때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
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뿐이다.’와 같이 개념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때 ‘못’과 ‘몾’, ‘몯’의 발음이 같다는 것은 
직접 발음해 봄으로써 납득할 수 있지만, 종성 발음의 대표음이 ‘ㄷ’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종성에
는 불파음만 올 수 있는데 자음 각각의 음가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하지 못하였으
며 이른바 ‘닫힌 파열음’이라는 불파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가 자음 ‘ㅈ’이
나 ‘ㅅ’이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는 것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 내용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채 학습자들은 종성 발음의 
대표음을 무비판적으로 [ㄷ]으로 암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발음되는 자음에 ‘ㅈ’과 ‘ㅅ’
을 언급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교과서에서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뿐이다.’와 같이 탐구의 결과만을 기술해 놓
은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단편화된 정보만을 기억하게 한다. 김보경(2012)에서는 
기억이 앎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앎이란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며, 이
러한 관계 구조는 암기되지 않으며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ㅈ’, ‘ㅅ’이 [ㄷ]으
로 바뀌는 것을 학습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탐구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 음절의 끝에는 자음 ‘ㅈ’이 발음된다.
‧ 음절의 끝에는 자음 ‘ㅅ’이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피동화주인 자음 ‘ㄷ, ㅌ’이 동화주인 모음 ‘ㅣ’ 또는 반모음 ‘y’에 의
해 변화하는 현상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와 같은 자음 동화에 비해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구개음화를 동화로서 이해하지 못하
거나 자음을 세게 소리 내는 것과 같이 자의적으로 개념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모음의 종류는 구개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ㅌ’이 ‘ㅣ’ 이외의 모음과 만날 때에도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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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음화는 동화가 아니다.
‧ 구개음화는 자음을 세게 소리 내는 것이다.

음운 체계의 학습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오개념들이 나타났다. 음운 개념의 
경우, 박종관(20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성 언어의 무의식적 단위로서 의사소
통 과정에서 사실상 의식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화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음절이 아니라 형태소 이상의 단위에(박종관, 2014: 43) 실리
기 때문에 음운보다 음절이나 형태소가 학습자가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은 음절문자는 아니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
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음절 개념이 음운 개념에 비해 경험적으로 더욱 익숙하다. 
실제 오개념 분석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에게서 음운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절이나 형태소 또는 단어로 대치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음운은 음절과 동일하다.
‧ 음운은 형태소와 동일하다.
‧ 음운은 단어와 동일하다.

또한 반모음의 경우에도 사잇소리 현상과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
도 점수가 2.89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 한글 자·모와 달리 표기로서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반
모음의 개념을 구성하거나 또는 장기기억 속에 유지시키는 것에 실패하여 다음과 
같이 인접한 다른 개념으로 대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 반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지고 있다.
‧ 반모음은 단모음과 동일하다.
‧ 반모음은 이중모음과 동일하다.

개념의 발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모음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서 학습자들은 
용어로부터 개념을 추론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념의 
실제 속성과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 지어 응답하지 못하고 ‘반모음은 단모음과 이
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지고 있다.’와 같이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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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현주(2015)에 따르면 용어는 단순히 개념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개
념화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인지와 이해의 단위이다. 따라서 개념화 과정과 용어 
선정 과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의 선택 또한 개념화 과
정의 일부로 이해하면서 개념의 속성과 용어를 연결 짓는 학습 내용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3) 적용 및 비적용 사례의 변별 부족

박성익 외(1999/2012)에서는 개념 학습을 ‘개념 획득’, ‘개념 적용’, ‘개념 이해’
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때 ‘개념 획득’이란 개념의 정의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 단계로 앞서 언급한 개념의 발견과 관련이 있
다. 반면 ‘개념 적용’이란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획득한 개념의 사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상태이이다. 즉 개념에 대해 안다는 것은 개념의 용어 및 속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 실제 언어생활에서 학습한 음운 관련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조사의 
연구 결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와 같은 음운 변동은 음절 말, 
자음 앞 또는 실질 형태소로 시작하는 모음 앞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해당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음 현상과 해당 음운 변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었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연음 현상이 일어난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겹받침 중 하나가 연음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연음 현상이 적용되는 사례는 언급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비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 뿐 아니라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비사례 또한 별도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개념의 적용 환경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적용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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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사례를 변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제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주영(2017)에서는 음운 변동 학습 시 개념 이해를 위해 그 변동에 해당하
는 사례 위주로만 학습이 진행되기에, 변동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음운 변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용 사례와 비적용 사례를 다루는 경
험이 모두 필요하며, 특히 비적용 사례는 실생활에서 혼동을 겪는 것 위주로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의 음운론적 환경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연음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아울러 음운 관련 개념의 주관적 인식도 검사에서 가장 낮은 측정치를 보였던 
사잇소리 현상(2.52)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개념의 외연을 규정하는 과정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는 사례만을 사잇소리 현상으로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 이또한 적용 사례와 비적용 사례에 대한 변
별이 부족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만이 사잇소리 현상이다.
‧ 사잇소리 현상은 ‘ㄴ’첨가와 동일하다.
‧ 사잇소리 현상은 된소리되기 현상과 동일하다.

3.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분석

3.1. 학습자 내적 요인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가운데 학습자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학습자 
내부에 작동하는 어떠한 기제(mechanism)가 이러한 오개념을 유발하는가를 살펴
보는 횡적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 오개념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도 이러한 오개념에 관여하는 근원적
인 요인과 체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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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의 범주화97) 오류

키 외(Chi et al., 1994)에서는 온톨로지98) 개념을 도입하여 어떤 개념을 온톨
로지 트리(ontology tree)의 잘못된 위치에 둘 때 오개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
시 말해 학습자가 개념을 그 개념이 속하는 원래 범주가 아니라 다른 범주에 위치
시키는 범주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99). 학습자가 해당 개념을 어떠한 범주
에 위치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특정 개념이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그것의 특성을 추론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Chi et 
al., 1989; 김민성, 2014: 606에서 재인용)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음운 관련 개념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에서도 이러한 범주화 오류
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음운 개념과 관련된 범주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크게 글말(written language, 文語)과 입말(spoken 
language, 口語)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글말과 입말의 관계는 문자론 및 정서법의 관점
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관계와 같다. 즉, 글말의 수단은 문자이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엮는 규칙이 표기법이며 입말의 수단은 음성이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엮는 규칙이 문
법(어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말과 입말의 관계를 발음과 표기의 관계로 대비(민
현식, 1999/2011: 18)할 수 있다100). 즉 글말과 입말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표

97) ‘범주화(categorization)’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특정한 사례가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부분 집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실험심리학 용어사전, 2008)이다. 둘째, 개념이나 사물들을 여러 가지 목적
을 위해 공통적인 속성이나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집단화하는 과정(특수교육학 용
어사전, 2009)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의미에서 범주화를 특정 대상을 특정 범주의 사례
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였다. 심리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패턴 재인(pattern 
recognition) 또한 바로 이러한 범주화를 나타내는 용어이이다.

98) 연구자들은 온톨로지 개념을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톨
로지는 대개 ‘실재(being)’ 또는 ‘존재(existence)’를 의미하며 연구자들은 이를 범주화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여 왔다(김민성, 2014: 612).

99) 키(Chi, 2008, 73)에 따르면, 열은 뜨거운 입자나 뜨거운 물질이 아니며, 정확하게 말해 
입자의 속도(speed), 즉 과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열을 과정 온톨로지 트리가 아닌 실
체 온토롤지 트리에 위치시킬 때, 이는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lotta et al., 1995; 김
민성, 2014: 607에서 재인용) 지리 교과에서의 오개념 형성 메커니즘을 발히고자 한 김
민성(2014)에서도 학습자가 풍화를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이해하는 오개념의 형성 원인
을 풍화라는 단어를 바람과 관련된 온톨로지에 위치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100) 민현식(1999/2011: 19)에 따르면 발음은 일정한 운소로, 표기는 일정한 자소와 특수문
자, 구두점으로 구성된다. 이때 발음이 운소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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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발음의 두 범주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음운 개념은 발음, 즉 소리의 범주에 포함
된다.

그런데 한글은 문자 분류상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 학습을 통해 음운에 대
한 자발적인 개념을 시각적인 표기 단위로 대치시킨 학습자들은 학교 교육에서 음
운 관련 교육과정들을 이수한 후에도 음운을 소리가 아닌 표기의 범주로 위치시키
고 개념의 특성 또한 표기임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그 결과 학
습자들은 이중모음을 두 개의 음운이라고 답하거나, 표기형에만 근거하여 이중모
음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소리의 길이는 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학습자 내적 요인은 한 학습자 내부에서 여러 
오개념들을 유발하고 있었다.

 <표 Ⅲ-31> 【본-H-31】학습자의 문항별 응답 비교
내적 요인 문항 응답 응답의 근거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위치

à ‘왜’의 자음, 모음 개수 1개, 2개 ·

à 이중모음 사례 선택 ㅟ, ㅙ, ㅢ 모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à 소리의 길이는 음운이다 X 소리의 길이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

【본-H-41】의 사례는 음운 개념은 음운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일 
뿐더러 이처럼 다른 개념을 학습할 때에 지속적으로 조회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
에 음운 개념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운은 음성 언어의 무의식적 단위(박종관, 2014: 42)로서 학습자들이 학
습 이전에 쉽게 의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 용어 또한 음성에 비해 일상적
으로 쓰이지 않는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도 음운의 구성 요소인 자음, 모음이 자
음자, 모음자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습 이전에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명시
적인 학습을 통해 음성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 가운데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오
는 소리 중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로, 음운은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로 음성과 음운 개념을 배운 이

자를 “청각적인 음성언어를 시각적으로 바꾸어주는 서사기호의 체계”(이익섭, 1992: 11)
로 정의할 때 여기에서 문자가 나타내는 것은 엄밀하게는 물리적인 단위인 음성이 아니라 
추상적이 단위인 음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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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음은 본고에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발견되었던 사례이다101).

【예-K-12-1】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게 음운이랑 음성이랑 헷갈려.
【예-K-12-2】 음성은 목소리 아냐?
【예-K-12-1】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야. 예를 들어 시계가 똑  

     딱똑딱 하면 똑딱똑딱 이 소리고.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그리고  
     뜻을 구별할 수 있어.

【예-K-12-2】 예를 들면?
【예-K-12-1】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단어가 다 음운이니까.
【예-K-12-2】 음운이 음성을 포함하네 그럼?
【예-K-12-1】 음성이 음운을 구체화하는 기계지.
【예-K-12-2】 음운이 더 크냐고. 음운이 음성을 포함하나?
【예—K-12-2】 (대답하지 못함.)

【예-K-12】는 【예-K-12-2】에게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
다. 음성과 음운을 각각 구체적인 단위와 추상적인 단위라고 설명하였으나,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단어를 다 음운이라고 덧붙이면서 음성과 달리 음운은 소리의 범주
에 두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음운을 ‘추상적 단위’로 기계
적으로 암기를 하였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이 음성은 소리의 범주로, 음운은 문
자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D-B-52】음성은 소리나는 것이고 음운은 한 글자이다.
【본-D-B-17】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이다.

어떤 개념이 위치하는 범주는 그 개념의 특성을 추론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화 오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모음이나 운소와 같은 다른 개념과 관
련하여서도 오류를 파생시킬뿐더러 개념을 범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
친다.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음과 모음을 
101)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의 대화 내용이다. 멘토 역할을 맡은 학습자가 교과서

와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미리 충분히 학습한 후, 동료 학습자들에게 강의하고 교사가 이
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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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해하여 외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
례도 발견되었다. 즉 음운 개념을 소리로서 다루지 못하고 문자의 범주에 위치시킴으
로써 다른 언어에는 음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경우이다.

【예-C-27】자음, 모음은 우리말에서 단어를 만드는 데 쓰이고 영어에는 없
기 때문이다.

한편 이관희(2015)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 단위인 음소와 문자 단위인 자소의 구
별을 어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해당 용어의 일상적 의미로서의 사용
에서 찾고자 한 학습자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102). 해당 학습자는 음절이란 소리
의 단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엄격하게는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통해 동료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음소와 
자소의 관계 뿐 아니라 입말인 한국어와 글말의 수단인 한글을 혼동하는 사례도 일상
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다음은 민현식(1998)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와 관련이 있다.

독자: 세종대왕은 우수한 우리말과 글을 만들었는데 특히 한글은 언어 구조
가 간단하고 단순하여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 세종이 우리말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어느 나라 말이나 고유
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우열로 평가하는 것은 19세기 유럽의 언어 진화론자
들이나 가졌던 편견이다. 따라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괜찮으나 우리말까지 
우수하다고 함은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발상이다. 위에서 ‘언어 구조’는 말의 
구조이므로 한글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자 구조’로 고쳐야 맞다. 이처
럼 ‘말’과 ‘글자’, ‘국어’와 ‘한글’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는 학습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언어와 입말, 글말, 그리고 각각의 수단인 발

음과 표기 개념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소와 음소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뿐 아니라 상위에 존재하는 개념들의 관계까지 하나의 체계로 

102) (57) 학교 시험 볼 때 ‘3음절로 적으시오.’ 뭐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지? 대개 몇 글자
로 적으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말이야. 책 보면 ‘높은 꿈’이 음절이 
아니라 ‘노픈 꿈’이 음절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음절은 소리의 단위야. ‘높은’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적기로 약속을 한 거고(이관희, 201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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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학습 내용이 마련되어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운 개념이 
학습될 필요가 있다.

(2)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국어 교과는 특히 학습자가 학습 이전에 풍부한 언어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
며 이것은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기훈(2012)
에서도 언어 경험에 기대어 활용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경우를 크게 청각적 경험, 
시각적 경험, 그리고 시각과 청각이 복합된 일상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음운 교육에서도 학습자가 자신의 청각적 경험과 같은 발음 경험이나 
표기와 관련된 시각적 경험이 학습에 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학습자가 구축하고 있던 시각․청각적 이미지가 부정확하거나 틀린 
것일 경우 오히려 오류가 유발될 수 있는데 실제로 본고에서 분석한 오개념 사례 
가운데에도 응답의 근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무릎이’의 발음으로 [무르비]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진술한 결과이다.

【본-H-11】무릎이→끝소리규칙[무릅이]→연음[무르비] 아닐까요?
【본-H-32】'ㅍ'이 '이'에 연결해 '무르피'가 되었다가 '피'가 쉽게 발음되어

'비'로 음운의 끝소리 규칙의 영향을 받았다.

학습자는 자신의 규범에 어긋나는 발음 습관에 근거하여 형태소로 시작하는 모
읖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거나,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에도 음절
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경험이 개
념의 속성 이해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03). 

103) 물론 학습자의 이러한 응답이 과연 상호 의존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상호 의존적 반응이란 상황을 바꾸면 또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권재술(2003)에서는 라카토스(Lakatos)의 
연구프로그램이론에 비유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심층적 생각은 이론의 핵으로, 
상화 의존적 반응은 보호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의존적 반응으로 본 바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개념변화 연구에서 학습자의 특수한 상황 의존적 반응이 관찰되었을 때 이를 학
습자의 인지구조가 변화하였다고 결론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본고
에서 분석한 사례는 개념변화의 사례는 아니지만 학습자가 특정 사례를 보고 진술한 것이 
과연 학습자에게 개념화된 것인지, 설문 응답을 위해 즉흥적으로 떠올린 생각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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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2> 【본-H-32】학습자의 문항별 응답 비교
내적 요인 관련 개념 문항 응답 응답의 근거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 ‘낮’의 

발음
압, 낟

발음하기 편한 

'ㄱㄴㄷㄹㅁㅂㅇ'중에 발음 비슷한 

것을 바꾼다.

à
자음군 

단순화
 사례 선택 맑아서

굳이 받침을 어렵게 발음 안해도 

된다.

à
사잇소리 

현상
사례 선택 잇몸

‘ㅅ’을 발음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à 음운
소리의 길이의 

음운 포함 여부
X

쓸데없이 길게 발음해서 단어 

헷갈리게 할 필요 없다.

à
사잇소리 

현상
표기형 선택

등굣길,

양칫물,

위층

‘등굣길’은 암기한 것이고, 

‘양칫물’은 느낌이고, ‘위층’은 

‘ㅅ’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반면 일관되게 발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습자들도 발견되었다. 【본
-H-32】는 개념의 변별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
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편하고 쉽고 헷갈리지 않게’ 발음하는 
방법으로 음운 관련 개념들을 개념화하였으며,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느낌’이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와 같이 답하였다. 물론 개념을 형
성하였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학습자는 자신의 내부에 관련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여 다
음과 같이 발음에 의존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답한 것으로 보인다104).

언어 습관이란 학습 이전에 이미 하나의 직관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문법 개념
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 습관에만 의존하고 과학적 개념에 대해 논리적
으로 사고하지 않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먼저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을 대상화하고, 자신의 경험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를 반성적으로 사고해보는 접근으로부터 문법 개념 학습이 시작되어야 한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은 동일하나 제시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변형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4) 이처럼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에 기대어 개념화를 하는 양상은 교사의 인
식 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다.

 
   【본-T-3】국어는 모국어이기에 학생들이 평상시의 자신의 발음이나 언어생활을 기반으

로 문법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개념이 형성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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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이란 공통된 속성을 갖는 개별 경험의 집합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고츠키(Vygotsky, 1934)가 논의한 바와 같이 단어의 
의미와 동일시되어 사용되는데 이를 자극에 대한 공통된 제 반응들까지로 그 외연을 
확장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 또한 학습자의 오개념 논의에서 다룰 수 있다.

아래 학습자는 사이시옷이 쓰이는 조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시각적 개념에 따라 사이시옷 표기를 선택하였다. 즉 시각화 전략을 사용하여 
사이시옷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H-1】‘등교길/등굣길’, ‘양치물/양칫물’, ‘위층/윗층’의 표기형 선택
            → 등굣길, 양치물, 윗층
  [응답의 근거] 저렇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본 것 같아서

음운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잘못 발음 또는 표기하
는 경향을 올바르게 교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의 학
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미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직관적인 개념에 의해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자신의 직관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할 수 없다면 언어 사용에서의 일관된 정확성을 담보해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3)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히버트와 르페브르(Hiebert&Lefevre, 1986)는 학습자들이 여러 개념이 서로 충
돌하지 않도록 개념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별화 혹은 구획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법 개념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오개념이 발견되었다.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가 ‘대치’이면서 또 다른 기준에 따라 설정된 ‘동
화’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105).
105) 음운 현상은 음운의 변동 양상에 따라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변동의 결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절음 차원의 변동 양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이문규, 2004/2015: 89). 반면 음운 변동을 음운론적 동기에 따라 동화와 이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때 동화는 입력형이 적용 환경에 닮아 가는 현상이고, 이화는 입력형이 적용 
환경과 더 멀어지는 음운 현상(이진호, 2005/2015, 1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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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N-A-23】 구개음화는 ‘동화’가 아니라 ‘교체’이다.

또한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는 상위 
범주를 구성한 후 이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위 범주와 음운
의 변동의 속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106) 개념의 
구획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개념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개념간의 관련성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에는 각각
의 개념들을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 구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13】【본-H-33】의 개념도

그 밖에 지각하기 어렵거나 학습 이후에도 일상에서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개념을 자신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대치시키는 사례 또한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개념으로 볼 수 있다107).

(4)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

인간은 극히 소수의 사례만을 경험한 후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수행(신현정, 2011: 28)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한 번

106) 교사의 오개념을 조사한 이관희·조진수(2015)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위계적 구조의 
단절적 인식’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107) 이는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인식론적 단계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 합리주의 단
계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예이다. 상대적 합리주의란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사고의 대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단계인데 위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은 추상
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친숙하거나 관찰가능한 속성에 기
초하여 개념을 대치시키거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임의로 구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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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두 동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서 일부분만이 먼저 의미를 획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인식(박
선화, 1998: 167)되면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

사잇소리 현상은 문법 용어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용어 인식도 결과(2.52/평
균 3.53)가 가장 낮았던 개념이자,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답한 개
념이기도 하다.

【본-H-25】 (가장 어려웠던 개념) 사잇소리 현상.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본-U-A-3】 사잇소리가 헷갈려서 제일 어려웠다.

학교 문법에서의 사잇소리 현상은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 또한 각각 몇 개의 상이한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학습자 이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H-28】  ① 넘다[넘따] ② 밤길[밤낄] ③ 잇몸[인몸](선택)
               ④ 종로[종노] ⑤ 맨입[맨닙]
   → (사잇소리 현상) 사이시옷이 들어간 걸 찾았다.

【본-H-28】은 위와 같이 ‘사이시옷’이 들어간 사례만을 사잇소리 현상의 범주
에 포함하였다. 즉 사잇소리 현상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도 뒤이어 모음으로 시
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음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를 구별하
지 못하고, 받침의 개수에만 주목하며 자음군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자음군 단순
화로 일반화하고 있었다.

【본-H-28】 ① 좋은 ②맑아서 ③ 낮 ④ 밟고 ⑤ 밖
→ (자음군 단순화) 받침에 자음이 두 개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빠지는 게 

자음군 단순화니까.

학습자들은 시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에 집중하여 개념화를 하는 경향이 강하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자가 획득한 개념의 일부분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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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 또는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으로 개념의 다양한 속성들을 표상하
지 못하고 일부 속성만을 획득한 채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오개념이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비고츠키(Vygotsky, 1934) 또한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를 아동기 사고
의 특징으로 기술한 바 있다.

한편 학습자가 시각적인 변화에만 집중하여 개념을 단순화한 경향은 인지심리학
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신현정(2011)에 따르면 메딘, 와텐메이커와 햄슨
(Medin, Wattenmaker & Hampson, 1987)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연 범주의 특
징인 친족 유사성 구조를 갖춘 두 범주의 사례들을 뒤섞어 제시하고 응집력 있는 
자연스러운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해 보도록 요구하였는데 거의 예외 없이 단 하나
의 속성에만 근거하여 사례를 범주화하였다108).

이 실험에서 속성들 간의 관계가 실험참가자의 배경지식과 일치하도록 범주 사
례들을 다시 구성하였을 때에는 단일 차원 전략의 사용이 줄어들며 친족 유사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참고할 때 개념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
식과 선개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학습할 개념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짓는다면 학
습자의 과도한 일반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학습자 외적 요인

(1) 개념의 내적 정합성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오개념은 자음군 단순화까지 해당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와 발생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연음 현상과 변별하지 못하는 것, 음절 
끝 ‘ㅈ, ㅅ’의 음가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오개념의 
경우 학교문법 개념 자체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108) 크기, 신체 모양, 피부 색깔, 그리고 꼬리의 길이라는 네 차원에서 친족 유사성 구조를 
갖는 두 인위적인 동물 범주의 사례들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하나의 차원(예컨대 크기나 피부 색깔)만을 선택하여 두 범주를 유목화하였다. 즉 단일 
차원 또는 속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려는 편향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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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T-I-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 때문에 고3들도 자음군 단순
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해서 이해하거나 많이 헷갈려 해서 그래서 그
것도 교체라고 생각하게 되고 (중략) 그래서 이건 교체고 이건 탈락이라고 명
확하게 구분해줬어요.

  아무래도 교과서에 이런 헷갈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작년에 근무
했던 학교에서는 교재를 선생님들끼리 만들어서 문법 수업을 했는데, 그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 밑에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면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명을 넣어 줬습니다.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지점에 대해 짚어 준 【본-T-I-1】의 응답을 통해 자
음군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시키는 학습자의 오개념이 교사의 오개념
이나 설명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개념
의 발생 원인을 교육 내용 자체의 정합성에 두고 교육과정 상의 용어 선택 문제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받침의 표기 및 발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평파열음화와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109)와는 달리 현행 교과서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라는 상위 범주로 우선 분류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선 교체의 하
위 요소로 두게 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하위에 평파열음화만을 두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개념의 범주와 내용 
체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따로 탈락의 범주에서 다
루고 있다는 점도 학습자의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110). 따라서 음절의 

109) 이동석(2013: 195-218)에 따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주시경(1911: 21-22) 이래로 
문법서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검인정 시기(1966-1978)에 자음군 단순화까지 포
함하여 ‘받침법칙’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용어로 변경되었다.

110) 이해숙(2015)에 따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은 중학교 16종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14종의 교과서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평폐쇄음화와 자음군 
단순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6종의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은 모두 ’교체‘ 현상
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중학교와는 달
리 평폐쇄음화만을 의미하며, 자음군 단순화는 모두 탈락에 제시되어 있다. 즉 ’평폐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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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지닌 각각의 속성에 적합한 용어가 재선정될 필요
가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불일치한 개념 체계에 대
해서도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② 사잇소리 현상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사잇소리 현상은 발음 생활과 표기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념으로서 학습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오개념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사잇소리 현상이란 사이시옷 표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과도하게 단순화시
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개념 자체의 정합성 문제와 교과서
에서 개념 형성 맥락이 소거되어 있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는 개념 자체의 성립 문제에 대해 다루고 개념 형성 맥락의 소거 문제와 관련하여서
는 교과서 표상 차원의 논의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문법 체계에서는 상이한 현상들을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하나의 
개념어로 범주화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학교문법에서는 설정하고 있는 사잇소리 현
상은 경음화와 'ㄴ' 첨가를 포함하고 있다. 대치의 일종인 합성어의 경음화 현상과 
첨가의 하위 개념인 'ㄴ' 첨가는 관찰되는 현상의 결과가 상이하여 학습자들은 두 
개념을 다시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진호
(2005/2015)에서는 'ㄴ' 첨가와 관련하여 학교 문법에서 순수한 음운 현상으로서
의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를 하나의 음운 현상으로 묶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111).

실제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들이 무엇을 사잇소리 현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112).

화‘의 용어 명칭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꾼 형태인 것이다.
111) 이진호(2005/2015: 207)에 따르면 학교 문법에서는 ‘ㄴ’이 첨가된다는 결과만을 중시

하여 ‘맨입’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이하 ‘A’)와 ‘콧날’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이하 ‘B’)를 
동일한 음운 현상으로 묶어서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ㄴ이 첨가되는 위치와, ㄴ
이 첨가되는 음운론적 환경, 그리고 의미 관계와 적용되는 품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
수한 음운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를 하나의 음운 현상
으로 묶는 것은 합당한 방식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112) 이도영 외(2014)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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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교과서별 사잇소리 현상의 범주화 양상113)
출판사 밤길(류) 촛불(류) 잇몸(류) 맨입(류)

박영목 외(2014) ○ ○ ○ ○

윤여탁 외(2014) ○ ○

한철우 외(2014) ○ ○ ○ ○

이관규 외(2014) ○ ○

이삼형 외(2014) ○ ○ ○ ○

이진호(2005/2015)에서 이른바 순수한 음운 현상이라고 칭한 'ㄴ' 첨가를 사잇
소리 현상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우나 'ㄴ' 첨가를 사잇소리 현상에서 제외하는 경
우 등 교과서 간 사잇소리 현상의 범주화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과학적 개념이 학습이라는 국면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학교문법 내
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사의 오개념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을 통
해 교사 또한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당 교사는 음운을 ‘소리의 단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음운의 개수가 표기의 개수를 
의미하는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본-T-I-2】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화[구콰]’를 음운 수를 표기 기준으로 ‘ㄱ, ㅜ, ㄱ, ㅎ, ㅘ’로 5개로 
가르쳐야 할지, 소리를 기준으로 ‘ㄱ, ㅜ, ㄱ, ㅘ’로 4개로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
더라고요. 반모음, 이중모음 논쟁은 제외하고요. 표기 기준으로 음운의 개수를 
세는지 발음 기준으로 세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1음
절짜리 단어만 가지고 음운 개념을 설명했어요.

위 교사는 자신의 지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1음절어만을 

113) 표에 제시된 사례들은 사잇소리 현상의 하위 범주를 교과서의 사례들 가운데 가장 전
형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 밤길[밤낄]: 합성 명사에서의 경음화 ․ 촛불[초뿔/촏뿔]: 합성 명사에서의 경음화
    ․ 잇몸[인몸]: 앞말의 종성에 'ㄴ' 첨가   ․ 솜이불[솜니불]: 뒷말의 초성에 'ㄴ'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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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음운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혜원(2016: 73)에서도 음운과 자소가 일치하
는 1음절의 최소대립쌍을 분석하는 활동은 음운이 지닌 다면적 속성을 충분히 가
르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다면적 속성이란 음운 개념을 소리의 범주
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것과,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 모두를 포함한다. 이처럼 교사
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개념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정적인 
사례들만을 학습 자료로 제시한다면 이는 학습자의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음운 교육 내용을 가르친 경험에 대해 조사한 본고의 
인식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사 스스로 자신에게 오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
감이 교수·학습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T-8】음운 변동 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 흥미롭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제시하고 싶으나 혹시 교사 스스로 설명에 오류는 없는지, 잘못된 예시
를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낌.

문법 교사는 학습자의 문법 경험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경로이자 전체 문법교육
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관희·조진수, 2015: 108)이므로 교사의 오개념은 특
히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의 오개념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현직 또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
는지 또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14).

(3) 교과서 표상 차원

① 자발적 개념에 대한 고려 부족
음소 문자인 한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음운을 시각적인 단위로 대치시키면서 

학습자들은 음소를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오개념을 학습 이전에 이미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분석 결과 같은 학습자의 개념에 대해 교육적 고려가 부족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고에서 조사한 학습자의 오개념 또한 이로 인해 교정되

114) 선행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법교육 연구에서 교사의 오개념을 다룬 
연구는 이관희·조진수(2015)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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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그대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과서에서는 ‘음운’ 개념을 처음 학습할 때에 ‘최소 단위’와 ‘의미 변별 기능’에 

대한 활동이나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음운의 개념 층위의 이해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리의 단위인 음운 개념을 문자로 
오해하는 오개념을 야기할 수 있는 교과서 활동도 발견되었다.

【그림 Ⅲ-14】한철우 외(2014)의 음운 관련 활동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를 찾아 ○표를 해 보자’와 같은 발
문은 오히려 소리의 단위인 음운 개념을 문자로 오해하는 오개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해숙(2013)에서도 음운을 자소(字素)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중학교 교과
서 내용을 지적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자이며, 사실상 
문자의 차이가 아니라 소리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수업 뿐 아니라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가 학습 이전에 어떠한 선개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의 선개념들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
화해가는 과정을 학습으로 보고 있는데 학습 전에 자신의 개념을 자각하고 이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수·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 
개념을 직면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음운 개념 학습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본-H-54】 또한 현재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115).

115) 학습자가 지적한 현 교과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현식(1992: 53)에서도 이러한 문법
학습법은 논설문으로 말하면 두괄식 학습법으로 결론, 해답부터 제시하는 학습이며 이때 
학생은 영원히 수동자의 위치에서 문법 학습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됨을 지적한 바 있다. 



- 133 -

  <표 Ⅲ-34> 개념 학습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학습자 응답
선택 항목 교재나 학습지

선택 이유
하나하나 나와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
답을 알려 주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학습자의 답변을 근거로 교과서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자발적 개념을 직면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명시적인 학습 이후
에 학습자의 경험을 돌이켜 보는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반면 이삼형 외
(2014)에서는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어휘를 먼저 발음을 해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선정된 사례들이 1음절어이
거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는 부분이 단어의 마지막 음절로 동일하며 학습자
가 잘못 발음하는 사례들은 포함되지 않아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15】 이삼형 외(2014)의 ‘다가서기’ 활동

② 개념 형성 맥락의 소거
  ㉠ 반모음
반모음은 학습자들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한글 표기형이 

존재하지 않아 학습자들은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
습자들에게는 ‘j, w’와 같은 국제 음성 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교과서에서도 반모음 기호를 ‘ㅣ̆’, ‘ㅗ̌, ㅜ̌’로만 
표시하고 추가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반모음을 모음자 ‘ㅣ’, ‘ㅗ’, 
‘ㅜ’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다수 나타났다. 다음 포털 사이트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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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학습자의 오개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6】반모음과 단모음의 혼동이 나타나는 질문

본 연구 대상자들이 학습한 교과서에서는 이중모음에 대한 기술 내용의 하단 또
는 날개 부분에서 반모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표 Ⅲ-35> 연구 대상 학습자가 사용한 교과서의 반모음 기술 내용
교과서 반모음에 대한 기술 내용 위치

윤여탁 

외(2014)

이중 모음은 (중략)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본문

반모음(半母音):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다. 그래

서 반모음을 반자음(半子音)이라고 한다.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므로 

반달표(˘)를 하여 ㅗ̆/ㅜ̆ ,ㅣ̆’로 표시한다.

날개

박영목 

외(2014)

반모음(半母音)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 모음이 만들어진다. 본문

반모음(半母音):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

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으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소리이다. 국어의 반

모음에는 ‘ㅣ[j]’와 ‘ㅗ/ㅜ[w]’가 있다.

날개

윤여탁 외(2014)의 경우 음성 기호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으나 박영목 외
(2014)은 그러한 설명이 부재하여 교사가 따로 혼동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주지 
않는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반모음을 단모음 ‘ㅣ, ㅗ/ㅜ’와 동일시하는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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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개음화
앞서 학습자들이 구개음화가 ‘교체’이면서 ‘동화’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오개념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각각의 개념을 분리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하는 양상은 학습자들이 개념간의 관련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로 여기에는 각각의 개념들을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 구성이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구개음화를 변동의 결과에 따른 ‘교체’일
뿐더러 음운론적 동기라는 기준에 의해 ‘동화’일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교과서는 박영목 외(2014)와 한철우 외(2014)가 유일하였다.

박영목 외(2014) 한철우 외(2014)
【그림 Ⅲ-17】구개음화를 동화의 일종으로 설명한 교과서

 국어라는 언어 요소와 발음의 편이성과 관련된 화자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발화
의 원리가 담겨 있(구본관·신명선, 2011: 267)는 동화는 문법을 원리 중심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법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
지 않고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동화에 관련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이 
소략하게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17).

한편 본고에서는 국어사적 내용은 검사 문항으로 구성하지 않아 관련 오개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기술 가운데 오개념을 유발할 여지
가 있는 지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116) 나머지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모음의 실제 소릿값을 보다 자세
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념의 형성 과정을 다루는 등 문법 학습이라는 심리적 논리
(남가영, 2012: 30)가 고려되기보다는 문법 개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선이해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

117) 한편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동화’라는 개념어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노미숙 외(2013)과 
김종철 외(2013)에서는 동화에 대해 그림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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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이도영 외(2014)의 구개음화 기술 내용
이도영 외(2014)에서는 반모음 ‘j’ 앞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에 대해118) ‘텬(天)’

과 ‘둏다’와 같은 과거의 우리말을 들고 있어 학습자들은 반모음 ‘j’에 의한 구개음
화가 현재의 국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의 구개음화는 지금의 구개음화처럼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뿐 아니라 형
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문규, 2004/2015: 160)임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자
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사잇소리 현상
교과서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합성어가 될 

때, 경음화, ‘ㄴ’의 첨가,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Ⅲ-19】한철우 외(2014)의 사잇소리 현상 기술 내용

사실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표준발음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발음법은 통일된 언어 규범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
이다. 따라서 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발음과 표기한 사이시옷을 어떻게 발음해
118) 반모음 ‘j’ 앞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에 대해 날개에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반모

음 ‘j’는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이러한 부연 설명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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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표 Ⅲ-36> 표준발음법의 사잇소리 현상 관련 조항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

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ː쏙]

술-잔[술짠]               바람-결[바람껼]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빱]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등-불[등뿔]               창-살[창쌀]

강-줄기[강쭐기]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냇가[내ː까/낻ː까]       샛길[새ː낄/샏ː낄]       빨랫돌[빨래똘/빨랟똘]

콧등[코뜽/콛뜽]           깃발[기빨/긷빨]           대팻밥[대ː패빱/대ː팯빱]

햇살[해쌀/핻쌀]           뱃속[배쏙/밷쏙]           뱃전[배쩐/밷쩐]

고갯짓[고개찓/고갣찓]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콛날→콘날]      아랫니[아랟니→아랜니]      툇마루[퇻ː마루→퇸ː마루]

뱃머리[밷머리→밴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갣닏→베갠닏]     깻잎[깯닙→깬닙]     나뭇잎[나묻닙→나문닙]

도리깻열[도리깯녈→도리깬녈]                    뒷윷[뒫ː뉻→뒨ː뉻]

음운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의 과정과 그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기술의 방향이 다른 표준발음법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 결과 교과서의 사잇소리 현상에는 현상에 대한 역동적인 탐
구 과정은 생략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이론적 맥락이 소거된 현상의 결과만을 마주
하게 된 것이다. 즉 학습자는 과연 ‘사잇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표면적
으로는 상이한 현상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였는지, ‘ㄴㄴ’첨가와 같은 쉽게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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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사이시옷을 가진 것이 사잇소리 현상이다.’와 같이 단순화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념 형성의 맥락이 소거된 기술은 교과서 기술 방식과 유사하게 수
업을 한 【본-T-I-2】의 응답을 참고하였을 때, 교사에 의해서도 보완되지 못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본-T-I-2】 사잇소리 현상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눈 후 예시를 들어 설명
했어요. 1) 된소리 되기: ‘뱃길’→ [배낄] 2) 'ㄴ' 첨가: 잇몸→[인몸], 3) 'ㄴㄴ'
첨가': 뒷일→[뒨닐]

즉 사잇소리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이해한 학습자의 오개념은 개념 자체
의 복잡성 뿐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에서도 연유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 문법의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교수·학습 상황에서 재가공되
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념의 형성 맥락이 소거된 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③ 개념의 적용 조건에 대한 설명 미비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본고의 조사 결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연음 개념과 변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발생한 오류는 78.2%를 차지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후 연음이 발생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대다수였는데 
이들은 ‘무릎’을 [무릅]으로 변화시킨 후, 조사 ‘이’와 연결하여 연음이 된다고 응
답하였다119).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연음과 혼동하는 현상은, 교과서 기술 내용에서 음절의 끝소
리 규칙의 정의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적용 환경은 다루지 않은 것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별로 이에 대한 기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독서와 문법』 교과서별로 기술 내용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도영 외(2014)와 윤여탁 외(2014)(이하 A 유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와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박영목 외(2014)와 한철우 
119) 반면 먼저 연음을 시켜 [무르피]가 된 상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고 답

한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종성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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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4)(이하 B 유형)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이 보다 자세히 기
술되어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만 나타나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나타난
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 유형과 같이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의 발생 환경을 ‘음절 끝’과 같이 소략하게 다루는 것은 뒤이어 오는 음
운과 상관없이 받침이 있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는 오개념을 유발
할 우려가 있다.

A유형 교과서 B유형 교과서
【그림 Ⅲ-20】 교과서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기술 내용 비교

  ㉡ 자음군 단순화
학습자들은 뒤이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음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와 구별하지 못하고, 자음군 단순화를 ‘받침의 개수’가 줄어드
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 즉 해당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환경
을 이해하고 현상을 폭넓게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
나치게 소략화된 교과서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에서는 대체로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로 다루고 있었다.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
소 앞에서만 발생하며 연음 현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본 연구 학습자들이 사용한 박영목 외(2014)과 윤여탁 외(2014) 교과서 
모두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에 자음 두 개가 올 경우’로 기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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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연구 대상 학습자가 사용한 교과서의 자음군 단순화 기술 내용
교과서 기술 내용

박영목 

외(2014)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삶[삼], 밟고[밥꼬], 핥다[할따]

윤여탁 

외(2014)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예) 넋→[넉], 흙→[흑], 삶→[삼], 밟고→[밥꼬], 없다→[업따], 앉지→[안찌]

위의 예를 보면 ‘(겹받침)’이 (ㄱㄱㅁㅂㅂ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자음 중에서 

어떤 자음이 탈락하는지는 자음군의 종류와 방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설명은 뒤이어 모음이 오는 경우인 연음 현상의 발생 조건까지를 포함하
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120). 나머지 교과서에서도 다른 개념에 비해 자음군 
단순화를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예컨대 이관규 외(2014)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하는 현상이다.’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이도영 외(2014)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모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을 유일하게 밝혀 주고 있었으며,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 구조 제약을 어기지 
않게끔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음 탈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 ‘몫’을 발음할 때에 음절 끝
에는 하나의 자음밖에 오지 못한다는 제약 때문에 음운 하나가 탈락되고, ‘짧고’
를 발음할 때에는 모음 사이에 최대 두 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음운 ‘ㅂ’이 탈락된다(이도영 외, 2014: 72).

대부분의 교과서가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 채 발생 결
과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법 개념의 이면에
서 작동하는 기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만나는 경우에만 일어나며, 한 단어 안

120) 물론 제시된 예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환경을 추측해낼 수 있으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 현상의 관계를 이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의 교과서 기술 및 사례 제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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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합성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음화, 유음화에 비해 학습자들이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개념이다. 일상에서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 맥락은 이러한 비
음운론적인 조건을 떠올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환경에 대한 설
명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교과서 가운데 한철우 외(2014)에서만 다음과 같이 관
련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더욱이 윤여탁 외(2014)는 ‘‘굳이 → [구지]’는 ‘굳-’
이라는 어간과 ‘-이’라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
이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어간과 접미사가 만나는 경우에 한정된 변동 현상인 것
처럼 기술하여 학습자의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Ⅲ-38> 자음군 단순화의 교과서 기술 내용
교과서 내용 위치

윤여탁 

외(2014)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Ĭ’ 앞에서 구개음인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본문

‘굳이 → [구지]’는 ‘굳-’이라는 어간과 ‘-이’라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형

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한편, ‘디나다>지나다’는 현대 

국어 이전에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이므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음

운 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날개

한철우 

외(2014)

음절의 끝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Ĭ’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앞에서 각각 센입천장소리(구개음)인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고 한다.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일어나는 동

화 현상으로 (중략) 이러한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원형(原形)을 밝혀 

적지만, 말할 때에는 센입천장소리로 바뀐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

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

  ㉣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과정적 성격의 지식

을 명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한철우 외(2014)과 이삼형 외(2014) 뿐이었다. 이러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의 기술을 비교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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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9> 교과서에서의 사이시옷 표기 상황에 대한 고려 여부
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

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

상이라고 한다.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

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중략)

사잇소리 현상은 발음과 관련된 문제이

다.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는 맞춤법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

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1)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

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

음되는 경우가 있다. 

2)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ㅁ’으

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

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3)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삼형 외(2014) 박영목 외(2014)

사잇소리 현상 발생 →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전자와 같은 기술은 학습자가 표기형 선택이라는 실제 상황에서 사잇소리 현상
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외의 조건을 고려
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절차적 지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개념 학습은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서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실제 발음 또는 표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학습자 오개념 분석의 시사점

본고에서는 음운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학습자가 학교문법에 
관하여 어떠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동일한 교과서로 학습하
거나, 한 명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개념 이해 양상이 나
타난 것은 학습자들이 백지 상태(tabula rasa)에서 교사가 전달하는 바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학습자들은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학
습 내용을 이해할뿐더러 개념에 대한 접근 및 사고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 
구성의 결과 또한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크게 음운 체계 및 변동 학습에서 제시하는 개념별 및 학습자 성적
을 기준으로 상·중·하 집단별 오개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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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오개념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에는 자음 ‘ㅈ’이 발음된다.

• 음절의 끝에는 자음 ‘ㅅ’이 발음된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자음군

단순화

• 겹받침 중 하나가 연음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 받침의 개수가 줄어들면 자음군 단순화이다.

• 받침의 쌍자음이 교체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순화이다.

• 쌍자음은 2개의 자음이다.

 -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 자음군 단순화는 교체의 일종이다.

• 자음군 단순화는 축약의 일종이다.

<표 Ⅲ-40> 음운 체계 학습에서의 오개념 목록
개념 오개념

음운

•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이다.

 - 소리의 길이는 음성이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 음운은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 소리의 길이는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 음운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 소리의 길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다.

• 음운은 음절·형태소·단어와 동일하다.

반모음

• 반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반모음은 모음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 반모음은 모음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 반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 반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지고 있다.

• 반모음은 단모음·이중모음과 동일하다.

이중모음

• 이중모음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음자가 합쳐진 것이다. (ㅟ, ㅙ, ㅢ, …)

 - 이중모음은 두 개의 짧은 막대가 있는 것이다. (ㅑ, ㅕ, ㅛ, ㅠ)

<표 Ⅲ-41> 음운 변동 학습에서의 오개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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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음화

• 자음 ‘ㄷ, ㅌ’이 자음 ‘ㅇ’와 만나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자음이다.

  ‧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운은 표기형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 모음의 종류는 구개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ㅌ’이 ‘ㅣ’ 이외의 모음과 만날 때에도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 구개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 발생하는 동화이다.

• 구개음화는 받침에 ‘ㄷ, ㅌ’이 존재해야 나타난다.

 - ‘ㄷ, ㅌ’이 ‘ㅎ’과 만나 ‘ㅌ’으로 변하는 사례도 구개음화이다.

• 구개음화는 자음을 세게 소리 내는 것이다.

사잇소리

현상

•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만이 사잇소리 현상이다.

 -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은 동일하다.

• 사잇소리 현상은 ‘ㄴ’첨가와 동일하다.

• 사잇소리 현상은 된소리되기 현상과 동일하다.

우선 개념별 오개념 분석 결과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음운 개념을 학습할 때 일상에서의 언
어 사용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음운을 글자와 동일시하는 선개념이 존재함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교사는 음운의 ‘의미 변별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음운
이 소리의 범주에 있음을 강조하여 학습자 개념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다른 개
념 또한 보다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음운을 음절, 형태소, 
단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음운 개념만을 단독적으로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같이 학습자에게 익숙한 문법 단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여 쪼개어 가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개념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음운 체계 뿐 아니라 음운 변동에서 또한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ㅈ’, ‘ㅅ’, ‘ㄷ’ 의 대표음이 
[ㄷ]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바 없지만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지
점이므로 교사가 별도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잇소리 
현상을 사이시옷이 있는 것이라고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여 가르칠 경우 개념의 적용력을 높일 수 있다.

학습자 집단별로 오개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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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그리고 하
위권 학습자의 경우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언어 습관에 기대어 개념화하거
나121), 형태와 같은 시각적 차원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개념을 범주화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하위권 학습자들이 개념을 
다차원적 속성에 기초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오개념의 양상 뿐 아니라 형성 요인을 진단하여 교육 내용 재설계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마련한 틀을 토대로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습자 외적 요인으로는 개념
의 내적 정합성, 교사의 오개념, 교과서 표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따
라서 오개념의 형성을 최소화하도록 이러한 학습자 외적 요인들이 교정 또는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을 처방적 관점에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발달적 관점에서는 오개념을 통해 학습자에게 친숙한 사고방식을 확인하고 
문법 개념의 발달을 위해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로 도약시켜주는 학습 내
용을 마련할 수 있다. Ⅱ장에서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인식론적 단계가 학
습자의 개념 발달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본고
에서 발견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인식론적 단계와 대응된다.

<표 Ⅲ-42> 학습자 내적 요인과 인식론적 단계
오개념 유형 학습자 내적 요인 인식론적 단계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개념의 범주화 오류 소박한 현실주의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명백한 경험주의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전 고전적 합리주의

적용 및 비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 전 상대적 합리주의

음운 개념을 표기의 범주에만 위치키시는 개념의 범주화 오류는 지각우위적 사
고가 그 특징인 소박한 현실주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
험에 의존한 개념화는 경험이 곧 사고이며, 사고가 곧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명백

121) 이러한 개념화 양상은 앞서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교사의 응답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본-T-3】국어는 모국어이기에 학생들이 평상시의 자신의 발음이나 언어생활을 기반으

로 문법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개념이 형성되는 것 같다.



- 146 -

한 경험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개념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이해하
고 개념 간의 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고전적 합리주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
자는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는 동일
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합리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보여준다.

즉 인식론적 모형에 비추어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의 부진
이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성장시켜줄 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론적 장애
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개념의 발달임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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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통한 음운 교육 설계

1.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통한 음운 교육의 목표

본고는 기존의 문법교육이 교사의 입장에서 문법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실제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내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목은 부족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즉 학습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앎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
이 개념의 정의를 암기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개념에 대해 아는 것과 동일시하
여 왔으며 이에 기반하여 학습 내용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문자의 형태로 나타난 
지식을 능숙하게 복사하여 재생해 내는 것과 그것을 내부에 동화시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살아 있는 생물체의 일부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역동적인 기
능(장상호, 2000: 239)을 보이는데 관련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
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갖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문법 개
념이 학습자의 내부에 내면화되어 살아 있는 지식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구본관, 2010: 191)할 수 있는 문법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개념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도록 한다122). 이때 문법교육의 하위 영역인 음운 교
육이 목표로 하는 음운 능력은 말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음운 지식 능
력, 음운 탐구 능력, 음운 활용 능력으로 세분된다.

122) 본고에서 설정한 목표는 문법교육의 가치와 관련하여 포괄론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문법교육의 목표에 대한 탐색은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문법교육의 가치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문법 
지식 자체의 내재적 가치’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 사용 능력
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만을 강조하는 ‘통합론’과 이러한 기능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문법 지식의 독자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자론’ 뿐 아니라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
어과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유기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언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이문규, 2004/2015: 252) ‘포괄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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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음운 능력의 구분
음운 

능력

음운 지식 능력 음운 체계 및 변동을 알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음운 탐구 능력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음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음운 활용 능력 음운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음운 지식 능력, 탐구 능력, 그리고 활용 능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예컨대 문법 지식을 탐구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는 탐구 능
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해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문법 지식은 실제 언어생활
에서 융통성 있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는 곧 활용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세부 능력들은 본고에서 논의한 ‘개념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본고는 앞서 Ⅱ장에서 문법 개념이 학습자가 그동안 대상화하지 못했던 언어 현
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자 나아가 자기 언어 운용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
다. 문법 개념의 기능과 관련지어 볼 때 문법 능력의 하위 능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법 능력

개념화를 통해

언어를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언어 운용의 주체로서

개념을 지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림 Ⅳ-1】개념의 기능을 반영한 문법 능력의 구분

개념화를 통해 언어를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문법 지식 능력과 문
법 탐구 능력을 포함하며 언어 운용의 주체로서 개념을 지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은 문법 활용 능력에 대응된다. 예컨대 음운 교육을 통해 명시적으로 과학
적 개념을 습득하기 전 학습자는 ‘빛’을 발음할 때 받침으로 표기된 ‘ㅍ’이 제 음가
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빚’, ‘솥’, ‘옷’ 등
과 발음을 비교해보며 공통된 속성을 발견하여 범주화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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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ㅌ, ㅅ, ㅆ, ㅈ, ㅊ, ㅎ’이 음절 말에서 [ㄷ]으로 발음되며, ‘빛이[비치]’와 
‘빛깔[빋깔]’을 비교하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화 과정을 거쳐 해당 개념을 형성한 학습자는 ‘빛이’, ‘빛도’, ‘빗이’, ‘빚이’ 등을 적
용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뿐더러 왜 이처럼 각각의 발음이 다
르게 실현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문법 개념의 내면화가 문법 능력을 갖추는 것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능의 발달에 대해 연구한 피아제
(Piaget, 1969)는 지식의 소묘적 측면(figurative aspect)과 작동적 측면(operative 
aspect)을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전자는 감각기관이 수동적으로 외부의 자각을 
수용하는 상태를, 후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각 인식의 주체가 적극적인 구성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인지 도식에 동화하거나 인지 도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
성되는 지식을 말한다. 그는 전자는 실재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그 지
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지식의 대상을 수정하는 내면화된 행
위’(Piaget, 1964: 177; 장상호, 2000: 244)로 보았다. 즉 내면화된 지식은 그 지
식을 점유한 자에게 하나의 정식적 습관(Whitehead, 1929: 1)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123).

즉 문법 개념이 활성화된 지식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작용이 부재한 상태
로 존재할 것인가는 그 개념이 학습자 내부에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일방적인 주입에 의해 학습자에게 암기된 문법 지식은 단편성에서 벗
어나지 못하겠지만, 학습자의 개념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그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법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교양인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법 개념이 학습자 내부에서 직접 작동하는 지

123) 활성화된 지식과 비활성화된 지식을 구분한 화이트헤드(Whitehead, 1929)는 다음과 
같이 활성화된 지식이 하나의 습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내가 원리들이라고 말할 때 나는 언어적 공식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
에 충분히 스며든 하나의 원리는 형식적인 진술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정신적 습관이다. 
그것은 마음이 적절한 자극에 대해서 실례가 되는 상황의 형태로 반응하는 방식이 된다
(Whitehead, 1929: 장상호, 2000: 2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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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등학교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운 교육의 목표를 ‘개념의 내면화를 통해 음운 능력을 갖춘 언어적 주체로서 성
장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분석한 학습자 오개념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제임스 번스(James P. Byrnes, 2008)에 
따르면 학습자를 발달적 관점으로 보는 교사는 자신을 방향성이 있는 긍정적 변화
의 촉진자로 생각하며 “학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
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도록 할 수 있는가?”(James P. Byrnes, 2008: 강영하 
역:2011: 6)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학습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며 학습자는 어떻게 개념을

       구성하는가.
 2.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학습자가 성취하여야 하는 문법 능력이란 무엇인가.
 3.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가
  ↳ 문법교육은 학습자의 문법 능력의 신장을 위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2’에 대한 대답은 본 절의 문법 능력에 관해 전술한 부분에서, ‘1’에 대해서는 
오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에 대한 해답은 듀이(Dewey, 
1934)가 경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교육적인 경험으로 규정(장상호, 2000: 
167)하며 학습자의 경험을 지속시켜주는 것에 관해 논의한 바를 문법교육의 맥락
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찾아갈 수 있다.

그가 의미하는 경험이란 기존의 것을 부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변형에 가깝다. 
따라서 경험의 과정은 주체가 문제 상태에 직면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
현을 위해 매진하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이때 학습자가 현재의 수준에서 문제 사
태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은 학습자 오개념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기
존의 문법교육에서 제공한 경험들이 학습자가 곤란함 또는 의문점을 느끼는 상황
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근거로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으로 학습자에게 문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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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오개념에 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거나, 파악한 학습자의 선개
념에 불일치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개념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은 문제 해결
의 과정이자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학습자에게 이전의 문제 
사태는 더 이상 문제로서의 속성을 잃게 되는데 장상호(2000)에 따르면 개인이 
한 사태에서 문제로 보았던 상황이 다음 사태로 옮겨감에 따라 해결의 상황으로 
변하면 그의 세계나 환경도 아울러 확장되며 이는 인식 수준의 상승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현존 수준으로부터 시작하여 경험이 부단히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 듀이
(Dewey, 1934)가 말하는 성장임을 전제했을 때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통해 재설
계한 문법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언어적 경험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학습자 오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향

2.1. 오개념을 활용한 문법 탐구 경험

김호정 외(2009)에서는 오개념을 정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만 가주하기
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러한 인식을 확장 및 
심화할 수 있는 ‘인지적 교두보’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
는 이처럼 오개념을 ‘인지적 교두보’로 명명한 관점을 탐구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
화하도록 한다124).

인간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만나면, 내부의 불균
형을 상실하고 혼돈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김현수, 2011: 118)하고 탐구심이라
고 불리는 이러한 욕구의 발현으로 학습자는 다시 내부에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루
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부조화, 즉 인지 갈등 상태는 탐구심 발생의 필요조건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에게 탐구란 인지적 갈등 없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탐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124) 조진수(2014)에서는 문법 탐구가 학습자 외부의 학문적 쟁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오개념을 탐구의 시발점으로 정립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152 -

자신의 인지 체계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지부조화를 유발하는 발문이나 탐구 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오

개념 분석 결과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동안의 교과서 탐구의 주제들이 학
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집필자의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마련되어 왔다면, 
학습자 오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탐구는 그 출발점이 학습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탐구 경험은 결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좀 더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수학 교과에서의 오개념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논한 보라시
(Borasi, 1986)는 오개념이 사고와 탐구를 자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문의 본
질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한다고 보았다. 물론 각기 다른 이론적 바탕에 기
초하여 연구 논리에 차이가 있는 수학 교과와 국어 교과의 학습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룰 수는 없으나 이러한 대안적 관점의 도입은 오개념을 처치할 대상으로만 바라
보던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표 Ⅳ-2> 오류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대안적 해석(Borasi. 1986; 김부미, 2005: 24에서 재인용)
         초점

목적 

오류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기

오류를 통해

학문의 본질을 보기

오류를 통해

학습 과정을 보기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오류

·실패한 학습 과정의 상

징으로서의 오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인이 진단됨.

·오류는 학문의 본질에 

대한 학습자의 근본적인 

잘못된 이해의 반영임.

·교사는 오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함.

·오류는 한 가지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재적인 어려움을 확인

하게 하고, 후에 이를 

피하고 교육과정을 개선

시키기 위한 수단임.

탐구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오류

·학습 과정의 긍정적 단

계로서의 오류

·오류는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는 탐구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한 학문의 힘, 한계, 방

법론 등을 연구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의 오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오류.

위 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오류’란 오개념
이 학습자의 개념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적 차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125). 지식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한 폴라니(Pola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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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는 지식이 발견, 생성, 확장되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열정은 발견적 열정(heuristic passion)과 설득적 
열정(persuasive passion)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발견적 열정이란 어느 개인이 현
재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과 그 다음 단계의 지식수준 사이에 개재하는 감정적 에
너지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그는 더 높은 지식 체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126)(허
경철 외, 2001ㄱ: 240-241). 이러한 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식 추구의 노력
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과 감정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법
교육 논의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하
지 못하였는데 사실상 학습자 오개념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모두에서 유의
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 오개념은 과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어떠한 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그리고 차이는 자각을 야기하는 부적응 상태를 만들고 이에 비례하여 현재 활
동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는 점에서(Vygotsky, 1934; 윤초희, 2011: 266) 학습자 
오개념에서 출발하는 문법 탐구는 학습자가 지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욕
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오류의 기술적인 내용 보기’와 ‘오류를 통해 학문의 본질 보기’는 실제 수
업 장면에서 투입될 수 있는 탐구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오류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기’는 학습자 오개념을 통해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제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오개념이 학문의 본질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고 보는 관점은 기존의 문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예컨대 본고에서는 구개음화를 ‘ㄷ, ㅌ’이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던 학습자가 구개음화를 동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개념
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구개음화가 사

125) 일반적으로 지식은 인지(認知)의 산물로만 간주된다. 물론 지식이 우리의 정신적 능력 
가운데 특히 인지라고 부르는 지적인 능력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허경철 외
(2001ㄱ)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산출물들이 어느 특수한 하나의 능력만의 결과가 아니듯
이 지식 역시 인간의 지적 능력만의 산물은 아니며 인간의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
리고 신체적 능력이 공동으로 작용한 인간 능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26) 한편 설득적 열정이란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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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것이 발음의 간소화 원리가 작용한 동화임을 깨닫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
다면 음운 변동을 언어 운용의 ‘원리’로서 이해하고 아울러 언어 현상을 언어 사
용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27). 또한 학습자 개
념과 과학적 개념의 설명력을 견주어 보면서 과학적 개념이 학습자의 오개념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임을 학습한다
면 잠정적 합의체로서의 학교문법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오개념을 활용한 문법 탐구 경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오
개념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문제 사
태를 제시하거나, 오개념을 직접 제시하고 오인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해보도
록 하는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오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비교하며 설명력이 더 큰 
개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의체로서의 문법 개념의 속성을 탐구하는 학습 방법
을 구안해 보도록 한다.

(1) 오개념에 근거한 문제 사태의 해결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 오개념을 토대로 마련한 문제 상황은 교사의 직관에 
의해 구성한 문법 탐구 주제에 비해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사한 학습자 오개념
을 탐구 주제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일례로 음운에 관한 학습자 오개념 분석 결과 모음자에 선행하는 표기 ‘ㅇ’이 하
나의 자음이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처럼 ‘ㅇ’을 소리가 아니
라 표기의 범주로만 이해하는 학습자의 오개념과 관련하여 초성 자리의 ‘ㅇ’과 종성 
자리의 ‘ㅇ’이 같은 소릿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자 오개념 초성 자리의 표기 ‘ㅇ’은 하나의 자음이다.

⇓
탐구 주제

초성 자리의 ‘ㅇ’과 종성 자리의 ‘ㅇ’은 같은 소릿값을 나타내고 있나요?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림 Ⅳ-2】오개념에 근거한 탐구 주제 도출 과정
127) 이와 관련하여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현 문법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

나의 대안으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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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에 근거한 탐구 주제는 작게는 교사의 발문으로, 크게는 구조화된 활동으
로 구성될 수 있다. 전자는 교사가 개념 설명의 과정에서 오개념에 근거하여 비계
(scaffolding)의 성격을 지닌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는 교사가 학
생들이 해결할 문제 상황을 조직하여 제시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
다. 이 외에 교수‧학습 이후에 학습자의 개념 형성 결과를 평가하는 도구로도 활용
될 수 있다.

학습자 오개념을 근거로 문제 상황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예상하는 
바와 다른 정개념을 명시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각 단어를 발음하면서 
소릿값을 느끼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조직할 수 있다.

구 – 궁           아 - 가

? 초성 자리의 ‘ㅇ’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1. 다음 단어를 발음하고 ‘ㅇ’의 소릿값이 다른지 또는 같은지 말해 봅시다.

2. 다음 단어를 발음하고 그 발음을 적어 봅시다.

먹이[     ]     풍선[     ]

3. 표기한 글자와 전사한 발음의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4.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물론 “초성 자리의 ‘ㅇ’은 종성 자리의 ‘ㅇ’과 달리 음가가 없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해당 개념의 속성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음운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지식이 단편적인가 또는 본질적인가 하는 것은 학
습자 내부에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입과 암기에 의한 문법 지식은 그야말로 단편적
인 지식이 되고 말겠지만, 위와 같이 개념의 속성을 직접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 
구성한 지식은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성화된 지식으로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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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음운

‧ 말과 글자 중 먼저 생긴 것은 무엇일까요?

‧ 음운과 음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음운, 음절, 형태소, 단어는 어떠한 기준들로 묶을 수 있나요?

‧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인가요? 글인가요?

‧ 자음/모음과 자음/모음이 표기된 것(자음자/모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소리의 길이를 음운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왜 뜻을 변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부를까요? ‘음’, ‘운’이 각

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음
‧ ‘ㅆ’은 한 개의 자음인가요? 두 개의 자음인가요?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초성 자리의 ‘ㅇ’과 종성 자리의 ‘ㅇ’은 같은 소리값을 가지고 있나요?

모음

‧ ‘ㅔ’는 이중모음인가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ㅔ’는 표기상 ‘ㅓ’와 ‘ㅣ’가 합쳐진 것으로, ‘ㅘ’는 표기상 ‘ㅗ’와 ‘ㅏ’가 합쳐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ㅔ’는 이중모음으로 보지 않고 ‘ㅘ’는 이중모음이라고 부

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ㅑ, ㅕ, ㅠ, ㅕ’와 ‘ㅘ, ㅝ, ㅙ …’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중모음자에서 단모음자를 제외하면 남는 표기 형식은 무엇인가요?

‧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에서 ‘단’, ‘반’, ‘이중’이 표상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된다.
오개념을 토대로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탐구 주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앞서 오개념의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용어를 
통해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개념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용어는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
와 관련된 내용 또한 탐구 주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128).

<표 Ⅳ-3> 음운 체계 학습에서의 탐구 주제

128) 앞서 Ⅲ장의 분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반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던 오개념을 발견한 바 있다. 학습자들이 용어와 개념의 속성
을 연결 짓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용어가 설정된 이유를 탐구해보는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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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같이 

7개 자음만 발음됩니다. 이에 따르면 ‘낮’, ‘낫’, ‘낟’의 발음이 모두 같은데, 

받침이 모두 ㄷ으로 중화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여?

‧ 음운 변동이란 무엇입니까? 연음 현상도 음운 변동의 일종일까요?

‧ ‘맛집’, ‘맛이 (있다)’, ‘맛없다’의 발음은 각각 무엇입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

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탐구해 봅시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다른 개념어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용어를 수정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음군 

단순화

‧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끓는’과 ‘끓어’에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값있다’과 ‘값이 (있다)’의 발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개

음화

‧ ‘구개음화’에서 ‘구개음’이란 어느 조음 위치를 의미합니까?

‧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과 만났을 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

미합니다. 즉 입력형이 적용 환경을 닮아 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구개

음화’에서 입력형인 ‘ㄷ, ㅌ’이 ‘ㅣ’를 만났을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 ‘동화’와 ‘화자’는 각각 화자와 청자의 두 측면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

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잇소리

현상

‧ 사잇소리 현상에서 ‘사잇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표기된 ‘사이시옷’을 발음할 때에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잇

소리 현상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일까요?

‧ ‘밤길’, ‘빗물’, ‘나뭇잎’이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고’, ‘남다’, ‘아침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음운 현상은 무엇인가요? 다

음 중 ‘사잇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콧날[콘날]’과 ‘맨입[맨닙]’는 모두 발음에 ‘ㄴ’이 첨가되었습니다. ‘ㄴ’이 첨

가된 위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 Ⅳ-4> 음운 변동 학습에서의 탐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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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인의 과정에 대한 메타적 점검129)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선개념을 미리 조사하여 파악하거
나, 수업 중에 학습자 또는 동료에게서 나타나는 오개념을 포착하거나, 또는 학습
자 오개념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대상화하여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130). 듀이(Dewey, 1934)
는 개인이 한 사태에서 문제로 보았던 상황이 해결의 상황으로 변하면 그의 세계 또
한 확장된다고 보았듯이 학습자는 오개념을 메타적으로 점검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
의 언어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개음화에 대한 학습자 오개념 가운데 개념의 구획화와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는 교체이지만, 동화는 아니다.’와 같은 오개념이 
관찰된 바 있다. 

【본-N-A-23】동화는 발음 방법이나 위치가 비슷해지는 현상인데, 'ㄷ'과 '
ㅈ', 'ㅌ'과 'ㅊ'는 발음위치도,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동화가 아니고 교체예요.

따라서 구개음화의 개념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학습자의 응답을 
제시하고 이러한 응답이 합리적인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다.

129) 전영주 외(2017)에서는 오개념의 양상들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인지 발달을 파
악하고 오인의 과정이나 맥락을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하나의 학습 과정 및 내용으
로 구성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제언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학습자
가 오개념이 발생하기까지의 판단 과정을 반추하고 탐구해보는 활동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130) 학교문법에서 학습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 또한 합의의 개념이자, 학습자에게서 나타나
는 오개념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보다 합리적인 개념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했
을 때 문법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할 수 있는 사고 능력에 대한 논의도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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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은영: 구개음화도 비음화, 유음화처럼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원: 구개음화는 동화가 아니라 교체야. 동화는 발음 방법이나 위치가 비슷해지는 현상인데, 
'ㄷ'과 'ㅈ', 'ㅌ'과 'ㅊ'는 발음위치도,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지.  

1. 은영이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2. 지원이가 구개음화가 동화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교체’와 ‘동화’는 각각 무엇입니까?

4. 구개음화에서 자음이 모음을 만나 교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지금까지의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이에게 구개음화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6. 동화와 교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3) 개념 간 설명력의 비교

학문적인 지식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체계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비
판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잠정적인 후보 진리의 체계(장상호, 2000: 230)이
다131). 과학적 개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오류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이나 학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최종적인 답은 아
니며, 새로운 가설이나 설명력이 더 강한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학습자들은 문법 개념을 고정된 것, 절대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여 개념 학
습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개념 학습 시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31) 이와 관련하여 과학철학자 쿤(Kuhn, 1970)은 과학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전의 패러다임과 단절함으로써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
르면 기존의 개념에 의해 설명되던 정상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혁명 과학에 의해서 
교체된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의 과학적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 또한 이러한 관점
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아제의 지적처럼 발생적인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도 주목(장상호, 2000: 229)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개념은 앞선 단계를 토대로 발전하
여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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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법이라는 학문의 속성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습자에게 발견되는 오개념들이 사실상 해당 과학적 개념이 정립되기까
지의 과정에서 제안되고 또 교체되었던 지난 과학적 개념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개념에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념 간의 설명
력을 견주는 탐구 활동은 교육적 가치를 띠게 된다. 학습자는 과학적 개념이 정립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존재했으며, 문법 개념이 갖는 잠정적 합의체로서의 속성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탐구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의 목표를 정답 획득의 결과보다는 설명력이 더 큰 이해로 나아가는 사
고의 과정에 두게 한다.

앞서 학습자가 작성한 개념도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
하면서 이를 교체로 이해하는 오개념이 관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오개념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개념의 용어 선정 문제까지 다루어보는 활동
을 조직해 볼 수 있다132).

?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비교해 봅시다.
1.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두 개념이 가진 공통점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하여 다루
기도 합니다. 다루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3.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용어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1) 학습한 다른 음운 변동 용어(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와 비교하여 봅시다.

 2) 다음은 학교문법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
를 선택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중화  평폐쇄음화  일곱 끝소리 되기  받침 규칙
여음불발의 규칙  불파음화  미파음화  닫음소리 되기

132) 이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을 획득한 후에 두 개념 간의 관계와 
문법 개념 자체의 속성을 탐구하는 심화 학습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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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적 도약을 위한 교육 내용 설계

본고에서는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뿐 아니라 그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바슐라르(Bachelard, 1970)의 개념 발달에 대한 인식론적 단계에도 대응됨을 확인
하였다. 즉 학습자 오개념을 통해 학습자의 현 사고 방식과 인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이 
상위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Ⅲ장에서 발견한 ‘개념의 범주화 오류’,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개념 체계에 대
한 이해 결여’,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와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교육 내용을 설계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지 갈등 유발을 통한 개
념의 범주화’,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개념 형성의 맥락 복원을 통
한 개념화’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은 모두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활동이자 경험이 현존 수준에서부터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5> 학습의 오개념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 설계
학습자 오개념 유형

학습자 내적 요인

(인식론적 단계)

인지적 도약을 위한

교육 내용 설계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개념의 범주화 오류

(소박한 현실주의)
à

인지 갈등 유발을 통한 

개념의 범주화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명백한 경험주의)
à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전 고전적 합리주의)
à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적용 및 비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

(전 상대적 합리주의)

(1) 인지 갈등 유발을 통한 개념의 범주화

오개념을 유발하는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서의 ‘개념의 범주화 오류’는 음운 관련 
개념들을 소리가 아니라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개념을 올바른 범주에 
위치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개념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말소리라는 
두 범주 뿐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위치하는 언어의 체계 전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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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는 ‘음운’과 ‘음운’이 포함되는 범주인 ‘말소리’, 그
리고 ‘말소리’에 대응되는 범주인 ‘표기’ 뿐 아니라 ‘말소리’와 ‘표기’는 각각 음성
언어와 문자언어의 수단이기 때문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알고 ‘언어’가 하나
의 기호 체계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음과 같
은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음운, 말소리, 표기, 음성언어, 문자언어, 언어, 기표, 기의

â

학습 목표

1. 언어가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하나의 기호 체계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언어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표가 말소리와 표

기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음운 개념을 말소리의 범주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림 Ⅳ-3】개념의 범주화를 위한 학습 목표의 도출 과정

그런데 음운을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오개념이 학습자가 한글을 배우는 과
정에서 음소를 시각적 단위로 대치시키면서 가지게 된 자발적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오개념에 대한 처방과 달리 학습자의 선개념
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과학 교과의 개념 변화 논의를 참고하였다. 학습의 대상
으로서의 개념이 타교과에 비해 비교적 분명하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에서는 일찍이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 구성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해 왔다. 그 일환으로 선개념을 정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개념 변화’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념 변화를 위해 포즈너 외(Posner 
et al., 1982)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자신의 선개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개념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셋째, 새로운 개념은 그럴 듯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개념은 활용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

즉 학습자가 학습 이전에 자신의 오개념을 자각하고 이에 불만족을 느끼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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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개념 변화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는 학습자가 기존
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수업 모형들
이 제안되어 왔으며 이러한 모형들은 대체로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는 단계와 학생이 인지적 갈등을 느끼는 단계가 존재한다133).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단계를 포함하여 문법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을 변화시키
기 위한 학습 단계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자발적 개념의 

자각
è

인지적 갈등 

유발
è 개념의 재구성 è

개념의 변화 

검토

【그림 Ⅳ-4】문법교육에서의 개념 변화 단계

첫 번째, 자발적 개념의 자각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할 개념과 관련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표현함으로써 자발적 개념을 대상화하도록 
한다. 즉 학습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개념과 대면하고 또 이를 명료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지적 갈등 유발의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개
념과 상충되는 현상이나 사건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의 과정을 거
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개념의 재구성 단계는 인지 갈등 상황 제시 단계와 구분되
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며 
자신의 관념에 불만족을 느끼면서 개념이 재구성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때에 
교사의 설명 또는 탐구 학습을 통해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투입하도록 한다. 마
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수업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바뀐 후의 생
각을 비교하며 개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단계의 
설정은 메타인지적 사고 능력의 함양과도 관련이 있다.

위 모형에서 제시한 단계에 따라 본격적인 음운 학습에 앞서 언어, 말소리, 문자
의 관계를 혼동하고 자음, 모음을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학습자들의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탐구 학습은 이와 같이 2차시로 구성할 수 있다.

133) 예컨대 드라이버(Driver, 1989)는 ‘생각의 표현’, ‘생각의 재구성’, ‘생각의 응용’, ‘생각
의 변화’ 검토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습지도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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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1. 언어가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하나의 기호 체계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언어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표가 말소리와 

표기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자발적 개념의 자각 • 오개념이 존재하는 지식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인지 갈등의 유발
• 한글날 기념 공익광고와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평가를 보고 친구들

과 토의하기

개념의 재구성
•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관계 이해하기

• 기표와 기의 개념 학습하기

개념의 변화 검토

• 도입 단계에서 작성한 자신의 답변 수정하기

•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사례 수집하여 발표하기

• 학습 전 개념과 학습 후 개념 비교하기

학습 목표 3. 음운 개념을 말소리의 범주에 위치시킬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자발적 개념의 자각 • 자음과 모음에 대한 기존의 생각 표현하기

인지 갈등의 유발 • 오개념에 근거한 문제 사태(자음의 개수) 해결하기

개념의 재구성

• 문법 단위를 쪼개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음운 개념 추출하기

• ‘말소리의 최소 단위’로서의 음운 개념 학습하기

• 음운 개념의 ‘의미 변별 기능’ 학습하기

개념의 변화 검토
• 도입 단계에서의 자신의 설명 수정하기

• 학습 전 개념과 학습 후 개념 비교하기

(2)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바슐라르(Bachelard, 1970)에 따르면 명백한 경험주의 단계의 학습자는 경험하
는 것이 곧 사고하는 것이라고 보고 사고와 경험을 동일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러한 명백한 경험주의에 머물러 있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에 기대어 
문법 개념을 개념화하는 양상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은 ‘무릎이’를 
[무르비]로 어문규정과 다르게 발음하는 경험에 기대어 ‘형식형태소로 시작하는 
모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 또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와 같이 개념화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경험에 의존하여 개념을 형성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극복하
기 위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설계해 보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학습자는 음절 말이나 자음 앞에서 실현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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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환경과 연음 현상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릎이’가 [무르비]와 같이 비표준발음이 실현되는 것은 ‘무릎’이라는 명사
가 재구조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현대 국어는 기본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134) 사실상 [무르비, 무르베, 무르븐]과 같이 ‘ㅍ’
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면 명사 형태를 ‘무릎’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어진다. 연음 
규칙에서 적용될 환경에서도 외현되지 않는 종성은 기저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문 문법에서는 형태소의 기저형이 /무릎/에서 /무릅/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어휘적 재구조화(lexical restructuring) 또는 재어휘화
(relexicalization)라 한다(양순임, 2016: 228). 즉 본고에서 관찰한 학습자 오개념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지어 볼 때 오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
나,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개념화의 근거로 사용한 발음이 언어의 변화를 담고 있
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발음과 표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기의 보수
성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구현하였다.

핵심 개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연음 현상, 표준발음법, 발음과 표기

â

학습 목표

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속성을 연음 현상과 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준발음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3.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Ⅳ-5】개념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을 위한 학습 목표의 도출 과정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을 돌아보고, 문법 개념과 어문 규정의 
관계를 이해하며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험의 대상
화’, ‘관련 문법 개념의 학습’, ‘문법 개념과 규범의 관계 이해’, ‘경험을 토대로 인
식 확장하기’의 학습 단계를 조직할 수 있다.
134) 민현식(1999/2011: 82)에 따르면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는 국어 표기사에서 다양하게 

대립과 조화를 이루어왔지만 표음주의의 흐름 속에서도 겹받침의 유지, 분철법의 꾸준한 
발달을 통해 전반적으로 표의주의가 신장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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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속성을 연음 현상과 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준발음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3.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경험의 대상화
• ‘무릎이’, ‘부엌에’에 대한 자신과 친구의 발음 확인하기

• 발음을 대상화하여 설명하기

관련 문법 개념의 

학습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과 적용 환경 학습하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의 관계 이해하기

문법 개념과 

규범의 관계 이해

• 학습한 문법 개념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8, 9, 13항) 찾아보기

• 표준발음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발음을 변화시키기

경험을 토대로 

인식 확장하기

• [무르비], [부어게]와 같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하기

• 발음과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경험의

대상화
è

관련 문법 

개념의 학습
è

문법 개념과 

규범의

관계 이해

è
경험을 토대로 

인식 확장하기

【그림 Ⅳ-6】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단계

따라서 위에서 설정한 단계에 따라 ‘형식형태소로 시작하는 모음 앞에서도 음절
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 또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
칙이 발생한다.’와 같은 학습자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속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과정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3)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본 절에서는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 내
적 요인으로서의 학습자의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및 ‘개념의 과도한 일반
화’ 경향을 극복하고 해당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심영택(2002)은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서의 ‘지식의 파손성’에 
주목하고 역사적 흔적이 제거된 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국어적 지식의 생성 과정
을 알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음운 교육에서 학습하는 개념 또한 연구 과정에
서 언어가 수행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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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9)이다. 그런데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되기까지
의 탐구 과정은 소거된 채, 탐구의 결과만이 연역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서 개념 간의 관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개념의 다양한 속성들을 이
해하지 못하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교사들은 사잇소리 현상을 가르칠 때 표면적으로 상이해 보이는 현상들
이 왜 ‘사잇소리’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였는지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사잇소리 현상
의 사례 세 가지를 암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중모음=반모음+단모음’과 같은 
공식화된 결과135)만을 제시하여 반모음이 실제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개념이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지는 학습되지 않고 있었다136). 그 결과 학습자
에게서 반모음을 인접한 다른 개념으로 대치시키거나 용어와 개념의 속성을 연결
시키기 못하고 용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학자들이 반모음 개념을 왜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는가를 단모
음, 이중 모음과의 관계 속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개념의 속성을 충분히 학
습할 수 있다. 따라서 반모음의 개념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핵심 개념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개념의 형성

â

학습 목표

1. 반모음의 개념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문법 개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Ⅳ-7】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학습 목표의 도출 과정

반모음은 해당 개념의 정립 과정에 비추어볼 때 다른 모음과의 관계를 통해 이

135) 이와 관련하여 쉐발라드(Chevallard, 1982)는 교사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수업 활
동을 지속하고자 자신이 만든 공식(formulation)이나 자기 발견적인 수단을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을 ‘초인지적 이동’으로 명명한 바 있다.

136) 교과서에서는 이중 모음의 속성 중 하나로 기술된 내용을 종차에 반영하는 이러한 방
식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정의를 통해 이중 모음
이라는 개념을 구성해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추정과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는 이중 모
음, 단모음, 반모음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리라는 판단이 그것이다(이관희, 
201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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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의 수용에 그치고 있는 문법교육에서의 학습 과정은 앞
으로 학습자들이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137). 사실상 지식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
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지식은 탐구라는 지적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또한 개념
은 개별 대상의 분류(classifying) 또는 집합(grouping)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
신적 산물(이현주, 2015: 46)이기 때문에 개념 형성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추
상화, 범주화의 단계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언어 현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형성 과정은 ‘언어 현상 
포착하기’. ‘추상화·범주화하기’, ‘용어 선정하기’와 같은 단계로 구현해 볼 수 있다. 
개념화 과정에 ‘용어 선정하기’ 단계를 덧붙인 이유는 용어가 단순히 개념에 관한 
명칭이 아니라, 개념화 과정 속에 있는 인지와 이해의 단위(이현주, 2015: 42)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개념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한다138). 더불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및 확장하는 
단계도 추가하여 고등학교 학습자가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루 이해하며 개념
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개념 형성 맥락의 복
원을 통한 개념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언어 현상 

포착하기
è

추상화·범주화

하기
è 용어 선정하기 è 심화·확장하기

【그림 Ⅳ-8】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단계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개념화의 필요성을 
137) 허경철 외(1992ㄴ)에서는 우리 교육이 그동안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교육에만 주목

해 왔음을 비판하고 지식의 생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의 습득과 활
용, 공유와 전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원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의 생
성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지식의 생성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
식 생성 교육에서는 결과로서의 명제적 지식보다는 지식을 생산해 내는 탐구 과정에 대한 
방법적 지식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바,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
구 학습을 구현하고자 한 본고와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138) 한편 용어와 개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2015: 
45)에 따르면 롱도(Rondeau, 1984)는 용어와 개념의 관계를 각각 기표와 기의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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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하나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개념을 표상하는 용어를 선정하는 경험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게 된다. 전술한 학습 목표를 토대로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학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학습 목표

1. 반모음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2.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문법 개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언어 현상 

포착하기

• ‘ㅑ’, ‘ㅣ, ㅏ’의 발음 차이 느끼기

 - 음절수의 차이 확인하기

 - 첫소리의 차이 확인하기

추상화·범주화

하기

• ‘ㅘ’, ‘ㅗ, ㅏ’의 발음 차이 느끼기

- 음절수의 차이 확인하기

- 첫소리의 차이 확인하기

• ‘ㅑ’의 첫소리와 ‘ㅘ’의 첫소리의 공통된 속성 설명하기

용어 

선정하기

• ‘ㅑ’와 ‘ㅘ’의 첫소리를 개념화하기 위한 용어 명명하기

 - 적절한 용어에 대해 토의하기

 - 학자들이 ‘활음’, ‘반모음’, ‘반자음’, ‘반홀소리’ 용어를 선택한 이유 생각해보기

심화·확장하기
• 다른 개념(단모음, 이중모음)과의 관계 이해하기

• 이중모음 ‘ㅢ’의 반모음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기

3. 학습자 오개념 분석을 통한 음운 교육의 실제

3.1. 인지 갈등 유발을 통한 개념의 범주화 구현 사례

음운은 음운 체계 및 변동의 학습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표
기의 범주에 두고 추론하는 오개념은 다른 개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법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에 대해 주목하지 
못해 이를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음운 개
념을 표기가 아니라 소리의 범주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
며 이는 음운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해될 수 있
다. 우선 음운 개념과 관련된 개념들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 학습의 목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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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개념의 자각]
1.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어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작성해 봅시다.

[인지 갈등의 유발]
2. 다음은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제작된 한글날 특집 공익 광고입니다. 광

고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광고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학습

목표

1. 한국어와 한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음운 개념을 말소리의 범주에서 구성할 수 있다.

3. 음운 개념과 다른 문법 단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학습 목표가 실제 활동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보
여주기 위해 활동의 흐름과 구체적인 발문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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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F. Saussure)는 언어가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기호는 기표
(記標)와 기의(記意)의 결합이라고 했다. 기표(記標)와 기의(記意)는 
소쉬르가 정의한 기호의 근본을 이루는 두 성분이다. 기표는 기호의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이다. 그것은 소리일 수도 
있고, 표기일 수도 있고, 한 단어를 이루는 표기의 집합일 수도 있
다. 기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독자나 청자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호의 개념적 부분이다. 소
쉬르에 의하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기호 속에 표상되어 있는 외부 현실에 좌우되지 않는
다. 그것은 오히려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것이다. ‘나무’라는 문자 자체는 기표, 그 ‘나무’라

 (2) 다음은 해당 광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댓글을 참고하여 광고를 비판적으
로 평가 봅시다.

[개념의 재구성]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언어활동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가지 활

동을 분류 기준을 세워 구분해 보세요.

 (2)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중 먼저 생긴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봅시다.

 (3)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과 문자의 특징을 적어 봅시다.

 (4) 제시어들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가운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분류하여 설명해 봅
시다.

 중국어   히라가나   한자   알파벳   한국어   한글   영어   가타카나

 (5) 다음 글을 읽고, ‘음성’과 ‘글자’는 기표와 기의 가운데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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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자의 의미, 혹은 그 문자의 발화를 듣고 (혹은 발화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기의이다. 이처럼 기표에 기의가 결합되어 기호로서의 단어 ‘나무’가 된다.          
                                                                 - 구인환 외(2006)

[개념의 변화 검토]
4.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1번 질문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답변을 보완 및 수정해 봅시다.

 (2) 학습 전과 학습 후 달라진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해 봅시다.
  예시)

출처 2016.10.10. jtbc 비정상회담 119회

혼동 
내용

패널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으
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의어를 예로 들었는데 방송 편집자가 
‘한글에는’이라는 자막을 추가하였다.

틀린 
이유

‘한글’은 문자체계일 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어’이다.

수정
내용

자막을 ‘한글에는’에서 ‘한국어에는’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음운 개념을 말소리의 범주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
한 활동의 예이다. Ⅲ장의 교과서 표상 차원에 대한 분석에서는 음운 개념을 다룰 
때 ‘의미 변별’의 기능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자음과 모음을 표기의 단위로만 생
각하는 학습자의 오개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리의 단위’임은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학습 이전에 동료 학습자에게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는 활동은 자신의 개념을 대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리고 전체적인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학습자 오개념에 근거하여 도출한 탐구 주제
들을 발문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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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거기 빵은 없다

⇑
단어

예) 거기, 빵, 은, 없다

 (1) 주어진 문장을 단어로 분석해 봅시다.

 (2) 단어는 다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자발적 개념의 자각]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짝에게 자음과 모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2) 우리가 ‘자음’, ‘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리인가요? 글자인가요?

[인지 갈등의 유발]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다음 문장을 읽고 자음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거기 빵은 없다

 (2) 쌍자음은 한 개의 자음입니까?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개념의 재구성]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 단어는 다음과 같이 뜻을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발화될 수 있는 최소의 음성 단위인 ‘음절’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각각 형태
소와 음절로 분석해 봅시다.

 (4) 음절은 다시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음절을 음운으로 분석하
고 음운의 구성 요소를 말해 봅시다.

문장
거기 빵은 없다

⇑
단어

예) 거기, 빵, 은, 없다
 ⇗                            ⇖                       

형태소
예) 거기, 빵, 은, 없, 다                

음절
예) 거, 기, 빵, 은, 업, 따

                                           ⇑                          

                    

음운
예) ㄱ. ㅓ, ㄱ, ㅣ, ㅃ, ㅏ, ㅇ, ㅡ, ㄴ, ㅓ, ㅂ, ㄸ, ㅏ

- 배주채(2003/2013)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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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1) 다음 글을 읽고 음성과 음운의 관계에 대해 말해 봅시다.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음
성을 같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음성의 같은 부분에
만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기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말소리는 모두 다르더라도 “고
마워.”라고 말하면 이를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 기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
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음
운(音韻)이라고 한다.                                              - 박영목 외(2014)

 
 (2) 다음 두 문장이 다른 뜻이 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고 있어.”               “가고 있어.”

[개념의 변화 검토] 
5.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1번 질문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답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을 보완 및 수정해 봅시다.

 (2) 학습 전과 학습 후에 달라진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자음자’ 대신 ‘자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두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자음’과 ‘자음자’의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해 봅시다.

3.2.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구현 사례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무릎이’를 [무르비]로 발음하는 자신의 언어 경험에 기
대어 ‘형식형태소로 시작하는 모음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 또
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 후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한다.’와 같은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고와 동일시
하지 않고 대상화하여 바라본 후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마
련해보도록 한다.

학습

목표

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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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대상화]
1.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무릎 담요를 꺼내 줄게.
·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것이 힘들다.

· 부엌도 참 넓어서 마음에 들어.
· 부엌에 긴 식탁을 놓았다.

 (1)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적고 친구들과 비교해 봅시다.

 (2) 받침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봅시다.

[관련 문법 개념의 학습]
2.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환경을 정리해 봅시다.

㉠ 부엌[   ], 한낮[   ], 옆[   ], 햇빛[   ]
㉡ 덮고[   ], 잎도[   ], 깎다[   ], 낫고[   ]
㉢ 젖어미[    ], 옆얼굴[    ]
㉣ 낮이[    ], 덮은[    ], 깎아[    ]

 (1) ㉠ ~ ㉤에 들어갈 발음을 적어 봅시다.

 (2) ㉠ ~ ㉤에서 받침 뒤에 오는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 봅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연음 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 보았다139). 본고에
서 설계한 인지적 도약을 위한 교육 내용은 모두 학습자의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경험이나 이로 인해 형성된 자발적 개념으로부터 학습이 출발하고 있다.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 습관을 대상화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문법 개념을 학습하며, 다시 자신의 발음 습관이 어떠한 요인에서 비
롯된 것인가를 분석해 보며 언어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키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도
록 한다.

139) 본고에서 마련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해당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
에서 투입될 수 있는 활동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을 고려
했을 때 중학교 시기에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일곱 개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
고 있는 학습자들이 개념의 적용 환경이나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고등학교에
서 보다 정교하게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본고에
서 제시한 학습 내용은 중학교 단계에 맞게 재구성되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발달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하며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학습 내용을 한 학년에서 모두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세
분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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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부어케] [*부어게, 부어기, 부어글]
무릎을[무르플] [*무르블, 무르비, 무르베서]
자모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음 규칙 13항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부엌이’를 
[*부어기], ‘무릎을’을 [*무르블]로 발음하는 것은 비표준 발음이다.
만약 [*부어기, 부어글, 부어게서]로 발음되어 [ㅋ]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면 명사 형태를 
‘부엌’으로 볼 근거가 없어진다. 연음규칙이 적용될 환경에서도 외현되지 않는 종성은 기저
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론문법에서는 형태소의 기저형이 /부엌, 
통닭, 무릎/에서 /부억, 통닥, 무릅/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어휘적 재구조화
(lexical restructuring) 또는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라 한다.           - 양순임(2016)

 (3) ㉠ ~ ㉤ 가운데 받침의 표기와 실제 발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골라 봅시다.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하는 환경을 정리해 봅시다.

 (4) 연음이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의 말음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그대로 옮겨 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 ㉤ 중 연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적어 봅시다.

 (5)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문법 개념과 규범의 관계 이해]
3. 다음은 표준 발음법의 내용입니다. 학습한 개념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을 연결해 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연음 현상 •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
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다음 문장을 바르게 발음해 봅시다.

· 무릎 담요를 꺼내 줄게.
·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것이 힘들다.

· 부엌도 참 넓어서 마음에 들어.
· 부엌에 긴 식탁을 놓았다.

[경험을 토대로 인식 확장하기]
5. 다음 글을 읽고 1과 4에서 답한 발음이 다르게 나타났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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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현상 포착하기]
1. 모음 ‘ㅑ’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1) ‘이아’를 빠르게 발음해 봅시다. 어떤 모음처럼 들리나요?

 (2) ‘야’와 ‘이아’의 음절 수는 각각 몇 개입니까?

 (3) ‘야’와 ‘이아’를 소리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 ‘야’, ‘여’, ‘요’, ‘유‘에서 공통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첫소리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추상화·범주화하기]
2. 모음 ‘ㅘ’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1) ‘오아’를 빠르게 발음해 봅시다. 어떤 모음처럼 들리나요?

 (2) ‘와’와 ‘오아’의 음절수는 각각 몇 개입니까?

 (3) ‘와’와 ‘왜’에서 공통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첫소리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4) ‘야’와 ‘와’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은 무엇입니까?

[용어 선정하기]
4. 발견한 개념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 봅시다.
 (1) ‘야’와 ‘와’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를 선정해 봅시다.

3.3.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구현 사례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특히 반모음의 개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접
한 다른 개념으로 대치시키거나 용어와 개념의 속성을 연결시키기 못하고 자의적
으로 용어를 해석하는 오개념이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 형
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반모음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1. 반모음의 개념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문법 개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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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음을 나타나내는 모음자를 자세히 보면 반모음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얻을 수 있
다. 즉 이중 모음 글자에서 단모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제거하면 분명해진다.
  반모음 ‘y’로 시작하는 ‘ㅑ, ㅕ, ㅛ. ㅠ, ㅒ, ㅖ’에서 단모음을 나타내는 ‘ㅏ. ㅓ, ㅗ, ㅜ, ㅐ, 
ㅔ’를 제외하면 ‘y’의 짧은 선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이 선은 훈민정음을 처음 창제할 당시
에는 점이었다가 글자체가 바뀐 결과이다. 또한 반모음 ‘y’가 단모음 뒤에 오는 ‘ㅢ’에서는 ‘ y’
가 ‘ㅣ’로 표시되고 있다. 예전에는 ‘y’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던 ‘ㅐ’. ‘ㅔ, ㅚ, ㅟ’가 모
두 ‘ㅣ’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반모음 ‘y’와 단모음 ‘ㅣ’의 공통점을 고려하면 이
러한 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반모음 ‘w’가 단모음 앞에 오는 ‘ㅘ. ㅝ, ㅙ. ㅞ’는 좀 더 흥미롭다. 이 글자들에서 단모음을 
나타내는 ‘ㅏ, ㅓ, ㅐ, ㅔ’를 제외하면 ‘ㅗ’나 ‘ㅜ’가 남는다. 반모음 ‘w’가 단모음 ‘ㅗ, ㅜ’와 비
슷한 음성적 특징을 지니므로 이러한 표기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진호(2005/2015)

 (2) 학자들은 해당 개념을 부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용
어들은 어떠한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지 추측해 봅시다.

반자음   반모음   활음   반홀소리

 (3) 위에서 제시한 용어들의 의미를 조사해 보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선택해 봅시다.

 (4) 학교 문법에서는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와 비교했
을 때 ‘반모음’ 용어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심화·확장하기]
5. 발견한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1) 다음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단모음, 이중모음의 정의입니다. 반모음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 단모음(單母音):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 이중모음(二重母音):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이 서로 달라지게 하여 내는 모음

 (2)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의 관계를 도식화해 봅시다.

 (3) 다음 글을 읽고 한글에서 반모음의 표기를 찾아봅시다.

6. 모음 ‘ㅢ’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ㅢ’는 단모음인가요? 이중모음인가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ㅢ’를 이중모음으로 본다면, 반모음은 무엇입니까?

 (3) 학자들 사이에서는 ‘ㅢ’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 발음
에서는 온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ㅢ’와 관련된 논의
를 조사하고 어떠한 입장이 가장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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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개념 발달을 통한 문법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음운 교육에서
의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및 형성 요인을 밝히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목
적이 있다.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는 사실상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학습이란 교과서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백지 상태의 
학습자에게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구조가 능동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법교육은 문법 개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논의가 집중되
어 왔을 뿐 학습자가 실제로 문법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목은 부
족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학문 문법의 체계에 따라 구성된 문법교육 내용을 내
면화하지 못한 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연습해 왔다. 교육 내용이 아무리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이 이를 능동적으로 내면화하지 못한
다면 문법 능력의 신장을 통한 언어적 주체로의 성장이라는 문법교육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이
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음운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가 학습한 개념을 실제로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특히 음운 교육은 학습자들이 과학적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 이전에 발음 및 표기 경험을 통해 이미 풍부한 자발적 개념을 
축적하고 있는 한편 학습자가 느끼는 인지적 부담이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Ⅱ장에서는 문법 개념이 언어 현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자 나아가 자기 언어 
운용의 도구로 기능함을 밝히고 이러한 개념을 과학적 개념과 학습자의 개념으로 구
분하였다.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자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가 수학, 과학 
교과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 들어 문법교육적 맥락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오개념
을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던 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간언어에 대한 논
의를 토대로 이를 ‘잠재성을 지닌 과도기적 개념’으로 재개념화한다면 학습자의 발달
에 대한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오개념을 ‘합의된 개념
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설명력이 더 큰 이해로 나아가는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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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개념의 형성 요인을 학습자 
내적·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오개념이 학습자의 친숙
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됨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의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
습자의 현 인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 외적 요인은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고려했을 때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교사의 개념 및 설명어를 분석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한 오개념의 양상과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음운 관련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측정 및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개념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특징적
인 응답을 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은 개념
별 및 상·중·하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개념별 오개념 분석을 통해 음운, 반모음, 
이중모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학습
자 오개념이 무엇인가를 밝혔다. 그리고 상·중·하 집단 간 정답률 비교를 통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개념과 집단별로 오류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개
념을 확인하고 각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다른 영역의 개념과 구분되는 음운 관련 오개념의 내용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낱낱
의 오개념들을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적용 
및 비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으로 일반화 및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오개념을 유발하는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는 음운 관련 개념들을 소리의 
범주가 아니라 표기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개념의 범주화 오류, 경험에 의존한 개
념화,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와 같은 인지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습자 외적 요인으로는 개념의 내적 정합성과 관련한 문제, 
교사의 오개념, 자발적 개념에 대한 고려 부족이나 개념 형성 맥락의 소거, 개념의 
적용 조건에 대한 설명 미비 등과 같은 교과서 표상 차원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였
다.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과 형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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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유형 사례 학습자 내적 요인 학습자 외적 요인

표기형에 

근거한 개념 

추론

‧ 음운은 표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 음성은 소리이고 음운은 글자이다.
‧ 초성 자리의 ‘ㅇ’은 하나의 음운이다.
‧ 음운은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리의 길이는 음운이 아니다.

개념의

범주화 오류

교사의 오개념,

교과서 표상 

차원

개념의 발견 

수준에서의 

오류

∙ 음절의 끝에는 자음 ‘ㅈ’, ‘ㅅ’이 발음된다.
∙ 모음의 종류는 구개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 구개음화는 동화가 아니다.
∙ 반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성격을 반씩 

가지고 있다.
∙ 음운은 음절·형태소·단어와 동일하다.

경험에 의존한 

개념화
교과서 표상 

차원,

개념의 내적 

정합성
개념 체계에 

대한 이해 결여

적용 및 

비적용 사례 

변별의 부족

∙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도 음
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 겹받침 중 하나가 연음되는 현상도 자음군 단
순화이다.

∙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만이 사잇소리 현상이다.
∙ 사잇소리 현상은 ‘ㄴ’첨가와 동일하다.
∙ 사잇소리 현상은 된소리되기 현상과 동일하다.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

교과서 표상 

차원,

개념의 내적 

정합성

Ⅳ장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능력(구본관, 2010: 191)을 신장을 목표로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음운 
관련 개념들을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우선 오개념에 근거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오인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잠정적 합의체라
고 할 수 있는 학교문법과 학습자 개념의 설명력을 견주어 보는 탐구 활동을 제안
하였다.

그동안 문법 탐구 학습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조진수, 
2014: 296) 교과서 집필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학문적 쟁점에 따라 설계되었다. 탐
구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회의와 풍부성에 대한 몰두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
데 진리를 체험(장상호, 2000: 283)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개념으로부터 출발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개념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념 간의 설명력을 비교하면서 학습자는 학교문법 또한 반드시 최종
적인 답은 아니며 현재보다 설명력이 큰 이론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문법 개념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식론적 장애를 극복하고 더 높
은 인지적 수준으로 도약하여야 하는바 오개념 형성의 내적 요인에 대한 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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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범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험을 대상화하여 경험과 사고를 구분하
며, 개념 형성의 맥락을 복원을 통해 개념의 속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 실례를 구현하였다.

학습자 

오개념의

양상

è

오개념을

활용한

문법 탐구 

경험

오개념에 근거한 인지 갈등 유발

오인의 과정에 대한 메타적 점검

개념 간 설명력의 비교

⇑

학습자 

오개념의

형성 요인

è

인지적 

도약을 위한

교육 내용 

설계

인지 갈등 유발을 통한 개념의 범주화

경험의 대상화 및 사고 범위의 확장

개념 형성 맥락의 복원을 통한 개념화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문법교육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자 오개념을 발달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그 양상과 형성 요인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법교육에서의 학습자 오개념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연
구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오개념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음운 관련 학습자 오개념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는 문법 영역의 내용적 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오개념 진단 방법이 개발되
고 검사의 타당도 또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후 오개념
을 분석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학습자의 선개념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
자들이 교수‧학습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무엇이고 이것이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이 개념이 변화하는 경로를 추적하는 종적 연구가 수
행된다면 학습자의 앎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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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교사용 설문지 (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음운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다. 작성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다연 드림(ksg17@snu.ac.kr)

※ 본 설문에서 ‘음운 교육(수업)’이란 음운의 개념, 체계,변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교수·학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 남     여 교직 경력 중학교 (  )년, 고등학교 (  )년

현 근무지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지역
대학원(해당자만) 예) 현대문법 전공/석사과정 졸업

1. 음운 수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예) 주로 교과서 활용, 교과서와 문제집을 토대로 학습지를 제작하여 활용 등 

2.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음운 교육을 하셨습니까?
  예)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탐구, 개념 암기를 위한 게임, 자세한 설명 후 확인 문제 제시 등

3. 음운 수업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4. 음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음운 교육 내용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아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는 편이다  ⑤ 전혀 모른다

6. 문법 교육 전반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아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는 편이다  ⑤ 전혀 모른다

7. 음운 수업 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한 개념(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학습자가 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적어 주십시오.

8. 음운 교육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 오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학습자 오개념: 학습자가 특정 문법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오인 또는 오해
 - 해당 교과에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인 ‘목표 개념(예: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개념)’에 상대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특정 목표 개념과 관련하여 갖게 되거나 갖고 있는 오인 또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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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운 교육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 오개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으신 학습자 오개념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오개념에 대한 정의는 위 문항의 설명  

   을 참고해 주세요.) 

10. 학습자가 위와 같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성 요인)

11-1.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음운 관련 오개념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2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12.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의 오개념을 고려하거나 수업 내용으로 도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13, 14번)  ② 아니오(→ 15번)

13. (12번 문항에서 ‘예’ 응답 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예) 구성하신 활동의 내용 및 방법 또는 교사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등

14.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교육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15. (11번 문항에서 ‘아니오’ 응답 시) ‘아니오’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1. 음운 교육에서 학습자 오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2.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7-1.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7-2.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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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설문지 (본조사_통합형)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음운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수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다. 작성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
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다연 드림 (ksg17@snu.ac.kr)
성별 남       여 학번 (    )학년 (    )반   (    )번

C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하거나,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아래 질문에서 ‘음운 수업’이란 ‘음운, 음운 체계, 음운 변동’을 배운 수업을 의미합니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평소 우리말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음운 수업이 흥미로웠다.

3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나는 음운 수업을 듣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5
일상생활에서 음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적용해본 
적이 있다.

6

5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에 답한 경우: 언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 주세요.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한 경우: 왜 적용을 하지 않거나/못한 것 같은지 적어 주세요.)

7
음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개념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 

8
음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적어 주세요.
➜ 

9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음운’ 마인드맵(개념도)을 그려 봅시다.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말고, 현재 생각나는 것들로 작성해 주세요.)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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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운

2) 반모음

3) 이중모음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5) 자음군 단순화

6) 구개음화

7) 사잇소리 현상

1) 음운
∘‘왜’의 자음, 모음 개수를 써 주세요.
 왜: 자음 (   )개, 모음 (   )개

2) 이중모음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ㅑ   ② ㅟ   ③ ㅔ   ④ ㅙ   ⑤ ㅢ

➜ 그렇게 생각한 이유:

3)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과 낯‘의 발음을 써 주세요.
① 앞 [    ] ② 낯 [    ]

➜ 그렇게 생각한 이유:

4)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좋은  ② 맑아서  ③ 낮  ④ 밟고  ⑤ 밖

➜ 그렇게 생각한 이유:

5) 구개음화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신지  ② 같이  ③ 권력  ④ 숱하다  ⑤ 가을걷이

➜ 그렇게 생각한 이유:

6)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넘다[넘따]  ② 밤길[밤낄]  ③ 잇몸[인몸]  ④ 종로[종노]  ⑤ 맨입[맨닙]

➜ 그렇게 생각한 이유:

1. 각 개념들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자유롭게 써 주세요. (정의, 예시, 적용 환경 등)

2.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거나 각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골라 주세요.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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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다. ( O / X )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2)

‘끝을 잡고’의 발음은 (⓵ 끄틀 / ⓶ 끄츨)이고,
‘끝에 있어’의 발음은 (⓵ 끄테 / ⓶ 끄체)이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3)
‘핥다’의 발음은 (① 할따 / ⓶ 할타)이고, ‘핥아’의 발음은 (⓵ 할따 / ⓶ 할타)이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4)
‘무릎이 아프다’의 발음은 (⓵ 무르피 / ⓶ 무르비)이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5)

다음 중 적절한 표기를 각각 고르세요.
⓵ 등교길 / ⓶ 등굣길    ⓵ 양치물 / ⓶ 양칫물     ⓵ 위층 / ⓶ 윗층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과정을 적어 주세요.

3.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쓴 후, 판단 과정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4. 응답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1) 위 답변을 작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이전 학습 내용    선생님의 설명    교과서    학습지    문제집    기타(       )

➜ 가장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음운 학습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와 개선 방향 등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예: 선생님의 설명, 교재나 학습지(설명, 구성 방식 등), 나의 학습 태도 등)

개선되어야 할 점

이유
(현재의 문제점 등)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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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honological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Learner’s Misconceptions

Kim, Da-yeon

Interpretation on the same object will differ by individual because a person’s 
perception on the object is assimi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erson’s 
preunderstanding or cognitive structure. This is also applies to a learner's 
understanding of grammar concepts. In spite of the fact that constructivism, 
which is an epistemological theory of knowledge formation, has become more 
specific in the field of learning, discussions on grammar education have been 
focused only on how to convey the concepts of grammar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how learners actually form grammar concepts. Here, concept 
formation means that learners are able to use concepts flexibly in various 
circumstances. Thus, whether a grammar concept functions as activated 
knowledge or merely exists in an ineffective state depends on how the 
concept is internally conceptualized by a lear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learners, who have 
completed all the phoneme-related curriculum, understand the concepts they 
have learned, and to suggest educational contents for promoting leaners’ 
grammar concept 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Phonological education, in 
particular, is worth analyzing since phonology is an area for which most 
learners feel considerable cognitive burden even when they have already 
accumulated abundant voluntary concepts through experiences of pronunciation 
and notation before explicit learning of the scientific concepts.

In chapter Ⅱ, grammar concepts are analyzed in terms of how they function 
as a learner’s cognitive framework for language phenomena and moreover as 
the learner’s tool for language operation. Here, a learner’s misconception, 
which is a subjective concept antithetical to scientific concept, is regard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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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ternative concept for consensual concept,’ so as to emphasize that 
phonological education should take note of a learner’s thinking process 
advancing towards understanding with greater explanatory power. In addition, 
pointing out the fact that misconceptions has been considered merely as an 
object to be handl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m, which had been 
actively discussed mainly in science subject, into grammar education, this 
chapter demonstrates how misconceptions can be used as meaningfu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learners’ grammar concepts if they are 
re-conceptualized as ‘transitional concepts with potential’ based on the 
discussion of intermediate language. Also, after analyzing the factors of 
misconception formation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learners, this chapt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learners’ 
current cognitive level and providing experiences to overcome i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learner’s misconceptions especially stem from his/her familiar 
way of thinking.

In Chapter Ⅲ, the patterns of misconceptions about phonological educational 
concepts were examined with high school learners along with the factors of 
forming those misconceptions.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learners using a misconception test tool developed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subjective perceptions of phonology related concepts and the results from 
preliminary survey. Additional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learners who 
showed distinctive responses in the survey. The patterns of misconception 
were analyzed along concepts as well as groups in the upper, middle, and 
lower level according to their correct response score. First, from the analysis 
of misconceptions by concepts, the learners’ misconceptions were presented in 
reference to phoneme, semi-vowel, diphthong, Korean Coda Rule, consonant 
cluster, palatalization, and ‘Saitsori’ phenomena. Second, comparing the correct 
response rates between the three groups by level, the concepts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nd those showing relatively even 
errors from the groups were identified to present the miscon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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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ally found in each group. Thus, the misconceptions analyzed were 
generalized and categorized as 'conceptual inference based on type of 
notation', 'errors at the level of discovering concepts', 'lack of discerning 
applicable cases from non-applicable cases' so as to determine the properties 
of phoneme-related misconceptions distinctive from concepts in other areas. 

As for the learners’ internal factors resulting in these misconceptions, their 
cognitive features found in this study included errors in categorizing concepts, 
such as assigning phoneme-related concepts not in the category of sound but 
in the category of notation, in addition to conceptualization relying on 
experience, lack of understanding for concept structure, and excessive 
generalization of concepts. Meanwhile, it was found that the learners’ external 
factors of these misconceptions involv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concepts, misconceptions of the teachers, and the problems 
in the presentational dimension of the textbooks, including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spontaneous conceptions of learners, elimination of the 
context of conception formation of learners, and lack of explanation about the 
conditions for applying concepts. 

In Chapter Ⅳ, with the aim of developing learner’s phonological ability,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will improve grammar concepts was 
developed by using misconceptions in educational ways. After meta-checking 
the process of misunderstanding and the causes of cognitive conflicts based on 
misconceptions, grammar inquiry learning based on the learners’ 
misconceptions was proposed, such as a course comparing the explanatory 
power between concepts of school grammar, which can be seen as the 
tentative agreement with the learners’ conceptions. In addition, since the 
cognitive level of the learners’ needs to advance to a higher level for their 
concept development, conceptualization lessons were designed and 
subsequently implemented, in which prescriptions for the internal factors of 
misconception formation found in this study involved improving understanding 
in categories of concepts, differentiating experience from thinking by 



- 202 -

objectifying experiences, complementing understanding in concept structure, 
and restoring the context of conception form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e-conceptualize from a developmental point of 
view misconceptions of learners, which has recently begun to be treated 
within the context of grammar educational, and to empirically analyse the 
patterns and factors of formation. This study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n addition to identifying phoneme-related misconceptions of learners, it 
suggested concret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 utilizing those 
misconception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phonological education, misconception, 
knowledge construction, grammar inquiry learning, grammatical competence

Student Number: 2016-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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