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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업의 참된 즐거움은 이벤트나 언어유희에서 오기보다는 교과 내용을 공

유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교과 내용 간의 유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돌발적인 반응과 질문

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교과 내용에 대해 충분하고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의 반응과 질문을 기민하게 수업 내용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과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법 교육에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음운 교육 분야에서 학생이 많이 

제기 하는 의문과 요구를 추출하고, 학생의 의문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내용지식이 실제로 교사들에게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들로부터 

그들에게 부족한 지식과 그들이 지닌 공유할만한 지식을 조사하여, 교사에

게 제공할 문법 교육 교과내용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재충전되는 획득 과정을 살펴

보고, 교사에게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해지는 원인을 조사하여, 교사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에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

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연구를 위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음운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 지식을 선정하는 원리를 제

시한 후, 학생 의문과 학생 요구 조사를 통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교사 설문과 면담을 통한 교과내용지식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은 음운론을 학습하는 이유, 현실에서 구별하기 힘든 표준 

발음의 실연, 표기와 발음이 다른 이유 등을 가장 궁금해하였다. 이들은 기

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음운 체계표나 개별 음운 변동에 밀려 잘 다루지 않는 사항들이

다. 요구 면에서는 예외에 대한 설명 요구, 풍부한 예시 요구, 자세한 개념 

설명이 상위 요구였는데, 주로 ‘교과서 학습 내용’에 관계된 것이어서 일반 

내용 지식과 직결된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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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도 있었는데, 결국 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화된 내용 지식도 공통적

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과 학생의 개별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과

학고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는 탐구를 하도록 교과내용지식의 깊이

를 조정해야 한다.

교사 대상 양적 연구 결과 교사들은 31개의 모든 의문에 대해 ‘교사라면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요

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교사 대상 질적 연구 결과 음운 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실체(substan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교사들은 일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교과내용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하위 영역으로는 해당 문법 교육 목적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범위를 조정한(modified) 학문적 문법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이 있었다.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은 교사에게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수업 디자인에 자신

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며 수업이 필수조건이자 바탕이

다.

문법 교육의 교사 지식 하위 영역들은 볼(Ball, D. L.)의 교사 지식 이론의 

틀에 제각각 포함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이 따

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으로는 전문화된 내용지식 면에서 

문법 교육만의 특화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활용한 교사 교육 방안은 일반 내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구분하기,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전문화된 내용 지식(교수법 

지식)→지평내용 지식의 순으로 가르치기, 학생의 의문에 답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기 등이 있다.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 방안에 따라 대

화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명시적 지식 제공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 교사는 잘못된 문법 지식을 수정하고 지식을 수업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사 교육 후에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표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문법교육만의 특별한 교과내용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일반 내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지식을 구분하여 교사들

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사에게 교

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보인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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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교사 지식,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SMK, SCK, 전문화된 내용 지

식, KCS,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음운 교육, 문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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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연구를 통해 문

법 교사 지식 교육의 방향과 내용 순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 문법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즐겁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다. 국어 문법 수업은 즐거운가? 상당수의 학생들이 문법 수업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은성(2007:35)에 따르면 학생들이 문법 수업을 꺼리는 이유는 첫째, 학

습 동기 면에서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둘째, 경험적 인식 면에서 공

부하기가 힘든 분야이고, 셋째, 학습 과정 면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야 할 

수가 없고, 넷째, 학습 성과 면에서 공부해 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법 수업은 안 하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법 수업은 해

야 한다. 교육의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중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법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사회적 목적은 사회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사회화는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의 행동양식, 역

할 혹은 생활양식을 배우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은 같

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정보를 모아 놓은 것이므로, 사회는 문법을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을 인재로서 필요로 한다. 개인적 목적도 이러한 사회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한다. 문법을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쉽다. 이는 문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

위와 경제력을 높여 주는 효과를 지니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자신

의 삶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욕구가 조금씩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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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문법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 가

지 대안은 문법 교육의 내용 중 공부하기 힘든 부분을 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안은 교사가 ‘문법 수업을 꺼리는 네 가지 이유’를 학생들이 극복하

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문법 수업이 즐겁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전자는 문법 교육에서 어려운 부분의 내용의 양을 줄이거나 내용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1)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문법 교육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 내용에서 어려

운 부분을 빼는 일은 쉽지 않다. 문법은 국어과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상

대적으로 많은 개념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빼면 다른 

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 지식 교육 내용을 

‘창의성과 무관해 보인다’2)고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맞춤법

을 이해하려면, 음운의 변동 규칙을 이해해야 하고, 음운의 변동 규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음운, 형태소 등의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운이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 기술해 놓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다(김은성, 2007:52).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학습 동기 면에서 문법

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경험적 인식 면에서 공부하기 쉽게 

도와주며, 학습 과정 면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며, 학습 성과 

면에서 공부해서 남는 게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서 문법 수업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다.

즐거움은 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 교사가 된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정흔(2010:86, 91, 98)에

서는 이 ‘즐거움’이 단순히 교사나 학우의 유머(의미 없는 말장난이거나 누

군가를 향한 촌철살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본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희열’이며, 매체나 게임 등 이벤트성 활동에서 

1) 이것의 실체와 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4차 산

업 혁명이 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용어가 이미 미디어에서 유행하면서 사회 각계

에 미래에 대한 경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무관해 보이는 것’이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김순화(2010)의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비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것은 유리한데, 생각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좌

측 측두엽의 관여가 필요하고 좌측 측두엽은 지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창의성’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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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교사, 교과, 학생 사이의 성공적인 유대감에서 

오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의 충동을 감지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며 이를 교육 내용으로 끌어

들이는 교육적 택트(pedagogical tact)를 지녀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이 교과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의 말장난이나 돌발적인 질문을 의도 

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 유연하게 받아 교과 내용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도 충분해야 한다.

딜런(Dillon, 1986)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에서 학생

들이 제기한 질문을 수용하지 않고, 본인의 교수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

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드워드(Woodward, 1992)는 교사들이 질문에 관한 

완전한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질문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송

현종, 2013:19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교사의 배경 지식 부족이 학생의 

질문이나 돌발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서 학습 동기 면에서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경험적 인식 면에서 공부하기 쉽게 도와주며, 학습 과정 면에서 공부를 제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며, 학습 성과 면에서 공부해서 남는 게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먼저,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 직결된다. 경험적 인식 면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들 역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다.3) 본 연구 결과로 

후술할 내용을 미리 언급하자면, 학생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 

사이에 괴리를 느낄 때가 종종 있으며, 문법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

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모순된 정보와 완결되지 않

은 정보는 박탈감과 불편감을 준다.4) 학생들은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나,

3) 김은성(2007:51)에 제시된 ‘문법은 공부하기 힘든 분야’의 하위 의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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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면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들 역시 교사

의 지식과 관계된다. 김은성(2007:57)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3.3.3. 암기를 강요하는 수업 방식’을 꼽고 있다. 그런데 이를 더 

들여다보면 교사 지식과 분리하여 수업 방식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바로 

‘3.1. 선생님도 모르시겠대요’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이유에 대한 세부 설

명에는 ‘이거 왜 이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사전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둥 대답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면서 자기

도 헷갈린다고 한다(S12).’, ‘선생님들도 문법을 가르치는 단원이 나오면 꺼

리는 듯한 기색이다(S2)’와 같은 학생 답변 사례가 제시된다. 이러한 사례

는 교사 스스로가 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학습자

에게 충분한 교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암기를 강요’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교과서 콘텐츠와 텍스트를  훌륭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학생의 사고(mind)에서 발화(發花)하

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사이다. 새로운 콘텐츠와 텍스트로 실시되

는 수업도, 단지 문법 수업용 CD를 기계적으로 클릭하여 화면을 넘기고,

화면에 제시된 답을 일률적으로 받아 적게 하는 데서 그친다면 구태(舊態)

와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유연한 언어관을 지니고 “너의 생각은 어떠하

니?”라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문법 교육은 새로이 부상한 교육

의 사회적 목적(창의성 있는 인재 양성)에도 부합하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학문 중심적인 

교육관에서와 같이 지식 그 자체를 더 많이 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폭의 지식과 언어관으로 학생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그렇다면 과연 교사들은 문법 수업을 위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 또한 교사들이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어교

육학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자는 현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문

이며, 후자는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이다.

4) 로웬스타인(Lowenstein, G., 1994)은 "knowledge gap" 이론에서, 개인이 새롭거나 애

매하거나 복잡한 것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알지 못하는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나 불

확실성으로 인한 불편감을 주는데, 이 박탈감과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은 

interest(관심, 호기심,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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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자면, 본 연구는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

내용지식을 일정 부분 망라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

해, 언어 이론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교사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

집해 개신해 나가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행지의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블로그와 뉴스로만 여행지의 정보를 얻겠다

는 발상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가이드북이 있으면 여행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개인별로 다른 경험을 수록한 블로그들의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

서 보다 효율적으로 중심 정보를 잡을 수 있고, 다른 지엽적 정보를 더 검

색하고 싶은 흥미도 갖게 된다. 아직도 여행 가이드북이 의미 있는 이유이

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교사들이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획득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술할 교사 면담 자료에서도 사실로 

드러난다. 이미 문법교육학에서 교육 방법 이론에 있어서는 ’실천적 지식의 

구체화‘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고를 덜어 주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다(김

은성, 2009)5). 교과내용지식 이론이라고 별개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계획 하에 다시 전자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과연 교사들은 문

법 수업을 위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박덕유(2005:109)에서 전국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의 문법에 관련된 과목의 설강 개수를 조사한 것이 교사의 

지식 상태를 추측할 만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다.6)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도 한데, 왜냐하면 ‘충분한 교과내용지식’이 어

5) 김은성(2009: 287-289)에서는 “현장 국어 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목전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문법 교육의 가치론, 내용론과 관련된 이론적 논쟁보다는 문법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지식과 실행의 유의점 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중략) 대부분의 연구자와 교사들은 설명 중심 강의식 수업

과 탐구학습 수업의 대강(大綱)은 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앎으로 실제로 수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알고 있는 것은 설명 중심 강의식 수업의 일반적 틀일 뿐이다. 

(중략) 아직까지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론은 특정 영역의 몇 가지 모형을 제외하고는 해

당 영역 고유의 교수 학습 현상에 기초하여 마련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접근법이나 모형 

수준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 수업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추상

적 수준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문법 교수 학습 방법 분야의 실천적 지식을 마련하고자 한

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6) 2004년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문법에 관련된 과목의 설강

은 46과목 중 1.6과목에 해당되었다. 박덕유(2005)에서는 이를 근거로 현행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중등학교 현장에서 문법을 지도할 만한 마땅한 교사를 배출하

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문법 교육의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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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세형(2007)이 문법 교사의 수

업 전문성 평가 모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사들 스스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요소별로 기술한 

것이 관련된 연구라 할 만한 정도이나, 이는 당위적인 요소에 대한 답변이

며, 특정 단원의 개별적인 교과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니

기 때문에 교사들의 실제 문법 지식의 양이나 질을 가늠할 기준으로 사용

하기 어렵다. 또한 ‘충분한 교과내용지식’이라 함은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

를 해결하기에 ‘충분함’을 전제로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느끼는 의문

과 요구에 대한 연구 역시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애초에 ‘충분함’

의 기준이 없다.

그 동안 국어 문법 교육 분야에서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PCK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이나 학생에 대한 지식 등은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덜 이루어졌다. 그 이유에는 교사들에게 교과내용지

식이나 학생에 대한 지식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지수(2016:2)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① 해당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다. ② 그것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힌다.”로 요약하였다. 만약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에 흥미

를 느끼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교사가 문법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면 그 원인을 둘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당 연구

에서는 138명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평소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느끼시는 편입니

까?’라는 질문에 70% 이상의 교사가 3점(보통) 이상의 척도를 선택하였고,

‘교과서에 나온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해 (교사인)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의 교사가 3점(보통)이상을 선

택하였다(척도 4점 이상을 선택한 교사는 77%). 이지수(2016:3)은 이를 근

거로 ‘교사는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문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그

것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기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방

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지수(2016)의 보고는 교사의 자기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현직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식의 예를 질

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는 아닌 것이다.

김중수(2015: 256)에서 보듯, 문법 지식이 실제로 많든 적든, 본인의 문법 

수업 자신감의 귀인을 문법 지식으로 두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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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양은 달라진다. 문법 지식을 잘 알고 

그것이 자신감의 원천임을 경험한 교사는 문법 교사의 자질로 '지식'을 꼽

을 것이다. 반대로 문법 지식을 잘 알지만 실제 가르치기는 어려움을 경험

했다면, 문법 교사의 자질로 '지식'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문법 

지식을 잘 몰라서 자신감 부족을 경험한 교사는 문법 교사의 자질로 ‘지식’

을 꼽을 것이며, 문법 지식은 잘 모르지만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교

사는 ‘지식’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수(2016)에서의 교사 보고는 ‘교사들이 문법 수업 자신감의 원인을 문법 

지식의 양에 두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로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한 실제 파악이 필요하다7). 만약 실제 파악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교과내

용지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에는 어떠한 내적, 외적 원인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해졌는지까지 밝혀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범위와 깊이, 하위 영

역을 규정한다.

둘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효용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현장 교사에게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충분한지 상

태를 파악하고, 만약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

석한다.

넷째, 여기에 잠정적인 큰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

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7) 물론 위 해석에 대해 “문법 지식을 잘 모르는데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능하다. 교사의 교수 활동은 학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교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학생의 학습 활동이 원활히 이

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같다. 이 때, 학습 활동을 교과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거나 교과서 텍스트를 축자적으로 이해하는 일로 본다면 가능

한 일이다. 실제로 유능한 교사(수업 연구대회, 교사자료전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교사)

의 PCK를 수집하고자 시도되었던 최민영(2012)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안내된 핵심 내용 위주로만 형성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

시되지 못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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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 간의 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다.

잠정적인 큰 목적을 네 번째에 추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문법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다. 이는 문법 교육에

서의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KCS)이 되는데, 이 역시 문법 교사가 지니

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지식이다.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교과내용지

식’을 파악하면 전체 교사 지식의 영역 중 상당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둘째, 연구참여자 교사가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층 면

담에서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고 종합적인 경험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

다. 그렇다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외에도 교

수법 지식이나 교육과정지식 등에 대한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발견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열한 본 연구의 목적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학문적 목적
실용적 

목적
지향점

<잠정적인 큰 목적>

문법 교

사 지식 

교육의

방향,

내용,

순서 

제시

과정:

즐거운 수업

결과:

문법교육과정

이 지향하는 

인간상 실현

<확인을 계획한 목적>

1.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

용, 범위와 깊이, 하위 영역 규정

2.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효

용 확인

3.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

족 여부 확인와 원인 분석

→ →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 별도 

존재 여부,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

역 간 작용 관계 확인

<표�Ⅰ-1>� 본� 연구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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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문법 교사의 개념과 양성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

(teacher knowledge) 전반에 대한 연구,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의 하

위 영역의 내용 실체(substance)에 대한 연구, 음운 교육의 교수 학습에 대

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각 살펴본다.

(1) 문법 교사의 개념과 양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계에서 ‘문법 교사’라는 용어를 표방하기 이전에도 문법을 가르

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연구는 ‘국어교사론’이라는 이름하에 

함께 다루어졌다. 이용주(1986)에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1) 국어 교육의 성격을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 목표나 내용 그

리고 국어 교육의 전 과정을 숙지할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굳은 신념의 소

유자라야 한다. (2) 언어와 언어 사용에 관한 모든 측면으로부터의 전문적

인 이해가 필요하며 한국어의 구조와 의미 용법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

식을 가져야 한다. (3) 교사 스스로가 정확한 발음과 적격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4) 피교육자들의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발음과 부적격

한 문장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5) 주어진 교재

를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선정하고 구성할 능력을 가져야 

한 다. 주어진 교재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재구성 능력 또한 필요하다.

(6) 국어 사용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7) 국어 교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문학 작품과 문학의 

이론 기타와 관련된 문장들이므로 문학 일반과 국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추어야 한다.(이충우, 1994 재인용)”를 들었다. 이 중 문법을 가르치

는 교사가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1), (2), (3), (4), (6)번의 요건이다.

‘문법 교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 용

어가 아직 국어 문법 교육 연구 분야의 문헌에서 각주나 별도의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세형(2007:384)에서는 “'문법 교사'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나, '국어 교사'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교사보다 적어도 '문법 수업

'에서는 ‘문법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닌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 판

단하였기에 이 용어를 고집한다.”고 주를 달았다. 이관희․조진수(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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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세형(2007)과 같은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함을 표시하였다.

김은성(2016:1)은 문법 교육의 정치적 맥락에서 ‘국어 문법 교사’라는 개념

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재하기 어렵다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

나, 이러한 표현이 가리키는 개념이 실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보

았다.

윤천탁(2016:25)은 “‘국어 교사’가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별도로 ‘문법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법 교사’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법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의 의미로 ‘문법 교사’란 용어를 사

용하고자 한다.”고 주를 달았다.

요약하면, ‘문법 교사’의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문법을 가르치는 국어교사

를 가리키며, 이상적으로는 ‘문법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니는 교사를 가리

킨다.

문법 교사의 양성에 관한 연구로는 김은성(2016), 윤천탁(2016) 등을 들 수 

있다.

김은성(2016)은 "문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국어교육의 ‘이

론가’→‘그 이론가’로부터 배운 결과 문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교육적 확

신과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국어교사→ ‘그 국어교사’에게서 배운 결과 문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된 학생→‘그 

학생’의 예비교사로의 성장→무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사 요

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국어 교사’를 ‘국어 문법 교사’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대학에서는 ‘국어문법교

육론’이란 강의명 하에 실제로는 ‘국어문법론’을 배우는 경우가 많음을 지

적하고, ‘국어문법교육론’에서는 중등 학습자에게 학교문법을 가르칠 때 어

떤 점에 유의하여 가르쳐야 할지, 교수법적 차원의 문법 영역의 특수 지점

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학습 곤란 항목 조사 및 곤란도 평정을 통한 PCK의 일반 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현재 문법 교육이 처

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와 동일한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소논문이라는 

형식의 제한 상, 교수학습 곤란 항목을 현장 경력 1년차 신규 교사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시범 조사를 하였는데, 본 연구는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실

제로 조사를 하여 김은성(2016)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더욱 근접하였다.

다만 ‘곤란 항목 조사 및 곤란도 평정’에서 곧바로 ‘PCK 기준 마련’으로 

목표 지점을 향하는 점은 본 연구와 다른 관점이다. 그 이유는 곽영순

(2007:83)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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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충분할 때 교사는 해당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교수법, 즉 PCK를 착안 또는 구안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교사용 교과내용지식’과 ‘학생에 대한 지식’까지 이루어지고 나

서 PCK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윤천탁(2016)은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장 국어 교사가 직면할 문제를 강좌 운영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현장 국어 교사들이 학생들

에게 받은 질문 중에 제대로 답해 주기 어려웠던 사례를 많이 수집했다가 

대학의 수업 시간에 사범대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를 실

제로 음운 교육 분야에서 현직 교사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 본 연구이다.

윤천탁(2016)에서 제시한 국어교육과에 요구되는 실천사항 중 재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7개 소절 중, 5개는 (‘4.1.2. 현장 교사가 겪을 여러 문제 상황

을 반영한 강좌 운영’, ‘4.1.3. 졸업 요건 강화를 통한 문법 교사의 자질 함

양 유도’, ‘4.1.4. 졸업 요건의 강화를 통한 문법 교사의 자질 함양 유도’,

‘4.1.5. 문법 교사 자질 함양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및 학습 독려’, ‘4.1.7.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정도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유도’) 교사가 양질

의 교과내용지식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만큼 문법 교사 양성에 있어서 문법 교과내용지식 부족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 전반에 대한 연구

심영택(2002), 심영택(2004), 정지은(2007), 김중수(2008), 최웅환(2009), 이상

은(2011) 등은 교사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교수학적 변환은 긍정적인 방향으

로 일어날 수도 있고 지식의 파손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데, 이 중 긍정적인 변환인 PCK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계에서 

문법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교사 지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

졌다.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 전반을 직접적인 주제로 한 연구는 없으며 

이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는 주세형(2007), 박형우(2008)의 연구가 있다.

주세형(2007)은 ‘문법 교사의 지식과 능력’, ‘좋은 문법 수업의 요건’, ‘문법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전문성(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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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연구 참여 경력)을 지닌 현장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중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으로, 주세형(2007:392-396)은 ‘1) 학문적 지

식’, ‘2) 교수적 내용 지식’ ‘3)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4)

변화하는 언어에 대한 지속적 탐구’ ‘5) 학생의 언어, 학생의 문법 능력에 

대한 인식(답변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부재함)’을 들고 있다. 교사에

게 필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세형(2007:395)은 ‘3)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서술 부

분에서 ‘문법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과 일상에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별개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줄 아는 능

력’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practice의 개념으로 보

고, 수업 중에 시연할 수 있는 능력은 performance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본다.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몸에 밴 습관화

를 요하는 practice는 교과내용지식으로 보기 어렵지만, performnce 능력은 

문법 지식이 있으면 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으로 포함하여 본다. 특히 음운 교육에서 몇몇 음운의 발음은 

교사들이 performance의 사례 자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흉내조

차 낼 수 없는데,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지

식, 또한 여기에서 제공되는 시각적․청각적 지식은, 그 자체로는 문법 지

식이 아니나 문법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 지식이다.

주세형(2007:395)에서는 “4) 변화하는 언어에 대한 지속적 ‘탐구’”도 교사

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주세형은 “6차 교육과정부

터 탐구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3] [교사8] [교사 

12] [교사2]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문법 탐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탐구’에 방점을 두고 자료를 해석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변화하는 언어’에 대해 방점을 두면 ‘전문가’ 교사들 다수가 이

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교사 개개인의 탐구 능력을 일정 수준으

8) [교사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

   [교사3]: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문법 체계에 대한 탐구’

   [교사5]: ‘언어와 문자 전반의 체계와 발생원리’

   [교사6]: ‘학자마다 주장하는 문법 규칙을 재정립하는 일’

   [교사7]: ‘언어 현상과 문법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사8]: ‘시대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교사10]: ‘다양한 문법관에 대한 이해’

   [교사12]: '언어는 변한다, 문법도 변한다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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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러 주거나 탐구하려는 태도 요소를 길러 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

사 다수가 공감하는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교사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교과내용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사들이 수용하기에 

용이하다. 언어 환경에 대한 탐구를 교사 개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먼

저 교사에게 언어 환경의 기본적 이치를 알려주어 안목을 갖게 하고 이후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 여행지 탐사로 비유하자면 탐사자 개개인에게 여행지에 대한 탐구 

능력을 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행지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 

안내를 해주고 출발점에 서게 하자는 것이다.

주세형(2007:396)에서는 ‘5) 학생의 언어, 학생의 문법 능력에 대한 인식 

부재’도 지적하였는데, 교사를 위한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정비해

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시

도하였다.

박형우(2008:195)에서는 문법 교육에서의 교사 요인을 연구하였다. 전반적

으로 교사들이 문법 영역의 교수 학습에서 어려움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는 점(쓰기, 말하기 수업을 어렵다고 생각함.), 교수학습 과정이 어려운 이

유에 대해서도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이 어렵다고 반응한 반면, 문법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선택한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 부족으로 어려움

을 느낀다는 점을 두고,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탐구학습은 별

로 사용되지 않고,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편안한 강의 중심의 방법을 여전

히 사용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러한 교수-학습 과

정으로 인해 문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흥미 유발을 위한 실용성이 강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강화하

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

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사태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구체화된 대안을 찾을 여지가 있다.

우선 문법 수업의 흥미가 낮은 원인을 문법 수업에서 탐구학습이 적용되

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탐구수업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은 비단 문법 수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탐구식 수업

이든 강의식 수업이든 교사의 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흥미 유발을 위한 실용성이 강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

용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도, 문법과 관련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흥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이 막연하다. 흥미 있는 문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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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학생의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가 수업 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문법과 관련하여 ‘평가하기 쉽다.’고 답변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말하기 평가’, ‘쓰기 평가’에 

비해서는 문법 평가가 쉬운 편이나, 이관희 외(2015:118)의 문법 출제 문항 

중 발견된 오개념의 내용별 가짓수(131가지)를 보면 제대로 문법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법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교사 전문성은 바로 문법 지식에 대한 체계이고 과학인 앎(남가

영, 2013：130)’이므로, 제대로 된 문법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용 교과내용

지식 연구가 필수적이다.

(3)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의 내용에 대한 연구

크게 문법 교육 PCK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에 대한 연구, 문법 교육의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법 교육 PCK에 대한 연구로는 주세형(2008), 송현정(2009), 김은성

(2009), 이지수(2016) 등이 있다. 주세형(2008)은 상호작용이나 배려, 자유로

운 사고가 일어나기 어려운 문법 교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언어관을 견지하고(‘변이적, 이질적 언어관’ 견지), ‘학습자의 

흥미를 ‘언어 내적인 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러한 

내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결합한 ‘내용교수법9)’을 개

발하여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송현정(2009)은 내용교수법 이론의 

도입 배경에 대해 정리하고 ‘문법 내용교수법’을 구성하는 내용 체계와 예

시를 제시하였다. 김은성(2009)에서는 문법 수업의 의사 소통 양상의 사례

를 제시하여 문법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구체화였다. 그러나 세 연구 

모두,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교과서 지식 외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내용지식을 교사에게 함께(혹은 먼저)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은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하고, 교사에게 내용교수법을 지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수(2016)은 문법교육을 위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유형별 교사 분석을 통해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

9) 주세형(2008)과 송현정(2009) 모두 PCK를 ‘내용교수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지

수(2016)에서는 PCK를 하나의 지식 체계로 보는 반면 앞선 시기의 연구는 방법적 활용

을 더 강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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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 대한 관찰이 직접적이지 않은 점, ‘절차적 지

식의 직접 체험이나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논의에서의 선언적 표상’(이지수, 2016:165)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

다.

문법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연구로는 유혜령(2005), 이지수․정희창(2015)

가 있다. 유혜령(2005)에서는 국어지식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를 통해 

교육문법의 개념과 성격을 밝히고 연결어미 체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

한 것으로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으로서의 교과내용지식을 다룬 

연구는 아니다.

문법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는 이지수․

정희창(2015)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두 명의 교사로부터 문장 성분 단원 2

개 차시 수업녹화 영상을 각각 확보하여 교사에게 부족한 교과 내용 지식

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교과 내용 지식을 ‘서술어의 구성’, ‘문장 성분의 단

위’ 등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교사에게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을 직접 주제로 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연구로는 문법 교사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관희 

․조진수(2015), 조진수 외(2015)가 있다.

이관희․조진수(2015)에서는 정기 고사 문법 문항을 분석하여 문법 교사

가 형성하고 있는 오개념의 양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7개로 유형화하였

다. 이 연구는 문법 교사 교육의 내용의 한 틀을 제시해 주며, 교사 스스로 

본인의 오개념에 대해 의식적으로 의심해 보게 한다. 그러나 문법 영역별

로 오개념이 총망라되어 있지 않거나, 오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과내용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는 오개념의 유형들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뿐 스스로가 본인의 오류를 ―이를테면 ‘과도한 단순화’를 하

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인식하거나 판정하지 못한다.

조진수 외(2015)는 문법교사 A가 동일 단원의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여 교수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

다. 이 연구에는 교수자가 시시각각 변하는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역동적

으로 PCK를 구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A교사의 문법 지식

과 PCK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

해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 및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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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의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 자체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은성(2012)에서는 문법 학습 경험 맥락에 따른 문

법 학습 촉진 요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였고, 문영은 외(2014)는 문

법 탐구 과제의 해결 경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이관

희(2015)에서는 학습자 지식 구성 분석을 통해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을 연구하였다. 조진수(2014)는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에 대한 학습

자의 오개념을 연구하였으며, 임영미․오현아(2013)은 문법 탐구 학습 과정

에서의 중등 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 양상을 탐색하였다. 최은정 외(2014)

는 PBG(Program Behavior Graph)를 이용해 문법 탐구 과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해숙(2015b)는 중학교 음절 교육 연구에서, 남지애(2015)는 

외래어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에서 각각 음절과 외래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박형우(2017)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어 문

법 교육의 학습자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교사가 지니

고 있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교사

용 교과내용지식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4) 음운 교육의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 

내용 선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어문 규범이나 표기법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오은주 2013, 박종관 

2014). 내용 서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졌

으며, 음운 교육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 다루었다(신지영 2006, 김성규․김

소영 2013, 신승용 2006, 신호철 2008, 이문규 2003). 교육 방법에 대한 연

구는 보조 자료를 활용한 방법(김성기 2008), 변별적 자질(나영은 2012)이나 

심상,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심리학의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이해를 

높이는 방법(오정훈 2007) 등이 있었다. 그 외 개별 음운 현상(사잇소리 지

도 방안 등)이나 발음 교육 연구 등이 있다.

음운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기존의 연구로는 

김은성 외(2007), 최슬기(2012), 오은주(2013), 박종관(2014) 등이 있다. 최슬

기(2012)는 학생들의 홈페이지 일기와 댓글 등으로 음운 교육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예시하였으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은주(2013)는 음운 단원 후의 소감과 불만을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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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것이라 ‘외워야 할 것이 많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렵다’ 등 포괄

적인 반응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성 외(2007), 박종관(2014)은 구체화

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생들의 개념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음운 단원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구

체적인 의문과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는 빈약하다.

3. 연구 목적별 조사 및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은 크게 

첫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범위와 깊이, 하위 영역 규정

둘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효용 확인

셋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족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의 세 가지이다. 이 외에 연구참여자가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자료를 제공

할 경우 달성될 수 있는 잠정적인 큰 목적으로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 존재 여부 및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 간 작용 관계 확인’을 꼽

았다.

방법 대상 내용
예비

조사
개방형 설문 일반고 학생 학생의 의문과 요구

조사 1 양적 조사
일반고 학생

과학고 학생
학생의 의문과 요구

조사 2 양적 조사 교사

학생 의문 해결에 필요한 지식

의 필지(必知) 정도와 학생 요

구 공감 여부

조사 3
질적 조사

(면담)
교사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보유 정

도,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대

한 교사의 인식 등 종합

<표� Ⅰ-2>�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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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비 조사, 학생 대상 양적 조사(조사 1), 교사 대상 

양적 조사(조사 2), 교사 대상 질적 조사(조사 3)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 결

과에서 추출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을, 논의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교사 교육에 실제 적용해 보는 연구

를 실시한다.

연구 목적 근거 분석 방법

1 . 교 사

용 문법 

교 과 내

용 지 식

의 내

용, 범

위와 깊

이, 하

위 영역 

규정

① 내용

예비

조사

조사 1

조사 3

문헌 

자료

전문가

자문자

료

예비 조사 결과를 31개의 학생 의문과 27

개의 학생 요구로 정리(설문 문항화).

↓

조사 1에서 의문과 요구의 우선순위 파악.

학생들이 취약한 기초 지식 범주 파악.

(일반고․과학고 비교로 학생 변수에 따른 

취약한 지식의 차이도 통계 분석)

↓

문헌 연구와 조사 3의 응답을 통해, 학생

의 의문과 요구 사항 해결에 필요한 지식

을 수집. 내용 실체(substance) 제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다한 지식 배제 및 

부족한 지식 보완. 잘못된 지식 수정.
② 범위

와 깊이
조사 3 교사들의 답변 내용 질적 분석.

③ 하위 

영역 규

정

조사 1

조사 3

• 조사 3에서 교사 답변 내용 질적 분석.

• 조사 1에서 학생들이 취약한 지식 범주

의 순위를 통해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보완

해야 할 지식 영역 규정.

2. 교사

용 문법 

교 과 내

용 지 식

의 효용 

① 학생

의 요구
조사 1

문법 교과내용지식과 관련된 요구의 응답 

비율과 순위 확인.

② 의미

와 가치
조사 3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답변 내용과 교사의 

반응 태도 질적 분석.

③ 상대 조사 1 • 조사3. 교사가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비

<표� Ⅰ-3>� 연구� 목적별�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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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연구 

목적 1-①)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여러 하위 연구 목적들 중 

가장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

이 필요하다. 음운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을 선정하

는 것은, 학생의 의문과 요구 파악 단계(이는 곧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

식’이 됨), 음운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수집 단계, 전문가 자문 

단계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인 학생의 의문과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는 다시 예비조사와 본조

사로 나뉘며, 본조사는 학생 변수에 따라 필요한 교사 지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학업성취도가 보통인 집단의 학생들과 전체 학

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학습자의 의문을 

조사할 때 그 의문의 기저도 분석한다. ‘의문의 기저’라는 것은 <표 Ⅰ-4>

에서 아랫부분에 해당된다. 학생들의 의식에 나타난 질문은 의문 1, 의문 

2, 의문 3과 같은 것이지만, 의문 1은 음운의 기본 개념,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라는 기초 개념이 취약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의문 3과 같은 

확인 적 비중 조사 3

중을 다른 교사 지식 영역과 비교한 것 분

석.

• 조사 1의 학생 요구와 조사3의 교사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보유 정도를 비교, 학

생이 지식을 결핍되게 제공받는 원인 분석

3. 교사
용 문법 
교 과 내
용 지 식
의 부족 
여부 확
인과 원
인 분석

① 부족 

여부 
조사 3

학생의 의문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분석.

교사의 지식 보유 정도와 부족한 부분 확인.

②부 족 

원인 

조사 1

조사 2

조사 3

• 조사 1과 조사 2의 대조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식 차이 분석.

• 조사 3에서 내적 원인(교사의 인식), 외

적 원인(교실 수업 환경, 지식 획득 경로,

지식 손실 원인) 분석.
그 외 잠정적 목적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 존재 여부,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

역 간 작용 관계 확인)

조사 3에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

수법 지식, 교과과정 지식에 관련된 내용

이 언급되는 부분 질적 연구. 그 외에 또 

다른 지식과 관련된 언급이나 특이점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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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 모음 체계라는 기초 개념이 취약해

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공통적인 기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음운교육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수집 단계는 문헌 연구를 

통한 지식 수집과 교사 면담에서 얻은 지식 수집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교사 면담 연구의 원래 의도는 현직 교사들의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보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비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인 교

사들이, 문헌 연구를 보완할 좋은 지식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

악하고 이 지식들도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전문가 자문은 과다한 지식을 배제하고 부족한 지식을 보

완하며 수집된 지식들 중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보유 정도를 면담 연구로 파악하게 된 이유

는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 보유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때

문이다. 또한 지면에 서술하는 방식로 응답하기에는 질문의 개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수학과나 과학과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SMK를 측정하거

나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이기영 2013, 신수정 2016, 이

지예 2016 등) 이 역시 최근의 일이며. 국어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

학 생 의 

의 식 에 

나 타 난 

질문들

 (표층)

학생 의문 1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

ː]) 단어의 뜻을 구

별할 수 있나요?”

학생 의문 2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

  학생 의문 3

“ㅢ에서 ㅡ, ㅣ중 어

느 것이 반모음인가

요?” …

학생 의

문의 기

저(심층)

음운의 기본 개념

 

규범 언어와 현

실 언어
 

모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실기
...

<표� Ⅰ-4>� 학생의�의식에�나타난�질문과�학생이�의식하지�못하는�취약한�

지식� 범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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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연구자 역시 양적 연구의 시행을 고려해 보았으나, 양적 연구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SMK를 연구자가 임의로 목록화하

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물론 전문가와의 협의나 상호 검

토를 통해 객관성을 보완하여 목록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단순히 교사들이 

어떠한 부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찾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교사들

이 어떠한 맥락에서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고, 부족한 지식에 해당하는 교

과 내용을 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질적 연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고의 질

적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는 추후 양적 연구의 설문 항목을 선정하는 근거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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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철학적 관점에서 분류한 지식의 종류

폴라니(Polanyi, M., 2010)는 암묵지와 형식지를 구분하였다. 라일(Ryle,

G., 1984; 이한우 역, 1994: 34-35)은 knowing how와 knowing that을 구분

하였다. 김기현(2003)은 지식을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나누고, 표

상적 지식을 다시 경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 도덕적 지식으로 나누었으며,

경험적 지식을 다시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으로 나누었다. 절차적 

지식은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식이다. 절차적 지식이 신체에 각인

된 ‘능력’ 이외에 ‘인식론적 능력’을 포함시키는 경우, 표상적 지식은 본질

적 구성요소로서 절차적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절차

적 지식을 ‘신체’에 한정시켜 명확히 구분하였다.

라일의 knowing-how는 부수적인 의식(subsidiary awareness)을 갖지 않

는 데 반해, 폴라니의 tacit knowledge는 부수적인 의식까지도 지식의 영역

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라일의 관점은 

지식을 보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절차적 지식

명제적 지식

지식                       경험적 지식                     

비명제적 지식

표상적 지식      선험적 지식

도덕적 지식

<그림� Ⅱ-1>� 지식의�유형(김기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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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능한 형태의 지식을 다루고자 하므로 암묵지까지 포함한 지식 전체

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라일의 구분은 know that, knowing-how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오해

될 소지를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책에 쓰여 있는 

요리법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know how인가, know that인가? 돌의 사

진을 보고 현무암인지 아는 것은 know how인가, know that인가? 라일 74

쪽에서 “사실이나 진리는 전달될 수 있지만 절차나 요령은 심득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절차나 요령을 익히는 과정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데 비

해, 진리나 사실의 전달 과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로 보아 책에 쓰여 있는 요리법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know that에 

해당되고, 돌의 사진을 보고 현무암인지 아는 것은 know how에 해당된다.

라일이 실제 지향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와는 별개로 'how'라는 

단어의 해석 때문에 중의성을 지닐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폴라니와 라일의 구분 방식을 따르기 어

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2003)의 구분을 따르는데, 경험적 지식 중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을 다룬다.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을 

나누는 이유는, 음운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마음 속에 떠오른 대상을 변별

할 수 있는가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

부 경상 방언 화자들은 ‘쌀’과 ‘살’의 차이를 들어서는 알지만, 본인의 음성

으로 실현하지 못한다. 이는 비명제적 지식은 있으나 절차적 지식이 없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면 ‘문법 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지식’은 ‘문법 교수 학습 

시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문법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

적 지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혹자는 교사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을 제공

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편화된 교사 지식을 모아서 제공한다고 교사가 실

제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나는 문법 지식은 많이 아는데 잘 가르치지는 

못하겠다.”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돈희(2009:9-10)는 우리가 흔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

나 실천적 활동이나 현실적 상황 그 자체와는 달리, 언어나 기호 등의 상

징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표현한 의미 혹은 그 체제”인데, 그러한 추상성 

덕분에 우리는 실물적 사태에 관해서 묘사하거나, 가상적으로 조작하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우리의 사고를 경제적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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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또한 이론은 본질적으로 실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대상이 지닌 특성, 즉 질성적 요소를 그 자체 속에 안고 있다고 보았다. 실

제와 연상할 수 없는 고립된 이론은 경험의 제한된 단면만을 담고 있는 그

릇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실제적 사물들의 추상화 과정에서 실제로의 귀로

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론이 지니는 실제적인 힘은 귀로를 되

찾을 수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이론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

다. 한 눈에 볼 수 없는 세상을 종이 한 장에 옮겨 놓은 게 지도인데, 넓은 

지역을 담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빠지고 핵심만 남게 마련이다.

추상화된 교과내용지식 속에 실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다고 해

서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이는 지도 속에 논밭과 건물의 사진이 보이지 않

는다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교사는 명시적으로 지식

을 알아야 하는데, 교사가 한 주제(a subject)에 관해 강하게 개념적으로 파

악(strong conceptional grasp)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그 지

식이 명시적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하는 것을 돕지 못

할 수 있다.(Wilson, Shulman, & Richert, 1987. Kennedy 1998: 257에서 재

인용.) 교사는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본질적인 개념은 언어적

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언어에 대하여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일

부는 오개념일 수도 있다. 오개념을 수정하고, 암묵적 지식을 정리하여 명

시적 지식으로 바꾸어 자신의 지식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문법교사가 할 일이다. 교사가 지식의 핵심을 가르치되, 학생들의 의문

을 유발하고, 현실의 예나 다른 지식, 암묵적 지식 등과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 스스로가 단편적으로 핵심만 알아서는 아니 

되며, 실제와 연결되도록 풍부한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이 네트워크로 뻗어나가고 지식 간에 연결고리가 

형성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 깨달음의 

기쁨,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반론을 방어하는 장치로서 교사들로부터 

구체적 교수법 예시, 문법 지식을 설명하는 예시들도 함께 수집하였다. 김

은성(2009:295)에서는 이대규(1995)와 이춘근(2002)의 틀을 정리하여, 문법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하기는, 적어도 [문법적 지식 풀이]와 [예 들기]라

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문법 수업의 설명하기 과제 수행에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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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 할 의사소통 지식은 문법적 지식을 잘 풀이하는 법, 예를 잘 

드는 법이 된다고 정리했다. 단편화된 지식도 예시가 함께 주어지면 활용

도가 높아진다.

2. 교사 지식의 종류

교사 지식에 대한 국내의 주요 연구는 슐만(Shulman, L.)이나 볼(Ball,

D.L.)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겹치면서도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예: ‘PCK’)도 있고, 사용하는 용

어와 의미가 모두 다른데 국내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어 혼용되는 경우도 있

다. (예: 슐만의 Content Knowledge, CK와 볼의 Subject Matter

Knowledge, SMK는 모두 '교과내용지식'으로 번역된다.)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KCS(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의 국내 번

역 용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먼저 두 이론의 발생 배경과 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슐만의 교사 지식 이론

1986년부터 미국에서는 교육 활동과 교직 개혁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

였고, 이는 점차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로 발전되었다. 교육 개혁을 지

지하던 홈즈 그룹(Holmes Group, 1986)이나 카네기 테스크 포스팀

(Carnegie Task Force, 1986)은 우수 교사만이 지닌 실천적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교사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스탠포드 대학의 슐만

(Shulman, 1986)은 교직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PCK를 제안하였다.(곽영

순, 2007:25-26)

슐만(Shulman, 1987)은 교사의 전문 지식을 교과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일반 교수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교육 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학습자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교육 맥락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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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철학·역사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end,

purposes, and values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으로 

제시하였다.

content knowledge10)는 가르칠 영역(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이며, 슐만

(1986:8)은 content knowledge에 대해 단순한 교과내용지식은 교육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일반 교수 지식은 일반적인 교육학적 지식으로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지

도법에 대한 지식이다.

교육 과정 지식은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내용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이다. 넓게는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국가의 교수요목, 학교 단위의 계

획 문서나 연간 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좁게는 교사의 수업이 기반

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과 그 교육 자료에 관한 지식이다.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

고 공식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며, 특정 내용을 특정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다.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특정 연령대의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에서 행동하는 

방식,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경험적, 사회적 지식을 포함하고,

일반적인 아동 발달에 대한 인지적 지식과 특정 그룹의 아동에 대한 특수

한 인지적 지식을 포함한다(Gower & Capel, 2004).

교육 맥락 지식은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관한 지식이다. 예를 

들면, 문화, 지역 사회, 학생들의 출신 학군, 학교의 유형과 규모, 학급 규

모, 교사를 위한 지원의 양, 교내 인간관계의 질, 교장의 기대와 태도, 학교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식이다.

교육 목적·가치·철학·역사에 관한 지식은 말 그대로이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관한 지식은 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을 교과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에 두는가 아니면 실제 활용도가 높은 외재적 가치에 두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교육의 철학과 역사에 관한 지식은 이 교육이 어떠한 철학

적, 역사적 근거로 성립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이

해하면 교사가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슐만은 PCK를 교사의 수업전문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였다. 슐만

(1987:8)은 PCK를 “교사의 유니크한 영역이 되는 콘텐츠와 교육의 특별한 

10) SMK와 구분하기 위해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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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이해가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at special amalgam of

content and pedagogy that is uniquely the province of teachers, their

own special form of professional understanding.) 슐만(Shulman, 1986 :

9)은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유용한 형태, 가장 강력한 비유, 삽

화, 예시, 설명, 시범 -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교과를 이해하게 하는 가

장 유용한 표상화와 공식화 방법이다. PCK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을 쉽

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다양한 나이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주 배

우는 주제를 학습할 때 가져 오는 개념과 선입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PCK를 좁게는 교수법으로 한정하여 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 드리엘 외(Van Driel, 1998), 카크런 외(Cochran 외, 1993)에

서과 같이 넓게 보게도 한다. 반 드리엘 외(1998:690)에서는 슐만(1986)의 

PCK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의 문제점과 학생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우르는 

것(“PCK was perceived as encompassing knowledge of representations

of subject matter and understanding of specific learning difficulties and

student conceptions with respect to specific topics.“)이라 하였다. 그리고 

Cochran 외(1993)에서는 슐만의 PCK 개념을 수정하여 PCKg(pedagogical

Content Knowing)을 제안하고 PCKg를 교육학, 교과내용, 학생 특성, 학습 

환경 맥락 등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교사의 통합적 이해(integrated

understanding)로 정의하였다.

좁게 보는 관점은 표면적으로는 교수 방법을 추출해 내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요소와의 관련이 배제되어 활용도가 낮고, 넓게 보는 관점은 다른 종

류의 지식(교과내용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기

에 결국 지나치게 많은 것을 포괄하여 PCK의 차별화된 의미를 추출하기 

어렵게 한다.

(2) 볼의 교사 지식 이론

볼 외(Ball et al., 2008:389)의 이론은 슐만(1986, 1987)이 내용 지식과 

PCK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볼은 슐만이 제시한 

틀은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와 실제(practice) 간의 연결을 규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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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비판하고, 특정한 교과에서의 교사 지식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수학 교사들이 가져야하는 지식의 개념을 MK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그 하위 영역으로 SMK와 PCK를 나누어 수학

교사의 지식 영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교과 내용 지식(SMK)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니

고 있어야 할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이다. 일반 내용 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CCK), 전문화된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 지평 내용 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을 포함한 

개념이다. PCK는 ‘특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황혜정, 2010:53)으로서,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KC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

식(Knowledge of Contents and Teaching, KCT),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KCC)을 포함한 개념이다

(Ball 외, 2008).

<그림� Ⅱ-2>� MKT� 하위� 영역

일반 내용 지식(Commom Content Knowledge, CCK)은 학자에 따라 ‘공

통 내용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르쳐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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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법 수업으

로 이야기하자면, 학교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문법적 개념과 성질

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CCK는 특별히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며 잘 교육받은 일반인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는 있는 필수적인 

문법 지식을 말한다. CCK는 이지수(2016)의 구별에서는 ‘문법 교재 내용’

에 가장 가깝다.

전문화된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은 교과서 수준

의 일반적인 내용 지식인 CCK와 구별된다. SCK는 수학을 가르칠 때 수학

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보통 이상의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특수한 과

업과 교사를 관계 짓는 특별한 전공 지식이다. (“that allows teachers to

engage in particular teaching tasks, including how to accurately

represent mathematical ideas, provide explanations for common rules

and procedures, and examine and understand unusual solution methods

to problems”. Hill 외 2008 : 377-378))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핵심적인 영

역에 해당하는 SCK는 학생에게 직접 가르칠 지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교

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학 지식으로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수학적 지식이 교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2013:12)

KMH로도 불리는 지평 내용 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 HCK)은 

수학적 주제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른 수학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

한 인식을 말한다(Ball, Thames & Phelps, 2008). 볼 외(Ball, D. L., Sleep,

L., Boerst, T., & Bass, H., 2009)는 '현재의 경험과 수업이 위치한 큰 수학

적 풍경에 대해 (관광가이드가 아닌) 경험 많고 감상력이 풍부한 관광객이 

가지는 인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다루는 수학에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줌

으로서 학생의 학습에 유용한 수학적 측면이라고 보았다. 김경희(2013:13)

에서는 HCK에 대해 ‘교사는 수학이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관점을 학생들

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 생활에 스며 있는 수학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내용과 학생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KCS)은 

‘학생들이 특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고, 학습하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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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얽혀있는 내용 지식’("we propose to define KCS as content

knowledge interwined with knowledge of how students think about,

know, or learn this particular content." Hill, Ball, Schilling, 2008)이다.

특정 내용과 학생의 이해 방식을 결합하는 지식으로, 예를 들면 지도내용

에 대해 학생들의 일반적인 오류와 오개념을 예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s and teaching, KCT)은 

가르치는 것과 수학에 대해 아는 것이 결합된 형태의 지식 영역이다. 교사

들은 특정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배열하고, 학생들이 내용에 깊숙이 몰

두하도록 적절한 예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처음 지도할 때 어떤 생각

열기를 선택할지, 특정 개념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표상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희, 2013:14)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KCC)은 내용과 교육과정을 결합하는 지식이다.(권성룡, 2012:258)

(3) 용어 선택 및 번역 용어 선택의 이유

① 용어 선택의 이유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을 따로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슐만의 관점보다는 볼의 관점에 가까우므로 볼의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content knowledge에 대해 단순한 교과내용지

식은 교육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보는 관점은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슐만이 교사 지식으로 언

급한 일반 교수 지식은 특정 개별 교과 교육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교과 교수 지식으로서 구체성을 지니지 못하며, content

knowledge와 일반 교수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의 단순 결합으로 교과 교

수 지식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셋째, 슐만이 가장 강조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교수법으로 한정)되거

나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교과내용지식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포괄

하는 것)되기 때문이다. 넷째, 슐만이 제안한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지나치

게 포괄적이어서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해하는 상태에 대한 지식과는 거리

가 멀다. 반면 볼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교과 내용에 대해 무엇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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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겨 '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슐만의 교육 맥락 지식(지역 특

성이나 학교 운영 방식, 학급 특성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의 용어를 차용한다. 그러나 볼의 이론 전체 틀을 곧바

로 문법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조사 분석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

한다. 볼의 이론을 활발히 들여오는 교과 분야는 수학과와 과학과인데, 문

법 교육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교사

들이 어떠한 교과내용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문장 진술 차원에서 구체적으

로 조사된 바가 없었기에, 수학과 중심인 Ball의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특정한 교과에서의’ 교사 지식을 규명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는 취지에 동의하며, 문법교육에서의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본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고자 한다.

용어 차용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일 뿐이며, 연구를 통해 볼

의 이론이 문법 교과에도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

다. 만약 교사 면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 전체에 대한 정보들을 부가적

으로 많이 제공한다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적용된다면 볼의 이론을 차후 

문법교사 지식 연구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며, 적용되지 않는다면 문법 

교육만의 교사 지식 이론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② 번역 용어의 선택

앞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KCS(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의 국내 번역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를 ‘내용 교수 지식’ ‘교수 지식’으로 부

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의 길이를 줄이지 않고 순서대로 

번역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는 학생과 관련된 지식인데 슐만의 

이론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용어이므로 이를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

서는, 슐만 이론의 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이 국내

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고 이와 의미의 차별성을 살리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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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슐만은 학습자에 관한 교사의 지식을 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라고 지칭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학생에 대한 지식(송현정,

2009)’, ‘학습자에 대한 지식(김찬종, 2009)’, ‘학습자 관련 지식’ ‘학습자 지

식(김선아, 2011:66, 이효자․이동원, 2014:157)’ 등으로 번역되었다. ‘학습자 

지식’은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에 대한 지식’은 학생의 무

엇에 대한 지식인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KCS는 ‘내용과 학생의 지식’(고경우, 2015),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 

(박경미, 2016)',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황진연․신보미, 2016)’ 등으로  

번역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으로 번역한다.

용어의 앞뒤에 작은따옴표를 넣는 이유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구(句)로 구성되면 중의성이 발생하여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이다.

3.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의 개념

(1) 교과내용지식의 개념

교과내용지식(SMK)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니고 

있어야 할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이다. 교사의 수업 기법과 무관하게, 교사

는 가르칠 교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내용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이라고 띄어쓰기도 하고, ‘교과내용지식’

으로 붙여 쓰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가 특수하게 고정된 것이

므로 붙여 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과내용지식’은, 이지수(2016:45)의 ‘교과 내용 지식’

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으로 둘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이지수

(2016:45)에서는 ‘교과 내용 지식’을 문법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는 경로 상

에서의 한 부면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지수(2016:45)는 ‘문법 내

용학 지식’, ‘문법 교재 내용’, ‘문법 교과 내용 지식’, ‘문법 교육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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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변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법 내용학 지식’은 문법 교육의 내용학에 

해당하는 ‘국어학적 지식’을 가리킨다. ‘문법 교재 내용’은 교육 과정을 바

탕으로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 요소를 인지적 설명 도식과 함께 구현해

낸 결과물인 교재에 담긴 내용이다. ‘문법 교과 내용 지식’은 교수자가 해

당 단원을 교수하기 위해 교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국면을 고려하여 그것을 재구조화한 

내용, 즉 실제 교수를 위해 교수자가 구성한 교육 내용이다. ‘문법 교육 내

용’은 이렇게 실현된 교수․학습의 최종 결과물,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최

종 결과물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세분화되어서 교육 단계별로 용어가 

정치(精緻)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수학과

나 과학과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Ball 외(2008)의 ‘교과내용지식(SMK)'의 

의미와는 다르고, 교과내용지식의 일반적인 의미와 비교할 때 복잡한 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지수(2016)에서 제시된 ‘교과 내용 지식’과의 혼동을 막

기 위해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교사용 교과

내용지식’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화된 내용 지식(SCK)은 이지수

(2016)의 구분에 따르면 ’문법 내용학 지식‘에 가깝다.

(2)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

이기영(2013)에서 SM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은 기압의 3개 범주와 관련된 

학생들의 오개념과 어려움을 범주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

나, SMK 수준이 낮은 교사들의 경우는 학생들의 오개념과 어려움을 다소 

부분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심도 있는 내용 지식이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쉐린 외(Sherin・Van Es, 2008)의 주

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외(Diamond et al., 2014)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교사의 

SCK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SCK가 학생의 성취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

사의 SCK와 학생의 과학 성취의 예측변인, 그리고 과학내용 지식의 측정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성 개발 처치가 교사의 과학내용 

지식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교사의 과학내용 지식이 학생의 성취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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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사벨 외(Sabel et al., 2016)의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생활 과학 내용 지

식을 갖춘 교사는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교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생

의 아이디어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높은 내용 시험 점수를 

가진 교사는 낮은 점수의 교사에 비해 내용과 학생의 이해를 더 광범위하

게 논의하였고 학생의 생각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였

다.

교사의 SCK는 교사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는데 교사의 과학 지식의 부

족은 낮은 자신감을 유발하며 이는 학습을 향상시키는 활동적인 교수법의 

사용을 저해한다(Oh & Kim, 2013). 할렌 홀드로이드 (Harlen & Holdroyd,

1997)는 초등 교사의 과학 영역 내용 지식이 그들의 과학 교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SCK가 과학을 가르치는 초등 교사

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이 밝혀졌다(김연희, 2017 재인용).

혹자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식에 대해 “교사나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하

겠지만, 이런 지식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일까? 여기 나온 SCK는 오로

지 교사나 평가자를 위한 문법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황혜정(2010:55)은 수학 SMK에 대해 "SMK가 부족하면 교사는 수학적 개

념을 분리된 사실과 절차의 모임으로 가르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유의미

한 이해를 방해하고 수학의 본질을 잘못 표현하게 된다(Ball, D. L., 1988;

Ball, D. L. & McDiarmid, G. W., 1990). 즉 수학 교과의 경우, 교사는 학

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학적 지식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학적 지식을 지

녀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 수준에 

알맞게 변형하여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고 잘 구조화되지 않는 

지식을 가진 교사는 개념적 연결성과 유용한 표상 체계들을 충분히 제시하

지 못한다. 즉 아무리 쉬운 내용을 다루더라도 수학 교사는 심도 있는 교

사 내용 지식이 요구되며(Stein, Baxter & Leinhardt, 1990), 이를 갖춘 경

우라야 제대로 수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SMK는 PCK

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Ma, 1999; Winsor, 2003)“고 언급하였다. 문법 과목도 학습 상황에서 

어떤 오류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오

류가 발생하게 되고, 수학이나 과학처럼 체계가 분명한 성격을 지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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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에서 위 인용 내용의 ‘수학’ 부분에 ‘문법’이라는 단어를 대치하여

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수학 교과에서 상당 부분 구체화된 SMK 이론을 문법 교

과에 그대로 들여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이미 볼 외(Ball, Thames & Phelps, 2008)에서는 6가지 지식 영역

을 구체화하는 자기점검문항들을 제시한 바 있다.

Domain

Examples
Are you able to:

Common

Content

Knowled

ge

(CCK)

calculate an answer correctly? 정확히 연산할 수 있는가?

solve mathematical problems correctly?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understand the mathematics you teach? 본인이 가르치는 수학을 

이해하는가?

recognize when a student gives a wrong answer? 학생이 틀린 

답을 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recognize when a text book is inaccurate or gives an

inaccurate definition? 교과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교과서가 정확하

지 않은 정의를 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use terms and notations correctly? 용어와 표기법을 정확히 사용

할 수 있는가?

Specialise

d

Content

Knowled

ge

(SCK)

present mathematical ideas?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가?

respond to students' why questions? 학생의 ‘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find an example to make a specific mathematical point? 특정한 

수학적 포인트를 짚어 줄 예를 찾을 수 있는가?

recognize what is involved in using a particular representation?

무엇이 부분적 표상을 사용하는 데 관계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가?

link representations to underlying ideas and to other

representations? 표상들을 기저 개념이나 다른 표상들과 연결할 

수 있는가?

<표� Ⅱ-1>� 볼� 외(Ball,� Thames� &� Phelps,� 2008)에서� 채택되었던�지식�

영역과�이를� 뒷받침하는�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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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a topic being taught to topics from prior or future

years?

화제를 이전 년도나 이후 년도 교육 내용의 화제와 연결하여 가

르실 수 있는가?

explain mathematical goals and purposes to parents? 수학적 

목표나 목적을 부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appraise and adapt the mathematical content of textbooks? 교

과서의 수학적 내용을 뜯어보며 평가하고 새로운 용도에 맞출 수 

있는가?

modify tasks to be either easier or harder? 과제를 더 쉽거나 

어렵게 조절할 수 있는가?

evaluate the plausibility of students' claims? 학생의 주장의 타

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give or evaluate mathematical explanations? 수학적 설명을 해 

주거나 평가할 수 있는가?

choose and develop useable definitions? 쓸 만한 정의를 선택

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가?

use mathematical notation and language and critiquing its

use? 수학적 표기법과 언어와 비평을 사용할 수 있는가?

ask productive mathematical questions? 생산적인 수학 질문을 

물을 수 있는가?

select representations for particular purposes?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상을 선택할 수 있는가?

Knowled

ge at the

mathema

t i c a l

horizon

make connections across the topics in mathematics? 수학에서 화

제 간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가?

make connections between the different strands in mathematics?

수학에서 다른 가닥 사이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가?

articulate how the mathematics you teach fits into the

mathematics which comes later? 본인이 가르친 수학이 어떻게 

나중에 배울 수학에 잘 부합되는지 또렷이 말할 수 있는가?

Knowled

ge of

C o n t e n t

and

Students

(KCS)

anticipate what students are likely to think? 학생들이 어떻게 생

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가?

predict what students will find interesting and motivating

when choosing an example? 예를 선택할 때, 어떤 예가 학생들에

게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 부여하게 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가?

anticipate what a student will find difficult and easy when

completing a task? 어떤 학생이 과제 완수할 때 무엇을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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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문항들이지만, 교사들에게 이 질문들의 목

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실제 수업에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지닐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각 영역 혹은 단원마다 이 질문들의 답에 대한 구체적인 예

시가 제시되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로 이 질문들의 구체적 예시를 찾는 일은 각각이 하

나의 주제를 지닌 연구 과제가 되는 정도의 일이어서, 실제로 교사들이 지

식을 획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내용 지식 부분은 그 특유의 전문성 때문에 수학과

에는 적합하지만 문법 교과에는 적절하지 질문들도 많다. 문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평내용지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법 교사 지식의 내용을 획득하고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쉽다고 느낄지 예상할 수 있는가?

hear and interpret students' emerging and incomplete ideas?

학생들의 떠오르는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들어줄 수 있는

가?

recognize and articulate misconceptions students carry about

particular mathematics content? 학생들의 특정 수학 내용에 대해 

가지는 오개념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Knowled

ge of

C o n t e n t

and

Teaching

(KCT)

sequence mathematical content? 수학적 내용을 차례로 배열할 

수 있는가?

select examples to take students deeper into mathematical

content? 학생들을 더 깊은 수학적 내용으로 인도할 예를 선택할 

수 있는가?

select appropriate representations to illustrate the content? 내

용을 도해로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표상을 선택할 수 있는가?

Knowled

ge of

C o n t e n t

and

Curriculu

m

(KCC)

articulate the strands in the curriculum? 교육과정의 가닥(줄)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articulate the proficiencies from the mathematics curriculum?

수학 교육과정으로부터 숙달도를 말할 수 있는가?

articulate a familiarity with the structure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수학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한 친숙함’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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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교사용 교과내용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① 교과내용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관계

교과내용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Ⅱ.

3.(2)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이 중요한 이유’에서 언급한 이기영(2013)의 연구 

결과 SM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압 관련 오개념과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SMK 수준이 낮은 교사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민영(2012:130)의 읽기 수업 PCK 연

구 결과에서도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학습 내용에 대한 선개념, 오개념, 난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

나 있었다.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도 있고, 역으로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과

내용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고의 ‘Ⅲ. 5.

(3).② 교사들의 음운 교육 문법 교과내용지식 보유 정도‘에서는 전자의 근

거를, ‘Ⅳ.1.(2) 학생, 교사, 학자, 대학교육 간의 악순환’에서는 후자의 근거

를 제시하는데, 결국 이들은 상호 순환적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무

지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

다. 지식의 저주는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과 같이 학생이었던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

거나, ‘내가 알면 남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의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이 무지하거나 오개념을 가진 상태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돕고 있

다.

② 학생 의문 연구의 의의

문법 단원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일

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 사항 연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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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단원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져야 할 학습자 지식과 교과 내용 지식이 무

엇인지 파악하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교사들은 수업 시작 전 학습 내

용에 대한 복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지식 형성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지식이 어떠한 점에서 맹점(盲點)을 가지는지, 어떠

한 오개념이 장애물이 되어 학습자 사고의 진전을 가로막는지 직접 설문조

사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연구 방식에 대해 “학생이 질문하는 지식이 중요한 지식인가?

학생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질문할 수도 있다. 꼭 가르쳐야 하는 지식과 

학생이 궁금해하는 지식은 별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꼭 가르쳐야 하는 지식과 학생이 궁금해하는 지식은 별개일 수 있다. 그

러나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관해 학생이 궁금해하는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수 활동은 교사의 활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종착점에 도달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교사에게든 학생에게든, 주어진 교육내용의 진위여부나 그 

의미를 캐묻기 위해 질문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김명숙(2015:2)은 가르치

는 일은 주어진 교육내용의 진위 여부나 그 의미를 캐묻는 일이며, 이는 

가르치는 일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 질문은 매

우 중요하다.

실제로, 음운 단원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 의문에 관한 설문 결과를 살

펴보면 학생들이 언어의 본질과 기제, 언어와 현실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

용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을 떠올리는 것과 이에 대한 탐구는 

모두 신명선(2007)이 주창한 ‘언어적 주체’로서 갖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한 교사의 면담에서도, 이 질문

들이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수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서,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은 질문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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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선정

1. 음운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선정의 틀

(1) 선정 원리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가 만능은 아니기에, 또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등 

각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국어학적 지식을 국어학자들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에 문법 교수학습을 위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선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정하는 원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다.

첫째, 문법 교과내용지식은 영역별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선행 

PCK 연구 결과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지수(2016)의 연구는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던 PCK를, 문법 교육의 PCK로 한정하여 범위를 좁혀 

PCK의 유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도 분

야가 다양하다 보니 문법 교육 내에서 보자면 일반론에 가까운 형태가 되

었다. 문법 영역 전체를 포괄하여 교과내용지식이나 PCK의 유형을 파악하

는 것은 학술적 가치는 크지만, 수업 시간에 당장 활용할 교사 지식을 필

요로 하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들, 이들을 지도해야 할 문법교육론 교수

들에게 구체적인 지식 형태나 예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교사들

에게 도움을 주려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 세부 영역별로 교과내용지

식이나 PCK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연구 결과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이 지식이 자신의 

수업을 향상하는 데 효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어야 하고 이 지식

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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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어학과 국어교육을 공히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이 지식은 교사들

에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지식은 제외한다. 국어학자는 국어학의 전문

가 이다. 전문가의 특징은 높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사회는 

해당 영역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

한 배타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전문가의 권위가 담보된다. 그러므로 국어

학자들이 국어교사들과는 별도로 국어학자들의 담화 공동체에서만 논의하

는 지식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 국어 교사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

는 지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국어학자가 국어과 교수학습

의 상황이나 교사 및 학생의 지식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필

요한 지식마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어

학만 전공한 국어학자가 아니라, ‘국어 음운 교육 관련 개론서를 집필할 정

도로 국어 음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어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당한 수준에서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

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11)

(2) 선정 대상

문법 교수 학습에 필요한 교사의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선정하는 일은 문

법 교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애초에 문법 교수 학습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교사의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선정하는 일도 무의

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선정하는 일, 즉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반성부터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상의 문법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주제이고 너무 방대한 사안이다.

학계에서 이루어진 문법 교육 내용의 수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수정 및 개

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장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로 

11) 예비 조사와 교사 면담 결과, 학교 현장에서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은 합의된 방식으로 

단순화되어 교육되고 있었다. 전설 모음의 정확한 의미는 혓바닥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

여 앞부분인 전설면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모음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편의상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전설, 후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이에 대해 

서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질문의 수가 너무 많은 지면상‧시간상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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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수렴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은 본 연구자 한 개인의 식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과정 내용으로 ‘교육 내용’이라는 

변수를 고정시키고자 한다. 신명선(2006:254)은 서양의 경우 문법 교육의 

역사는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되었다는 점, 중세 대학 7자유학과의 

기본 골격에도 문법이 속하며, 당시 7자유학과는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가리켰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문법은 근대 교육

이 시작된 시점부터 존재해왔으며, 근대 교육 이전에도 언어 그 자체에 대

한 탐구는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문법 교과의 내용은 언어에 대

한 탐구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교과의 성격에 관

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도 넒은 범

위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교육 내용이라는 항(term)은 상

수로 두고(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한 2016년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에

서의 문법 교육 내용), 이를 위해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이 무엇인가 밝혀내

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의 하위 영역들 중에서도 음운 교육을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문법 교육 SMK’이므로, 형태론, 통사론 등 다른 하위 영역에 

대한 SMK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법 교육 분야에서 SMK

연구가 초기 단계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개방형으로 KCS를 조사하고 KCS

로부터 구체적인 SMK를 추출해 내는 작업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

에 불확실성(risk)이 컸다. 그러므로 우선 한 개 하위 영역에 대한 연구부터 

시도하였다.

음운론 영역을 선정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

육 내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상수로 

두기 용이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음운 단원이 문법 단원 중에서도 익혀야 

할 개념적 지식의 양이 많아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이 요구하는 지식과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연구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12)

12) 실제로 이관희 외(2015:118)에서 추출한 오개념을 내용 요소에 따라 분류를 하였을 때 
음운과 관련된 오개념의 개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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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가 음운 단원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일한 방

법론을 다른 하위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보완하여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각 하위 영역 SMK를 

통합한다면 보다 완벽한 전체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정 과정

교육 내용이라는 항을 고정한 다음에는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의문과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이지수(2016: 200)의 연구는 “철저히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수자의 지식과 교수자의 태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교수자의 지식이

나 태도에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나 고려가 과거 교수 경험을 통해 누적되

어 왔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반응은 “과거 경험을 

통해 누적된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살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학

습자로부터 채취(採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현재 수업에서 학

습자가 요구하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학습자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교사로부터 채취하

여, 이 답변들이 학술적으로 적절한지 연구자가 검토한다. 교사 면담의 내

용을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 방식이 

매우 적절하고, 그 동원하는 지식이 국어학 이론에 정확히 부합되는 경우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활용성이 높은 모범적인 교수

학적 내용 지식은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

고,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지식과 접근 방식은 현장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error)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어 문 

규범
음운

단 어

형성
품사

문 장

성분

문 장 

짜임

문 장 

의미

문 법 

요소
담화 기타 계

1 34 28 24 5 10 3 23 1 2 131

<표 Ⅲ-1> 추출한 오개념의 내용 요소에 따른 분류. 이관희 외(20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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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조사의 방법과 결과

예비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방법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사 용 
교 과
서13)

예비
조사

자유응답
형 질문지

2014. 3
서울 J여고 3학년 네 개 학급 
175명

천재교
육

<표�Ⅲ-2>� 예비� 조사의�방법,� 기간,� 대상

예비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음운 단원 수업14) 중에 자유응답형(개방형) 질

문지를 나누어주어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 사항을 수집하였다. 응답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염려하거나 의식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설

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3) 예비조사 학교 교과서 출판사와 본조사 학교 일부의 출판사가 달랐으나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같다고 보았다.

14) 고3 수업이다 보니 입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실을 반영하

기 위해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본조사를 실시한 학교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교사의 수업 내용에 따라 애초에 포함이 안 된 질

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한계이나, 교과서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문헌 자

료와 Ⅴ장의 교사 교육 연구에서 교사가 보인 반응 결과를 이용하여 빠진 부분을 보완하

고자 한다. 

15) 2번 질문이 포함된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의도대로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는 ‘국어의 음운 체계를 탐구하면 말소리 차

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말소리와 관련되

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음운 변동을 탐구하여 발

견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가 

1. 오늘 배운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개념이나 내용, 교과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점을 그때그때 써 주세요.

2. 사람들이 실제 하는 발음이나 맞춤법과 비교하여 이상한 점, 외국어 

음운과 비교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써 주세요.15)

3. 음운 단원을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교과서가 달라

져야 할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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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이 적힌 질문지를 음운 단원 수업 시간 전에 배부하고 수업 중에 

자신의 의문과 요구가 떠오른 순간에 바로 자유롭게 기입하게 한 후 수업 

직후 회수한다. 이는 기억이 화석화되지 않고 구체적일 때 기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 내부에서부터 비롯한 요구를 직접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습자로부터 최

대한 많은 양의 다양한 의문과 요구를 받고자 함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

다. 자유응답형 질문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음운 교육에 대한 조망을 

어느 정도 하면서, 자신의 의문과 요구 사항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글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16). 또한 배려심

을 가지고 설문에 응답할 조사대상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17). 그러한 점에서 일반고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이상 학력의 

학생들이 많은 강남구 여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18)

4개 학급(학급당 43~44명)에 6차시 수업을 각각 진행하는 동안 2개 차시 

단위로 수집되었다. 학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 2차시는 주로 음

운 체계(음운의 개념, 자음, 모음 체계표, 반모음의 개념), 3, 4차시는 음운 

변동(탈락, 교체, 축약, 첨가), 5, 6차시는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

어졌다. 한 학생당 3장의 설문지(총 525장)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273장

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384개의 질문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

다. 이 중 “지금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문법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와 같은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응답 29개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문과 요구 및 의견 355개만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직접 소리를 내서 수업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재밌다.”는 감정의 표

현이지만 교수학습 활동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후 실시할 본조

사에서 요구사항 설문(“직접 소리를 내어 수업하게 해 주세요.”)으로 구성

제시되어 있다.

16) 같은 해에 실시한 중학생 예비조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응답을 한 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응답 중에서도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응답, 불성실한 응

답 등이 다수 섞여 있었다. 

17) 초ㆍ중등 학생 표준화 인성검사 개발에 관한 교육부 보도자료(2014년 8월 20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려심이 높게 나타났다. 

18) 차경헌(2014:21)에서 고등학교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국어 과목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미경(2014:24)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국

어 성적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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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의문과 요구사항으로 분리하여 각각 짧은 이름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한 후, 수많은 개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축소화하고, 범주화

하였다. 예를 들어 “닭을[달글] [다글], 밟다[발따][밥따]를 모르겠어요.”,

“‘맑다’를 ‘말따’로 발음할 때도 많은 것 같다”, “겹받침 어차피 하나 밖에 

소리 안 나는데 그냥 한 자음만 쓰는 건 어떨지..”는 ‘겹받침의 발음’으로 

개념화한다. 공통된 개념 순으로 정렬하여 유사한 의문과 요구들끼리 한데 

모이도록 하였다. 이 질문들 중 해당 개념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질문들을 

선별하여 68개의 의문과 27개의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였고, 설문항이 너무 

많다는 설문조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시 31개의 의문과 27개의 요구사

항으로 정리하였다.

3. 학생의 의문과 요구

연구자 개인의 사정으로 본조사(학생 대상 양적 조사, 교사 대상 양적 조

사, 교사 대상 질적 조사)는 2년 후에 실시되었다.

(1) 학생 대상 양적 조사의 방법

학생 대상 양적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방법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사 용 
교 과
서19)

조사 1
( 학 생 
질문지 
조사)

척도형 설
문지 및 
체크리스
트 설문지

2016. 3
서울 K고등학교 3학년 학생 
98명

미래엔

2016. 4
서울 모 과학고 3학년 학생 
98명

천재교
육

2016. 5
서울 M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6명

미래엔

<표� Ⅲ-3>� 학생� 대상�양적� 조사의�방법,� 기간,� 대상

19) 예비조사 학교 교과서 출판사와 본조사 학교 일부의 출판사가 달랐으나 전체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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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31개의 의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리커

트 척도로 궁금함을 느낀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 27개의 요구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요구를 느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

하여 학생 의문과 요구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① 학생 의문의 조사 방법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점 비교 연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교 연구를 

하는 이유는, 교사는 발령 근무지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다른 학생 집단을 

접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가 보통 정도인 학생 집단 참여자는 아래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2015년 11월에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등학교에서 평

균적으로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이 77%였다. 학교알리미사이트

(www.schoolinfo.go.kr)를 통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검색하여,

국어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70~80%에 속하며, 영어와 수학의 보

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60%~80% 정도에 속하는 일반 인문계고등학

교를 두 곳(K고와 M고)을 선정하였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참여자는 

모 과학고 학생들로 선정되었다. 이 과학고는 2015년 11월에 실시된 국가

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100%였으며, 영어와 수학에서도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100%인 

학교였다.

조사 1도 예비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문과 요구가 생생하게 기억날 때인 

음운 단원 수업 마지막 차시 직후 실시되었다.

학생 의문의 경우 설문 문항별로 리커트 척도(1～4점. ‘매우 궁금했다’ 4

점,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1점) 점수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의문의 중요도 

순위를 정하였다. 평균치가 중앙값(2.5점)보다 높으면 의문을 느끼는 것으

로 보았다. 일반고 학생들과 과학고 학생들 간의 의문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20)을 실시했다.

과정은 같다고 보았다.

20)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이유는 두 집단의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 48 -

데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총 58항목입니다. 

 1번~31번까지는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 할 수 있는 점

들입니다. 본인은 수업 중에 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궁금했는지를 골라 

( V )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바로 

체크해 주세요.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 할 수 있는 점들

매

우

궁

금

했

다

약

간 

궁

금

했

다

그

다

지 

안 

궁

금

했

다

전

혀 

안 

궁

금

했

다

질문

이

무슨 

말인

지 

모르

겠음

1. 분절 음운은 무엇이 분리된다는 뜻인가요? ( ) ( ) ( ) ( ) (   )

2. ‘소리의 고저’와 ‘억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 ) ( ) ( ) ( ) (   )

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

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나요?
( ) ( ) ( ) ( ) (   )

4. ‘기름’의 ‘ㄹ’과 ‘알’의 ‘ㄹ’ 발음이 다른가

요?
( ) ( ) ( ) ( ) (   )

5. z과 j, r과 l처럼 한국어로 구별 힘든 발음

을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이 있나요? 
( ) ( ) ( ) ( ) (   )

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은

데요? 
( ) ( ) ( ) ( ) (   )

7. /ㄴ/는 비음이라는데 왜 저는 코를 막아도 

‘나’ 소리가 똑같나요?
( ) ( ) ( ) ( ) (   )

8. 파열음은 파열되는 느낌이 없는데 왜 파열

음인가요?
( ) ( ) ( ) ( ) (   )

9.

 

/ㅈ/는 파찰음이라는데 저는 그냥 파열음 

같은데요?
( ) ( ) ( ) ( ) (   )

10. /ㅁ,ㄴ/도 파열되는 것 같은데 왜 파열음이 

아니라 비음인가요? 
( ) ( ) ( ) ( ) (   )

<표� Ⅲ-4>� 음운� 단원�수업� 중의� 의문�사항에�대한�학생� 대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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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뜻이 무엇인가

요?
( ) ( ) ( ) ( ) (   )

12. 중성과 모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 ) ( ) ( ) ( ) (   )
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지 않나요?
( ) ( ) ( ) ( ) (   )

14. ㅑ, ㅛ가 ㅣ...ㅏ, ㅣ...ㅗ로 구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 ( ) ( ) ( ) (   )

15. ㅗ, ㅜ,ㅣ와 반모음 ㅗ̆ , ㅜ̆ , 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 ) ( ) ( ) ( ) (   )

16. ㅢ에서 ㅡ, ㅣ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가요? ( ) ( ) ( ) ( ) (   )
17. ㅚ, ㅟ나 ㅐ, ㅔ처럼 교과서 모음이 현실과 

다른데 왜 그런가요?
( ) ( ) ( ) ( ) (   )

18.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

음은요? 시범해 주세요.
( ) ( ) ( ) ( ) (   )

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

름] 대신 ㄹ을 살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

불]이라 발음하잖아요. 

( ) ( ) ( ) ( ) (   )

20.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

글], “맑다”[막따], 밟다[밥ː따]가 표준발

음인가요?  

( ) ( ) ( ) ( ) (   )

21.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 ) ( ) ( ) ( ) (   )

22. 겹받침 어차피 하나밖에 소리 안 나는 데 

그냥 한 자음만 쓰는 건 안 되나요?
( ) ( ) ( ) ( ) (   )

23.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돼요? 

“꽃은”[꼳]+[은]→[꼬든] 아닌가요?
( ) ( ) ( ) ( ) (   )

24.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

른가요?(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

뿔], 냇가[내까]’) 

( ) ( ) ( ) ( ) (   )

25.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

요? ‘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

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

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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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요구의 조사 방법

요구 사항의 경우 수업 중에 느낀 적이 있으면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설

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Q32~Q39(8개항)는 ‘교과서 학습 내용’ 범주,

Q40~Q43(4개항)은 ‘교과서 표현 방식’ 범주, Q44~Q46(3개항)은 ‘교사의 실

행 및 연기’ 범주, Q47~Q53(7개항)은 ‘학생의 내용 저장, 재생, 사용’ 범주,

Q54는 ‘보조 교구’ 범주, Q55~Q58(4개항)은 ‘다른 내용과의 연계’ 범주이

다.

26.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

동이랑 매치가 안돼요.

(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

가요? 자음군단순화(값→[갑])는 교체 아닌

가요?)

( ) ( ) ( ) ( ) (   )

27. 음운 변동이 소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예: ‘촛불’이 [초뿔]이 되는 것은, ‘초’라는 

소리와 ‘불’이라는 소리가 만날 때 [ㄷ]소

리를 넣는 현상인지, ‘촛’이라는 글자를 읽

을 때 [ㄷ]소리로 끝나서 [뿔]이라는 소리

로 바뀌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 ) ( ) ( ) ( ) (   )

28. 표기 ‘ㅇ’과 소리 /ㅇ/이 이해가 안 돼요. 

‘ㅇ’이 ‘아’에서는 발음이 안 되고, ‘강’에서

는 발음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 ( ) ( ) ( ) (   )

29. 왜 맞춤법과 소리가 다를까요? 왜 ‘~할게’

를 [할께]로 발음하나요? 부엌에 왜 받침 

ㅋ이 와요?

( ) ( ) ( ) ( ) (   )

30. 구개음화(예: 굳이, 해돋이)는 통시적인 것

인가요? 공시적인 것인가요?
( ) ( ) ( ) ( ) (   )

31.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 
( ) ( ) ( ) ( ) (   )



- 51 -

 32번~58번까지는 수업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요구사항

들입니다. 본인이 수업 중에 느꼈던 점에 체크 표시☑를 해 주세요. 

<수업 및 교과서 관련 요구 사항>

32.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쳐 주세요.          ☐
33. 교과서에 문법 개념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34. 문법 용어의 원어(영어 명칭)도 알려주세요.               ☐
35. 교과서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서나 프린트로 보충해 주세요.☐
36. 음운 규칙에서 예외가 어렵습니다. 예외를 설명해 주세요.43    ☐
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니다. 쪽날개에 문법 용어 뜻

  써  주세요.                                                   ☐
38. 음운 변화에서 통시적인 관점(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
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지일 경우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

요.(예:“‘종로[종노]’‘십리[심니]’는 비음화지만 동화 현상이 아니다.”)  ☐
40. 말로 풀어진 설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예:○+◇→

△)                                                             ☐
41. 음운 규칙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해 주세요.         ☐
42. 교과서에 예시가 적습니다. 예시를 많이 보여 주세요.          ☐
43. 예시들이 어느 종류의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류별로 정리해 주

 세요.                                                          ☐
44. 선생님께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해주시면 좋겠어요.             ☐
45. 선생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발음, 아기 발음 흉내로 재미있게 수업해 

주세요.                                                         ☐
46. 자음, 모음을 ‘이놈, 저놈’이나 ‘얘, 쟤’로 의인화해서 수업해 주세요.☐
47. 반복 학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요.             ☐
48. 초성을 딴 문장(예: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종성 외울 때 ㄱㄴㄷㄹㅁ

ㅂㅇ을 ‘그녀다리만 보여’)이나 이야기로 된 암기법을 알려주세요.   ☐
49. 이해는 하는데 문제를 못 풉니다. 연습문제나 쪽지시험을 내주세

요.                                                             ☐
50. 학생이 발음을 직접 해보도록 해 주세요.                      ☐
51. 친구들과 발음에 대해 먼저 토의하게 해 주세요(탐구수업).      ☐

<표� Ⅲ-5>� 음운� 단원�수업� 중의� 요구�사항에�대한�학생� 대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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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은 문항난이도의 개념을 차용하여21), 각 문항을 5수준으로 구분

하였다.

해당 요구를 느낀 피험자 20%미만: 거의 중요하지 않은 요구

해당 요구를 느낀 피험자 20~40%: 중요하지 않은 요구

해당 요구를 느낀 피험자 40~60%: 보통 요구

해당 요구를 느낀 피험자 60~80%: 중요한 요구

해당 요구를 느낀 피험자 80% 이상 : 매우 중요한 요구

일반고, 과학고 간 요구 비교는 χ²-검정을 실시했다. χ²-검정을 실시한 이

유는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yes/no 체크 형태로 반응하도록 설계하였

고, 반응 빈도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분석이기 때문이다.

③ ‘학생들이 취약한 지식의 범주’ 조사 방법

학생들이 음운론적 지식의 하위 분야들 중 어떠한 범주의 지식을 특히 궁

금해하는지 알기 위해서, 각 질문들이 연관된 음운교육 하위 분야의 키워드 

10개를 음운론 개론서와 교과서 목차를 참고하여 선정했다.

21) 문항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총 피험자 중에서 정답을 한 피험자의 비율로 산출된다.

52. 고전 문학작품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통시적 변화 부분(구개

음화 등)을 직접 찾아보게 해 주세요.                              ☐
53. 발음하는 대로 쓰기(예:‘답답하다’[답따파다])를 많이 연습시켜 주세

요.                                                             ☐
54.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보여 주는 표, 그림, 사진, 만화, 동영상, 

입체적인 구강 모형, 거울 등을 준비해 주세요.                     ☐
55. ‘단어 형성법’ 같이 관련된 다른 단원이랑 연관 지어 가르쳐주세요.☐
56.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와 비교·대조하며 설명해 주세요.         ☐
57. 방언(사투리)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세요.                      ☐
58.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을 부록으

로 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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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지식

언어학적 지식

대범주
중

범

주

소범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개념

 1. 

문법

(음운론)

학습의 

목적

언어

현상을

이해하

고 

받아들

이는 

명제적 

지식

언어에 대

한 사회구

성주의적 

지식

2. 발음과 표기의 관계:

독해의 편리 추구(같은 단어는 같은 모양으로 표

기), 발음과 표기의 상호영향 관계

3.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약속의 가변성, 음운 현상의 경쟁

⇒
음 운 론 

지식

음

운

4. 

음운의 기

본 개념

음운의 뜻

분절음운(음소)

변이음

비분절음운(운소)

음장

고저와 억양

5.모음 

 체계

고, 중, 저모음

전설, 후설 모음22)

이중모음, 반모음 

6.자음 

  체계

조음위치

조음방식

음

절

7.음절 

 구조

음절의 구조

음절의 제약

음

운

변

동

8. 개별 

음운 변동

대치, 탈락, 첨가, 축약의 구분

겹받침 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9.음운 변

동이 일어

나는 과정

규칙 순서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언 어 

행위23)

를 잘 

하도록 

하 는 

절차적 

지식

10.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파열음 파찰음 비음의 기류 감각

 반모음 ㅗ̆,ㅜ̆,ㅣ̆의 청각, 조음 감

각

  단모음 ㅚ,ㅟ의 표준발음 청각, 

조음 감각

  현실 발음에서 소리가 같아진 

음운(ㅐ/ㅔ, ㅚ/ㅙ/ㅞ)의 표준발음 

청각, 조음 감각

<표�Ⅲ-6>� 음운�교육� 하위� 분야의�키워드(10개의�소범주�설정)

22) 애초에는 모음 체계 지식에 전설, 후설이 없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지식의 요소들을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학생들이 전설, 후설과 관련

하여서는 거의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지식 

체계표의 균형상 넣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23) 음운 교육에서는 음운 청취, 음운 발음이 언어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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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에서 ‘교육 목적 지식’은 동기 유발 지식과 관련이 깊으나 동일

한 것은 아니다. 동기 유발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학습과제를 

개인적 요구와 관련시키거나,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주

거나, 학습과제의 수행결과에 만족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

하다. 교육 목적 지식은 이 중 학습과제를 개인적 요구와 관련시키는 방식

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은 연구 초반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던 범주였다. 그랬던 이유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

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을 ‘언어의 본질’이라는 제목 

아래에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에서 “‘발음과 표기의 관계’

가 음운 차원의 ‘언어의 본질’은 아니다. 음운은 언어 기호의 형식적 측면

이라는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고 이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은 Ball의 분류에 따르면 지

평 내용 지식(HCK. Horizon Content knowledge)에 해당한다. 그러나 

HCK 개념은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Jakobsen et al., 2013).

본고에서는 이를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으로 한정한다. 사회구

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는 사회학의 지식론으로, 사회의 현실이나 

실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지며 발전하

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다.

10개의 소범주를 선정한 이후, 31개의 학생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SMK로 선정된 지식들을 10개 소범주에 짝지었다. 교사 면담이나 전문가 

자문 후 지식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범주가 달라질 염려가 있어 학생이 의

식하지 못하는 취약한 기초지식의 범주에 대한 최종 분석은 전문가 자문까

지 끝나고 난 후 이루어졌다.

(2) 학생 의문의 우선 순위

① 일반고 학생들의 의문의 우선 순위

응답지 중 불성실 응답을 한 학생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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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불성실 응답은 두 가지 종류이다. 설문 전반부(수업 중 의문에 관한 설문 1번~31번)를
모두 동일한 번호로 선택하고 동시에 후반부(32번~58번)를 하나도 체크하지 않은 응답지,
또는 전반부를 지그재그 형식으로 체크하고 동시에 후반부를 하나도 체크하지 않은 응답
지이다.

순

위

응답

평균
문항 의문 내용

1 2.76 Q31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

2 2.74 Q18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

세요.

3 2.68 Q29
왜 맞춤법과 소리가 다를까요? 왜 ‘~할게’를 [할께]로 발

음하나요? 부엌에 왜 받침 ㅋ이 와요?

4 2.68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라 발음하잖아요.

5 2.65 Q20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글], “맑다”[막

따], 밟다[밥ː따]가 표준발음인가요?

6 2.63 Q24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뿔], 냇가[내까]’)

7 2.59 Q21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8 2.58 Q25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잇몸’(이+

몸)[인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9 2.57 Q26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동이랑 매치가 

안 돼요.

(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가요? 자음군

단순화(값→[갑])는 교체 아닌가요?)

10 2.56 Q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나요?

11 2.54 Q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11 2.54 Q15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13 2.51 Q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지 

않나요?

<표� Ⅲ-7>� 일반고�학생들의�중요�의문� 상위�순위�

(평균치가�중앙값� 2.5이상인�의문들만�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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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 총 224개의 학생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13개를 제외하고 211개만 합

산하였고, 과학고 총 98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3개를 제외한 95개만 합

산하였다.

일반고(K고, M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하는 의문의 순위

는 <표 Ⅲ-7>과 같았다.25)

일반고 학생들은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을 학습하는 이유를 가장 궁금

해하였다. 왜 학생들은 이를 가장 궁금하게 여길까? 많은 학생들이 음운 

단원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최슬기 2012:17, 오은주 2013:14-16, 박

종관 2014:31).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학습하려면 학습자에게는 그에 상응

할만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습 과정 내내 “이 어려운 것

을 왜 배우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다. 이는 과학고 학생들이 음운 

체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의문을 품지 않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

룬다. 이 의문에 대해 질적 연구에서 대개 교사들은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라고 대개 답을 하지만, 4위가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인 점을 보면 학생들은 표준 발음을 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차 의문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고 학생들은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의 표준발음에 대해 두 

번째로 궁금해하였다. 모음체계표를 이해하고자 하나 일상생활에서 해당 

모음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화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명제상

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고 학생들은 맞춤법과 소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였다.

Q29의 ‘할게’에 대한 의문은 달리 표현하면 “왜 [할께]로 발음하는 것을 

‘할께’로 표기하지 않는가?”와 같은 말이다. 또한 ‘부엌’에 대한 의문은 현

실 속에서 재구조화(‘부억’)가 일어난 단어들의 표기에 대한 의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 가장 궁금해하는 의문들

은 음운론을 학습하는 이유, 현실에서 구별하기 힘든 음운의 표준 발음 실

연(實演), 표기와 발음이 다른 이유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음운 체계표, 개별 음운 변동 등에 밀려 

잘 다루지 않는 사항들이라는 점이다.

25) 표 1에서 진한 글씨는 일반고와 과학고 모두에서 순위권 내(중앙값인 2.5점 이상)에 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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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고 학생들의 의문의 우선 순위

과학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하는 의문의 순위는 <Ⅲ-8>

과 같았다.

순

위

응답

평균
문항 의문 내용

1 2.73 Q25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잇몸’(이+몸)[인

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

요?

2 2.72 Q24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뿔], 냇가[내까]’)

3 2.72 Q5
z과 j, r과 l처럼 한국어로 구별 힘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

는 규정이 있나요?
4 2.68 Q15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5 2.67 Q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 ]ː) 단어의 뜻을 구

별할 수 있나요?

6 2.64 Q21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7 2.61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

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라 발음하잖아요.

8 2.60 Q18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

요.
9 2.53 Q16 ㅢ에서 ㅡ, ㅣ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가요?

10 2.53 Q22
겹받침 어차피 하나밖에 소리 안 나는 데 그냥 한 자음만 

쓰는 건 안 되나요?

11 2.52 Q17
ㅚ, ㅟ나 ㅐ, ㅔ처럼 교과서 모음이 현실과 다른데 왜 그런

가요?

12 2.49 Q26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동이랑 매치가 안 

돼요.

(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가요? 자음군단

순화(값→[갑])는 교체 아닌가요?)

<표� Ⅲ-8>� 과학고�학생들의�중요�의문� 상위�순위�

(평균치가�중앙값� 2.5이상인�의문들만�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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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학생들은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였는데, 이는 

사잇소리 현상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 원인은, 김성규・김소영(2013:192)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음운 변동으로 보기 어려운 현상임에도 음

운 단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주채(2015:51)에서 지적한 바대로, 사잇소리에 의한 경음화

는 규칙도 복잡하고 예외도 많아 ‘예측가능성’이 낮다.

과학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에는 약간 차이가 있

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문항은 Q31, Q11, Q20, Q29, Q5(p값이 작

은 순서)이었다.

문항 집단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Q31
일반고

과학고

203

90

2.87

2.39

1.02

1.01
3.756 .000

Q11
일반고

과학고

207

94

2.28

1.96

.91

.92
2.840 .005

Q20
일반고

과학고

202

94

2.77

2.49

.93

.99
2.378 .018

Q29
일반고

과학고

205

92

2.77

2.49

.98

1.04
2.202 .028

Q5
일반고

과학고

199

93

2.52

2.77

.92

.97
-2.183 .030

<표�Ⅲ-9>� 음운�단원�수업�중의�의문에�대한�집단�간�차이�검증

Q31에서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 일반고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에 비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11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뜻이 무엇인가요?”인데, 일반고에서 순위 내에 들지는 않

았지만, 과학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Q20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겹받침이 있는 단어가 현실과 다르게 발음되

는 이유에 대해 과학고 학생에 비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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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맞춤법과 소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 과학고 학생

에 비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고 학생들은 z과 

j, r과 l처럼 한국어로 구별 힘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고 학생에 비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잇소리 현상에 관한 의문(Q25, Q24),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

이에서 오는 괴리에서 나타나는 의문(Q18, Q19, Q3), 반모음에 대한 의문

(Q15)은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사항이었다.

(3) 학생 요구의 우선 순위

일반고(K고, M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느끼는 요구

의 순위는 각각 <표 Ⅲ-10>, <표 Ⅲ-11>와 같았다.26)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 이상의 요구 개수가 8개로, 과학고 학생들(2개)에 

비해 전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았다.

일반고, 과학고 모두 공통적으로 ‘음운 규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 요구,

교과서에 예시를 풍부히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다.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패턴화, 단순화하여 이해하고자 하나, 예외 사항들이 패턴화

를 어렵게 하고, 귀납할 자료로 삼을 예시는 부족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

는 것이다.

상위 요구를 범주별27)로 살펴보면, 1위인 Q36(예외 설명)은 일반고 학생 

60% 이상이 요구하는 '중요 요구‘인데, ’교과서 학습 내용‘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보통 요구‘ 7개 중 세 개인 Q37(2위. 어간 어근 어미 접사 

설명), Q33(6위. 개념 설명), Q39(8위 교과서 이외의 다른 관점) 역시 ’교과

서 학습 내용‘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Q42(3위)는 ’교과서 표현 방식‘ 범주

이기는 하나 역시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SMK의 중요성

을 보여준다. ’보통 요구‘ 7개 중 세 개인 Q42(3위. 예시 증가), Q41(4위.

일람표), Q40(7위. 기호화)는 ’교과서 표현 방식‘ 범주이고, 나머지 한 개는  

26) <표 Ⅲ-10>, <표 Ⅲ-11>에서 진한 글씨는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

통’ 이상 요구하는 사항이다.

27) Q32~Q39(8개항)는 ‘교과서 학습 내용’ 범주, Q40~Q43(4개항)은 ‘교과서 표현 방식’ 

범주, Q44~Q46(3개항)은 ‘교사의 실행 및 연기’ 범주, Q47~Q53(7개항)은 ‘학생의 내용 

저장, 재생, 사용’ 범주, Q54는 ‘보조 교구’ 범주, Q55~Q58(4개항)은 ‘다른 내용과의 연

계’ 범주이다. 3. (2). ① 학생 본조사 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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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학생

비율

요구

번호

중요

도

1 61.6% Q36 중 요
요구

2 56.4% Q37

보 통

요구

3 53.1% Q42

4 48.8% Q41

5 44.5% Q48

6 44.1% Q33

7 41.3% Q40

8 40.3% Q39

9 39.8% Q58

중 요

하 지

않 은

요구

10 38.4% Q43

11 35.1% Q47

12 34.1% Q49

13 32.7% Q35

14 29.4% Q53

15 26.0% Q54

16 25.6% Q57

17 24.6% Q45

18 20.9% Q52

19 19.9% Q55

거 의

중 요

하 지

않 은

요구

20
19.0% Q50

19.0% Q56

22 18.5% Q34

23
15.6% Q38

15.6% Q44
25 13.7% Q51
26 12.7% Q46

27 2.4% Q32

<표�Ⅲ-10>� 일반고�학생� 요구�

순위

순

위

학생

비율

요구

번호

중요

도

1 57.9% Q36 보통

요구2 53.7% Q42

3

35.8% Q33

중 요

하 지

않 은

요구

35.8% Q39

35.8% Q41

6 32.6% Q48

7
31.6% Q35

31.6% Q49

9 30.5% Q43

10
29.5% Q37

29.5% Q58

12
28.4% Q53

28.4% Q57

14 27.4% Q40

15 21.1% Q56

16 18.9% Q55

거 의

중 요

하 지

않 은

요구

17 17.9% Q38

18 15.8% Q47

19

14.7% Q45

14.7% Q50

14.7% Q51

22
12.6% Q34

12.6% Q54

24 9.5% Q44

25 7.4% Q52

26 3.2% Q46

27 2.1% Q32

<표� Ⅲ-11>� 과학고�학생�요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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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머릿글자 암기법)이어서 교수법 중에서는 기호화, 도표 정리 등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의외로 많이 

궁금해 한다는 점(Q39)인데, 그 이유는 수능에서 다른 관점이 출제되는 것

에 대한 염려, 교과서 관점에 대한 납득 불가, 순수한 학문적 궁금증 등으

로 추측되나 정확한 분석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교과내용지식 범주에 속하는 Q55~Q58(‘다른 내용과의 연계’)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또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요구에 해당되었다. 이는 

볼의 이론에서 ‘지평 내용 지식 (Horizon Content Knowledge, HCK, 수학

과에서는 KMH에 해당)’ 중에서 ‘다른 내용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중요

성이 덜함을 알 수 있다.

일반고 학생들과 과학고 학생들은 요구의 양상에서도 약간 차이를 보였

다(<표 Ⅲ-12>).

일반고 학생들은 Q37(어간, 어근, 어미, 접사 뜻 설명), Q40(기호화),

Q41(일람표), Q47(반복학습), Q52(문학작품 속 통시적 변화 부분 직접 찾

기), Q54(보조 교구)를 과학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다.

Q37의 뚜렷한 차이는 일반고 학생들의 형태론 기초지식 부족이 현재 학

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는 음운 단원 수업 전 형태론 

SMK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원 순서상 형태론이 음운론보다 먼

저 나오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또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 학생들

보다 더 정제되고 정리된 형태의 지식을 원하며, 반복학습을 더 원하고, 보

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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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비요구 요구 계 χ²값 유의확률

Q33
일반고

과학고

118(55.9)

61(64.2)

93(44.1)

34(35.8)

211(100)

95(100)
1.853 .173

Q35
일반고

과학고

142(67.3)

65(68.4)

69(32.7)

30(31.6)

211(100)

95(100)
0.380 .846

Q36
일반고

과학고

81(38.4)

40(42.1)

130(61.6)

55(57.9)

211(100)

95(100)
.379 .538

Q37
일반고

과학고

92(43.6)

67(70.5)

119(56.4)

28(29.5)

211(100)

95(100)
19.024 .000

Q39
일반고

과학고

126(59.7)

61(64.2)

85(40.3)

34(35.8)

211(100)

95(100)
.557 .456

Q40
일반고

과학고

124(58.8)

69(72.6)

87(41.2)

26(27.4)

211(100)

95(100)
5.406 .020

Q41
일반고

과학고

108(51.2)

61(64.2)

103(48.8)

34(35.8)

211(100)

95(100)
4.495 .034

Q42
일반고

과학고

99(46.9)

44(46.3)

112(53.1)

51(53.7)

211(100)

95(100)
.100 .922

Q43
일반고

과학고

130(61.6)

66(69.5)

81(38.4)

29(30.5)

211(100)

95(100)
1.759 .185

Q45
일반고

과학고

159(75.4)

81(85.3)

52(24.6)

14(14.7)

211(100)

95(100)
3.801 .051

Q47
일반고

과학고

184(87.2)

92(96.8)

27(12.8)

3(3.2)

211(100)

95(100)
6.882 .009

Q48
일반고

과학고

117(55.5)

64(67.4)

94(44.5)

31(32.6)

211(100)

95(100)
3.851 .050

Q49
일반고

과학고

139(65.9)

65(68.4)

72(34.1)

30(31.6)

211(100)

95(100)
.191 .662

Q52
일반고

과학고

167(79.1)

88(92.6)

44(20.9)

7(7.4)

211(100)

95(100)
8.576 .003

Q53
일반고

과학고

149(70.6)

68(71.6)

62(29.4)

27(18.4)

211(100)

95(100)
.029 .864

Q54
일반고

과학고

156(73.9)

83(87.4)

55(26.1)

12(12.6)

211(100)

95(100)
6.914 .009

Q56
일반고

과학고

171(81.0)

75(78.9)

40(19.0)

20(21.1)

211(100)

95(100)
.182 .669

Q57
일반고

과학고

157(74.4)

68(71.6)

54(25.6)

27(28.4)

211(100)

95(100)
.269 .604

Q58
일반고

과학고

127(60.2)

67(70.5)

84(39.8)

28(29.5)

211(100)

95(100)
3.016 .082

<표� Ⅲ-12>� 음운� 단원� 수업�중의� 요구에�대한� 일반고-과학고�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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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들이 취약한 지식의 범주

학생이 의식하지 못하는 취약한 지식의 범주는 SPSS에서 ‘변수 계산’을 

통해 학생별로 범주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다시 전체 학생의 범주 점수 

평균을 평균하여 구했다. 범주 순위는 <표 Ⅲ-13>과 같다.28)

일반고에서는 ‘음운론 학습의 목적’이라는 소범주가 1위이나, 과학고에서

는 7위이다.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음운 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걸 도대체 왜 배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면 과학고 학생들은 쉽게 지

식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데 다

른 변동이 나타나거나(예를 들면 명사+조사의 구조인 ‘밭이랑’은 [바치랑]

으로 소리내고,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밭이랑’은 [반니랑]으로 

28) 8범주-개별 음운 변동’은 음운 변동 중에서도 자음군 단순화와 평폐쇄음화에 몰려 있

다.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일

반

고

범
주
명

1.
음운
론 
학습
의 
목적

3.
규범
언어
와 
현실 
언어

9.
음운 
변동
이 
일어
나는 
과정

8.
개별 
음운 
변동

2.
발음
과 
표기
의 
관계

10.
발 음 
차 이 
구 별 
및 
발 음 
실기

4.
음운
의 
기본 
개념

6.
자음 
체계

5.
모음 
체계

7.
음절 
구조

평

균
2.872 2.703 2.655 2.652 2.566 2.519 2.524 2.459 2.444 2.417

과

학

고

범
주
명

9.
음운 
변동
이 
일어
나는 
과정

3.
규범
언어
와 
현실 
언어

2.
발음
과 
표기
의 
관계

4.
음운
의 
기본 
개념

8.
개별 
음운 
변동

10.
발 음 
차 이 
구 별 
및 발
음 실
기

1.
음운
론 
학습
의 
목적

5.
모음 
체계

7.
음절 
구조

6.
자음 
체계

평

균
2.588 2.561 2.549 2.542 2.530 2.415 2.389 2.378 2.367 2.310

<표� Ⅲ-13>� 학생이�의식하지�못하는�취약한�지식의�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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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내는 것),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음운 변동의 이름이 다른 경우(사잇소

리현상과 된소리되기)에, 즉 좀 더 심도 있는 탐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과

내용지식의 깊이나 초점을 달리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화된 내용지식(SCK)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학업 성취도가 

보통인 학생들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질문

의 답변에 관한 지식)과 학생의 개별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학업 성취도

가 보통인 학생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지식,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4.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교사 대상 양적 조사의 방법

조사 2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학생 의문 해소를 위한 지식을 교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교사의 공감 정도를 조사

하기 위해 교사 양적 연구도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지와 동일한 31개항의 

학생 의문(1번~31번)에 대해 “국어교사는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은” ‘꼭 

알아야 한다(4점)’. ‘알아야 한다(3점).‘ ’알면 좋지만 대개 모른다.(2점)‘ ’몰

라도 된다.(1점)‘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치

가 중앙값(2.5)보다 높으면 교사들이 이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느끼는 

방법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2
척도형 설문지 
및 체크리스트 
설문지

2016. 3~5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 61명

<표� Ⅲ-14>� 교사�대상� 양적� 조사의�방법,� 기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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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고 3.5점보다 높으면 ’답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문‘으로 보았

다. 또한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치대로 의문을 정렬하여 교사들이 어떠

한 의문에 대한 지식을 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순위를 조사

하였다.

또한 학생 설문지와 동일한 27개의 학생 요구(32번~58번)에 대해서는 본

인의 공감 여부를 표시하고, 교사들이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를 체크형으로(중복 체크 가능) 표시하게 하였다. 요구에 관한 교사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학생

들이 어떠한 요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로 할 수도 있었겠으나,

본고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실행 여부나, 학생 요구에 대한 교사의 예측 

능력을 확인하기보다는 학생의 요구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의도를 조사하

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공감 여부를 질문하였다.

교사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연계하여, 특정 지식에 대한 필지(必知) 정

도 판단과 실제 지식 보유 정도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학생 요구 수용 및 

불수용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참여자는 학생 양적 연구에 참여하는 3개 학교 교사(K고 2명, M고 7

명, 모 과학고 3명)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 (강남구 S여고 11명, 관악구 G고 3명, 관악구 M고 4

명, 관악구 S고 4명, 관악구 또 다른 S고 4명, 동대문구 K여고 1명, 마포구 

S고 4명, 송파구 J고 1명, 은평구 H고 5명, 은평구 S고 4명, 종로구 J고 6

명, 중랑구 J고 2명)을 더해 총 61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시간은 2016년 

3월 이후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음운 단원 마지막 차시 후 

1달 이내였다.

(2) 학생 의문 해결을 위한 지식의 필지(必知) 정도에 대한 판단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치대로 의문을 정렬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의문에 

대한 지식을 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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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응답

평균
문항 의문 내용

1 3.66 Q11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2 3.61 Q28

표기 ‘ㅇ’과 소리 /ㅇ/이 이해가 안 돼요. ‘ㅇ’이 ‘아’에

서는 발음이 안 되고, ‘강’에서는 발음이 되는 게 이해

가 안 돼요.

3 3.59 Q31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

4 3.54 Q23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돼요? “꽃은” [꼳]+

[은]→[꼬든] 아닌가요?

5 3.52 Q14
ㅑ, ㅛ가 ㅣ...ㅏ, ㅣ...ㅗ로 구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요.

6 3.51 Q1 분절 음운은 무엇이 분리된다는 뜻인가요?

7 3.51 Q22
겹받침 어차피 하나밖에 소리 안 나는 데 그냥 한 자

음만 쓰는 건 안 되나요?

8 3.48 Q20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글], “맑다”[막

따], 밟다[밥ː따]가 표준발음인가요?

9 3.48 Q25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잇몸’(이+몸)[인

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

요?

10 3.48 Q26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동이랑 매치가 안 

돼요.(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가요? 자음

군단순화(값→[갑])는 교체 아닌가요?)

11 3.44 Q24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뿔], 냇가[내까]’)

12 3.41 Q29
왜 맞춤법과 소리가 다를까요? 왜 ‘~할게’를 [할께]로 발음하

나요? 부엌에 왜 받침 ㅋ이 와요?

13 3.36 Q21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14 3.34 Q27 음운 변동이 소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표기에서 일어나

<표� Ⅲ-15>� 교사들이�해당�의문에�대한�지식을�반드시�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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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Ⅲ.1.(3) 선정 과정’에서 문항 Q1~Q31 각각의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치가 중앙값(2.5)보다 높으면, 교사들이 이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설문지에 제시한 31

개의 의문 모두에 대해 2.5점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즉 교사들은 여

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예: ‘촛불’이 [초뿔]이 되는 것은,

‘초’라는 소리와 ‘불’이라는 소리가 만날 때 [ㄷ]소리를 넣는 

현상인지, ‘촛’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ㄷ]소리로 끝나서 [뿔]

이라는 소리로 바뀌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15 3.31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

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라 발음하잖아요.
16 3.30 Q12 중성과 모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17 3.25 Q15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18 3.21 Q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

지 않나요?

19 3.18 Q10
/ㅁ,ㄴ/도 파열되는 것 같은데 왜 파열음이 아니라 비

음인가요?
20 3.16 Q8 파열음은 파열되는 느낌이 없는데 왜 파열음인가요?

21 3.13 Q18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

요.
22 3.11 Q9 /ㅈ/는 파찰음이라는데 저는 그냥 파열음 같은데요?

22 3.11 Q17
ㅚ, ㅟ나 ㅐ, ㅔ처럼 교과서 모음이 현실과 다른데 왜 그런

가요?

24 3.03 Q30
구개음화(예: 굳이, 해돋이)는 통시적인 것인가요? 공시

적인 것인가요?
25 2.98 Q4 ‘기름’의 ‘ㄹ’과 ‘알’의 ‘ㄹ’ 발음이 다른가요?
26 2.93 Q2 ‘소리의 고저’와 ‘억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27 2.89 Q7
/ㄴ/는 비음이라는데 왜 저는 코를 막아도 ‘나’ 소리

가 똑같나요?
28 2.87 Q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29 2.85 Q16 ㅢ에서 ㅡ, ㅣ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가요?

30 2.77 Q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 ]ː) 단어의 뜻을 구

별할 수 있나요?

31 2.72 Q5
z과 j, r과 l처럼 한국어로 구별 힘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

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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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제시된 모든 질문에 대해 ‘교사라면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알아

야 한다’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Ⅲ.1.(1) 선정 원리’에서 ‘둘째, 교사들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설문의 

결과 ‘둘째 선정 원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제외시킬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3) 학생 요구에 대한 교사의 공감 정도

61명의 교사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었다. 앞서 ‘3. (2) 본 조사 ② 교사 

본조사 과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제 본인의 실행 여부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감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을 나누어 비교할 때 교수자 쪽이, 교과 내용

을 알고 있는 전달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교사들의 공감정도가 높은 요구의 순위는 <표 Ⅲ-16>과 같다.

순

위
비율

공감

인원

요구

번호
요구 내용

1 96.7% 59명 Q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니다. 쪽날

개에 문법 용어 뜻 써 주세요.

2 90.2% 55명 Q36
음운 규칙에서 예외가 어렵습니다. 예외를 설

명해 주세요.

3 86.9% 53명 Q42
교과서에 예시가 적습니다. 예시를 많이 보여 

주세요.

4 83.6% 51명 Q33
교과서에 문법 개념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세

히 설명해 주세요.

5
82.0% 50명 Q49

이해는 하는데 문제를 못 풉니다. 연습문제나 

쪽지시험을 내주세요.
82.0% 50명 Q50 학생이 발음을 직접 해보도록 해 주세요.

7 78.7% 48명 Q35
교과서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서나 프

린트로 보충해 주세요

<표�Ⅲ-16>� 교사들의�공감정도가�높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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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48명 Q47 반복 학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요.

9 77.1% 47명 Q58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

어 표기법을 부록으로 실어주세요.

10 75.4% 46명 Q55
‘단어 형성법’ 같이 관련된 다른 단원이랑 연

관 지어 가르쳐주세요.

11 70.5% 43명 Q32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쳐

주세요.

12
67.2% 41명 Q54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보여 주는 표, 그림,

사진, 만화, 동영상, 입체적인 구강 모형, 거울 

등을 준비해 주세요.

67.2% 41명 Q40
말로 풀어진 설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 (예: ○+◇→△)

14 63.9% 39명 Q44
선생님께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해주시면 좋겠

어요.

15

62.3% 38명 Q38
음운 변화에서 통시적인 관점(시대에 따라 어

떻게 변해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62.3% 38명 Q51
친구들과 발음에 대해 먼저 토의하게 해 주세

요(탐구수업)

62.3% 38명 Q41
음운 규칙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해 

주세요

18 60.7% 37명 Q43
예시들이 어느 종류의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류별로 정리해 주세요.

19 57.4% 35명 Q48

초성을 딴 문장(예: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종

성 외울 때 ㄱㄴㄷㄹㅁㅂㅇ를 ‘그녀다리만 보

여’)이나 이야기로 된 암기법을 알려주세요.

20
50.8% 31명 Q52

고전 문학작품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통

시적 변화 부분(구개음화 등)을 직접 찾아보게 

해 주세요.

50.8% 31명 Q57 방언(사투리)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세요.

22 47.5% 29명 Q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지일 경우 교과서 외의 다

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요.

(예:“ ‘종로[종노]’ ‘십리[심니]’는 비음화지만 

동화 현상이 아니다.”)

23 42.6% 26명 Q56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와 비교, 대조하며 설명

해 주세요.

24 37.7% 23명 Q53 발음하는 대로 쓰기(예: ‘답답하다’[답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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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감 정도 1위인 Q37, 2위인 Q36, 3위인 Q42, 4위인 Q33은, 일반고 

학생 요구 순위에서도 각각 2위, 1위, 3위, 6위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중 Q37, Q36, Q33은 모두 ‘교과서 학습 

내용’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Q42는 ‘교과서 표현 방식’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역시 학습 내용과 매우 관계 깊은 것이어서, 요구 중에서 교과 내용 

지식(SMK)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통계상 확인할 수 있었다.

Q45 “선생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발음, 아기 발음 흉내로 재미있게 수업해 

주세요.”와 Q46 “자음, 모음 등을 ‘이 놈, 저놈’이나 ‘얘, 쟤’로 의인화해서 

수업해 주세요.”는 모두 본고의 분류 기준상 ‘중요하지 않은’이거나, ‘거의 

중요하지 않은’ 요구이기는 하나, 유독 학생들의 요구 비율에 비해 교사의 

공감 비율이 더 낮은 항목이었다. 전반적으로 교사의 요구 공감 정도가 학

생의 요구 정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Q45와 Q46에서 학생들의 요구 

비율이 교사의 공감 비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교사의 실행 및 연기’

범주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는 교육적 

중요성이 낮다고 보거나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실행이나 연기가 소수의 학

생들에게는 수업의 활력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는 소수이며 앞서 언급한대로 중요한 요구로 볼 수는 없다.

Q45와 Q46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교사의 요구 공감 정도가 학생들의 

요구 정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학생 요구와 교사 공감 간의 교차분석

에서 대한 유의확률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0.000이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간 유의확률(p값)이 높은 문항이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문항에는 Q39, Q41, Q48, Q53이 있다(Q34는 

학생, 교사들 양쪽 다 거의 중요하지 않게 보았으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논

하고, Q45, Q46은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제외한다.).

를 많이 연습시켜 주세요.

25 26.2% 16명 Q34 문법 용어의 원어(영어 명칭)도 알려주세요.

26 18.0% 11명 Q45
선생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발음, 아기 발음 흉

내로 재미있게 수업해 주세요.

27 8.2% 5명 Q46
자음, 모음 등을 ‘이 놈, 저놈’이나 ‘얘, 쟤’로 

의인화해서 수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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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집단

사례수(비율%)
계 χ²값

유의

확률
학생 비요구

교사 비공감

학생 요구

교사 공감

Q32
일반고 학생

교사

206(97.6)

18(29.5)

5( 2.4)

43(70.5)

211(100)

61(100)
151.101 .000

Q33
일반고 학생

교사

118(55.9)

10(16.4)

93(44.1)

51(83.6)

211(100)

61(100)
29.681 .000

Q34
일반고 학생

교사

172(81.5)

45(73.8)

39(18.5)

16(26.2)

211(100)

61(100)
1.760 .206

Q35
일반고 학생

교사

142(67.3)

13(21.3)

69(32.7)

48(78.7)

211(100)

61(100)
40.826 .000

Q36
일반고 학생

교사

81(38.4)

6( 9.8)

130(61.6)

55(90.2)

211(100)

61(100)
17.733 .000

Q37
일반고 학생

교사

92(43.6)

2( 3.3)

119(56.4)

59(96.7)

211(100)

61(100)
34.021 .000

Q38
일반고 학생

교사

178(84.4)

23(37.7)

33(15.6)

38(62.3)

211(100)

61(100)
53.398 .000

Q39
일반고 학생

교사

126(59.7)

32(52.5)

85(40.3)

29(47.5)

211(100)

61(100)
1.024 .377

Q40
일반고 학생

교사

124(58.8)

20(32.8)

87(41.2)

41(67.2)

211(100)

61(100)
12.821 .000

Q41
일반고 학생

교사

108(51.2)

23(37.7)

103(48.8)

38(62.3)

211(100)

61(100)
3.444 .081

Q42
일반고 학생

교사

99(46.9)

8(13.1)

112(53.1)

53(86.9)

211(100)

61(100)
22.660 .000

Q43
일반고 학생

교사

130(61.6)

24(39.3)

81(38.4)

37(60.7)

211(100)

61(100)
9.552 .002

Q44
일반고 학생

교사

178(84.4)

22(36.1)

33(15.6)

39(63.9)

211(100)

61(100)
56.704 .000

Q45
일반고 학생

교사

159(75.4)

50(82.0)

52(24.6)

11(18.0)

211(100)

61(100)
1.162 .307

Q46
일반고 학생

교사

184(87.2)

56(91.8)

27(12.8)

5(8.2)

211(100)

61(100)
.964 .326

Q47
일반고 학생

교사

184(87.2)

13(21.3)

27(12.8)

48(78.7)

211(100)

61(100)
36.396 .000

Q48 일반고 학생 117(55.5) 94(44.5) 211(100) 3.123 .083

<표� Ⅲ-17>� 일반고�학생의�요구와�교사의�요구�공감에�대한�교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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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교과서 이외의 다른 관점 설명)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 순위(27개 항 

중 8위, 40.3%)에 비해 교사의 공감 순위(22위, 47.5%)는 상대적으로 낮았

다.

Q41(일람표)의 경우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48.8%, 4위)이 요구하는 것

이나, 교사의 공감정도는 62.3%(15위)에 그쳤다.

Q48(머릿글자 암기법)도 학생들의 요구 순위는 높으나 (5위, 44.5%), 교사

의 공감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19위, 57.4%).

Q53(발음하는 대로 쓰기 연습)도 학생들의 요구 순위는 14위(29.4%)인데 

반해, 교사의 공감 순위는 24위에 그쳤다.

요약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 교과 내용 지식(CCK)을 일목요연하고 선

명하게 정리하고 암기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일을 교사가 해주기를 희망한

다. 질적 연구 분석 결과 교사는 학생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수

용하기 않기도 한다.

교사 26(42.6) 35(57.4) 61(100)

Q49
일반고 학생

교사

139(65.9)

11(18.0)

72(34.1)

50(82.0)

211(100)

61(100)
43.791 .000

Q50
일반고 학생

교사

171(81.0)

11(18.0)

40(19.0)

50(82.0)

211(100)

61(100)
84.856 .000

Q51
일반고 학생

교사

182(86.3)

23(37.7)

29(13.7)

38(62.3)

211(100)

61(100)
60.083 .000

Q52
일반고 학생

교사

167(79.1)

30(49.2)

44(20.9)

31(50.8)

211(100)

61(100)
21.278 .000

Q53
일반고 학생

교사

149(70.6)

38(62.3)

62(29.4)

23(37.7)

211(100)

61(100)
1.525 .272

Q54
일반고 학생

교사

156(73.9)

20(32.8)

55(26.1)

41(67.2)

211(100)

61(100)
35.081 .000

Q55
일반고 학생

교사

169(80.1)

15(24.6)

42(19.9)

46(75.4)

211(100)

61(100)
66.610 .000

Q56
일반고 학생

교사

171(81.0)

35(57.4)

40(19.0)

26(42.6)

211(100)

61(100)
14.421 .000

Q57
일반고 학생

교사

157(74.4)

30(49.2)

54(25.6)

31(50.8)

211(100)

61(100)
14.017 .000

Q58
일반고 학생

교사

127(60.2)

14(23.0)

84(39.8)

47(77.0)

211(100)

61(100)
26.28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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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가치관 때문이었다.

첫째, 학생의 학력 수준상 교과서 내용만 학습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5. 교과서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서나 프린트로  보충

해 주세요.’, ‘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지일 경우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요. (예:“ ‘종로[종노]’ ‘십리[심니]’는 비음화지만 동화 현상이 

아니다.”)’, ‘52. 고전 문학작품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통시적 변화 

부분(구개음화 등)을 직접 찾아보게 해 주세요.’ 등이 그러한 요구에 해당

한다.

둘째, 교과서 외의 내용은 학생이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5. 교과서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서나 프린트로  보충해 주세요.’,

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지일 경우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

요. (예:“ ‘종로[종노]’ ‘십리[심니]’는 비음화지만 동화 현상이 아니다.”)’ 등

이 그러한 요구에 해당한다.

셋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

말로 풀어진 설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 ‘41. 음운 규칙 전

체를 한 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해 주세요.’ ‘47. 반복 학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요.’, ‘52. 고전 문학작품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통시적 

변화 부분(구개음화 등)을 직접 찾아보게 해 주세요.’, ‘53. 발음하는 대로 

쓰기(예: ‘답답하다’[답따파다])를 많이 연습시켜 주세요.’ 등이 그러한 요구

에 해당한다.

넷째, 암기법이나 기호화, 단순 반복이 원리 이해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40. 말로 풀어진 설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

‘41. 음운 규칙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해 주세요.’, ‘47. 반복 학

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요.’, ‘48. 초성을 딴 문장(예: 음절의 끝소리

에 오는 종성 외울 때 ㄱㄴㄷㄹㅁㅂㅇ를 ‘그녀다리만 보여’)이나 이야기로 

된 암기법을 알려주세요.’등이 그러한 요구에 해당한다.

다섯째, 교육적 중요성이 낮거나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45. 선생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발음, 아기 발음 흉내로 재미있게 수업

해 주세요.’, ‘53. 발음하는 대로 쓰기(예: ‘답답하다’[답따파다])를 많이 연

습시켜 주세요.’, ‘57. 방언(사투리)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세요.’ 등이 그러

한 예이다.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 74 -

첫째, 진도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3. 교과서에 문법 개념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36. 음운 규칙에서 예외가 어렵습니

다. 예외를 설명해 주세요.’, ‘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니다.

쪽날개에 문법 용어 뜻 써주세요.’, 42. 교과서에 예시가 적습니다. 예시를 

많이 보여 주세요.’, ‘47. 반복 학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요.’, ‘49. 이

해는 하는데 문제를 못 풉니다. 연습문제나 쪽지시험을 내주세요.’, ‘53. 발

음하는 대로 쓰기(예: ‘답답하다’[답따파다])를 많이 연습시켜 주세요.’, ‘57.

방언(사투리)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세요.’ 등이 그러한 요구이다.

둘째, 교사의 지식이나 기억력 부족 때문이다. ‘33. 교과서에 문법 개념 설

명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36. 음운 규칙에서 예외가 어렵

습니다. 예외를 설명해 주세요.’, ‘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

니다. 쪽날개에 문법 용어 뜻 써주세요.’, ‘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지일 경

우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요.’, ‘57. 방언(사투리)과 연관 지

어 설명해 주세요.’ 등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 교사의 지나친 수고와 체력을 요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40. 말로 

풀어진 설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 ‘43. 예시들이 어느 종

류의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류별로 정리해 주세요.’, ‘52. 고전 문학작품

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통시적 변화 부분(구개음화 등)을 직접 찾아

보게 해 주세요.’, ‘58.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

기법을 부록으로 실어주세요.’ 등이 그러한 요구에 해당한다.

넷째, 동료교사와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42. 교과서에 예시가 적습니

다. 예시를 많이 보여 주세요.’, ‘47. 반복 학습이 부족합니다. 반복해 주세

요.’, ‘49. 이해는 하는데 문제를 못 풉니다. 연습문제나 쪽지시험을 내주세

요.’등이 그러한 요구에 해당한다. “다른 반 선생님은 추가로 해주었는데 

왜 우리 반은 안 해주냐?”는 학생들의 항의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다.

다섯째, 요구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니다. 쪽날개에 문법 용어 뜻 써주세요.’, ‘39. 문법 이론이 여러 가

지일 경우 교과서 외의 다른 관점도 설명해 주세요.’, ‘40. 말로 풀어진 설

명을 기호화하거나 요약 정리해 주세요.’, ‘41. 음운 규칙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해 주세요.’, ‘52. 고전 문학작품과 현대 문학작품을 비교

하며 통시적 변화 부분(구개음화 등)을 직접 찾아보게 해 주세요.’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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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예이다.

5.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보유 

상태

(1) 교사 대상 질적 조사의 방법

교사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 현황과 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 참여자는 아래 근거로 산출하였다. 대학원 문법교육(음운교육)

전공 유무, 교육 경력 3년 미만과 10년 이상, 이번 학기 문법 담당 여부에 

따라 최대차이샘플링으로 선정하므로 2*2*2=8이 되어 최소 8명을 조사하여

야 한다. 또한 사이드만(Seidman, I., 2006; 박혜준 외 역, 2009)에 따르면 

면담의 구조상 3회 면담이 적절하고, 1회 면담은 1시간 30분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1인당 4.5시간을 면담하게 된다. 그런데 크베일(Kvale,

S., 1996; 신경림 역, 1998: 237)에 따르면 1시간당 전사자료가 30장 가량 

되므로 1인당 전체 전사자료가 135장 가량 된다. 크베일(Kvale, S., 1996)에

는 1000장은 너무 많은 분량이라 하는데, 이를 최대치 기준으로 삼아 1000

장 나누기 135장를 하면 최대 7.4명이 된다. 그러므로 최소, 최대 기준에 

맞추어 8명을 산출하였다.

연구 과제 3의 양적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질적 연구를 위해 최대차이 

샘플링(Maximum Variation Sampling)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설득하여 추

가적인 면담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 4명(교사코드 S교사, M교사, I교사, C

교사)과 양적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원에서 음운교육을 전공하

여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교사 3명(D교사, K교사, H교사), 비전공,

비담당이며 경력 10년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교사 1명(Y교사)을 선정하였

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였다(<표 Ⅲ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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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dman(2006)에 따라 1~2주 간격을 두고 3회 면담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학교와 연구참여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옮겨 질 수 있었다. 연구수

행 장소는 참여자의 학교, 조용한 커피숍 등이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

담으로, 내용은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면담의 질문 내용은 회차별로 아래와 같다. 1차 면담에서는 주로 교과내

용지식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메타적 인식을 질문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주로 학생의 의문들에 대한 교사의 설명 방식을 질문하였으며, 3차 면담에

서는 학생들의 요구들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식과 공감 여부를 질문하였

다.

사

례

코

드

성

별

연

령

(만)

경력

년.

개월

학부 

전공

학과

대학원 전공 여

부

이번 

학기
문법 교육 경험

1 I 여 29 2.6
국어

교육

학부 때 문법에 

관심 

고1 

국어

문법 방과 후 수업 

개설 경험 있음. 

2 D 남 28 4.5
국어

교육

사범대 석사 졸

업(음운 교육) 

고1 

국어

중학교에서 주로 교

육

3 K 여 31 7.0
국어

교육

사범대 석사 졸

업(음운 교육)

고1 

국어

국어 과목 안에서만 

교육

4 S 남 52 26.6
국어

교육

사범대 석사 졸

업(현대시 교육)
고2

다년간 문법 과목 

교육. 최근에는 

2012,2013 고3 문

법. 2015,2016 문

법 방과 후 수업. 

5 M 남 26 2.0
국어

교육

학부 때 문학에 

관심

고1

국어

문법 방과 후 수업 

개설 경험 있음. 

6 H 여 34 8.0
국어

국문학

사범대 석사 수

료(음운 교육)
휴직

문법 과목 4년. 교

과서 집필, 도교육

청 문법 수업 교사 

연수 강사.

7 Y 여 41 17.0
국어

국문학

학부 때 문학 

어학 고르게 관

심

복직

고1

안 한지 오래됨. 10

년 전 실업계고에서 

문법 과목 교육. 

8 C 남 42 11.0
국어

교육

학부 때 문법에 

관심 

고3 

문법

문법 과목 6년 교

육.

<표� Ⅲ-18>� 면담�연구� 참여자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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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면

담

1. 국어 교사가 되기까지의 삶(계기나 동기,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2. 본인의 문법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

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3. 학생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 본인이 지

닌 문법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4. 본인의 문법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5. 문법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문법 지식이나, 알긴 아는데 설명하

기 어려운 문법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수업 

중 작성하신 메모도 참조해 주세요.). 

6. 문법 교육을 위해 어떤 지식이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7. 문법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문법 교육을 통해 어떠

한 것을 배우고 얻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세요.  

8. 문법에 대한 사범대학 교육이나 교사 연수 교육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세요. 

9. 문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지도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2

차

면

담

1. 수업 진행 전이나 수업 진행 중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또는 학생들이 어떠한 점을 궁금해하는지 파악하

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운 수업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 중, 

반응도가 높은 질문들의 목록입니다. 각각에 대한 본인의 설명 방식

이나 수업 방식을 알려 주세요. 

3. 교사가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말씀

해 주세요. 

3

차

면

담

1.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운 수업과 교과서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들

의 목록입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수업 경험을 말씀해 주세

요. 

2. 문법 및 문법 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이 본인의 문법 수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해 주세요. 

3. 면담을 종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표�Ⅲ-19>� 교사� 면담�연구� 회차별�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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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전체 24회(8명*3회)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전사는 초벌 전사와 수정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의 모 교육대학교 학생

들 중 국어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전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초벌 전

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초벌 전사 작업에서는 전사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화가 일어난 시간은 기록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화만 

채록하였다.

초벌 전사할 때 ‘그’, ‘어’, ‘이제’, ‘좀’, ‘뭐’,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등 1초 이내의 회상이나 단어 선택 시간에서 나타나는 간투어는 삭제하였

다. 웃음은 연구참여자가 본인이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딱함,

부끄러움, 당황)이나 인식을 드러내므로 표시하였다. ‘선생님’을 ‘쌤’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줄임말은 적절히 표준어로 수정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가 면담 녹음 데이터 전체를 다시 들으며, 각각의 대화가 

일어난 시각을 초단위까지 기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초벌전사자가 잘못 기

록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전사가 완료된 후 nvivo11로 분석하였다. 한글 파일로 작성된 면담 전사

자료를 nvivo11에 적합한 txt 파일 형식으로 바꾸어 저장한 후, 하나의 

nvivo project 파일에서 24개의 면담 전사자료(24개의 source)를 불러들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별로 project 파일을 만들지 않고 한 개의 파일에서 

분석한 이유는 최대차이 샘플링으로 표집된 다양한 교사들의 공통적인 특

징을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면담 회차별로(질문 내용별로)

project 파일을 만들지 않고, 24개를 한 개의 파일에서 분석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답을 함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른 질문의 답에서 같은 코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차 면담의 2번 질문(학생 의문 Q1~Q31에 대한 교사 본인의 설명 방식)

과 3차 면담의 1번 질문(학생 요구 Q32~Q58에 대한 교사 본인의 공감 여

부와 공감 이유,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한 반응은 어느 설문 문항에 대한 것

인지 문항 번호(Q-숫자)를 붙여서 코딩하였다. 예를 들면 ‘Ｑ2-소리의 고저

와 억양에 대해 암묵적 지식은 있으나 명시적 개념적으로 설명 못함’, ‘Ｑ

19-유사한 음운 환경에서는 공통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식이다. 문

항별로 답변 내용을 종합해서 볼 수 있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다른 질문 내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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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더 관련되는 쪽의 질문 번호로 코딩하였다. 예

를 들어 “Ｑ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을 잘 모릅니다. 쪽날개에 문법 

용어 뜻 써주세요.”에 대한 답변 중 “교과서에 문법 개념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자세히 설명합니다.”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Ｑ33을 붙여 코딩하였

다.

2차 면담의 2번 질문(학생 의문 Q1~Q31에 대한 교사 본인의 설명 방식)

에 대한 반응에서는 교사들의 해당 지식 보유 양상과 정도가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지식을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1차 코딩 과정에서 부족한 지식과 부정확한 지식에는 각각 따로 표시를 

해 주었다.

(예:Ｑ2 부족한 지식-고저와 억양의 차이를 모름을 자각함.

Ｑ6 부족한 지식-탄설음과 설측음의 차이를 모름.

Ｑ15 부정확한 지식-반모음은 음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

Ｑ15 부정확한 지식-반모음(semivowel)의 ‘반’을 발음 소요 시간의 절반

(half)으로 잘못 이해.)

본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가설을 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

사의 교과내용지식 상태와 교사의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기여하는 가능한 

모든 변인을 연구 참여자의 시각과 목소리로 도출해 보려 하는 시도를 하

지식 명명 교사의 해당 지식 보유 양상과 정도
부족한 지식

(lacking knowledge)
해당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부정확한 지식

(incorrect knowledge)
해당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

(abundant & correct

knowledge)

해당 개념을 잘 알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연관 설명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
추천할만한 문법 교과내용지식

(recommendable knowledge)

정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알

면 유용한 탁월한 지식

<표� Ⅲ-20>� 교사의�해당�지식� 보유� 양상과�정도에�따른� 지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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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지식 보유 상태와 관련 요인을 구조적으로 범

주화하고 위계를 세워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거기에 맞춰 자료를 분석하

지 않고, 귀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원자료(raw data)에서 시작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수정하면서 점차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즉 1차 코딩에서 개방 코딩을 한 후 유사한 의미의 노드를 묶어나가며 

범주를 형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사자료에서 교사의 교과내용지식과 관련하여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을 선택하여 일차적으로 노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에서 “설명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그냥 좀 약간 얼버무리는 경향도 없

잖아 있기는 합니다”라는 부분이 의미있는 핵심 주제로 간주되면 이 부분

을 지정(segmenting)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회피> 등의 이름

의 새 노드를 만들어 집어넣었다. 1차 노딩에서 총 1668개의 reference로부

터 1188개의 node가 형성되었다.

<그림� Ⅲ-1>� 문법� 교과내용지식에�대한�교사들의�인식과�교사들이�보유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분석하기�위한�면담�내용의�코딩

그리고 이것들을 검토하여 잘못 처리한 부분, 의미가 동일하거나 세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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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계적으로 구조화 한 2차 노딩작업을 

실시하였다.

2차 노딩에서 38개의 node가 형성되었고 이를 다시 추상화하여 3차 노딩

을 하였다. 질적 분석으로 알아내고자 한 범주를 형성하기까지 1차, 2차, 3

차 노딩의 예는 <표 Ⅲ-21>과 같다.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 범주화>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의 질과 

구조 범주화>

1차 

노딩의 

예

- 교사 초년의 섬세하고 깊은  

지식은 많이 잊어버림 

- 교과내용지식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함

…

- 탄설음과 설측음은 조음위치

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

라 조음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을 알지 못함

- ㅅ의 조음위치에 대해 훈민

정음 시기의 조음위치(치음)

와 혼동

-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혼용

…

2차 

노딩의

예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 1차 본인 문법 지식 평가

- 면담 후 교사의 반성

- 문법 전공 지식이 수업에

주는 의미

…

- 조음 위치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함.

-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지식

이 부정확함.

…

3차

노딩의

예

- 교사 내적 요인 

- 교사 외적 요인 

- 교사 교육의 구조적 요인

…

- 부정확한 지식(incorrect

knowledge).

- 부족한 지식(lacking

knowledge)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표�Ⅲ-21>� 면담� 내용의�범주� 형성을�위한� 1차,� 2차,� 3차� 노딩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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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차 면담 때와 3차 면담 때의 반응을 모두 종합하였다. 본인의 지식 수준

에 대한 판단은 1차 면담 때와 3차 면담 때 현저하게 달랐고,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가치와 상대적 비중에 대한 의견은 교사에 따라 1차 면담 

때와 3차 면담 때에 동일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였다.

①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교사들이 문법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아래와 같다. 2인 

이상의 교사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법 교과내용지식, 문법 교수법에 

대한 지식,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문법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었다.

D교사: 교과지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쩝) 이건 크게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

요. 학생이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국어교육, 국

어에 대한 과목에 대한 흥미도나 태도나 사전지식 그런 거들도 다 알아야 

되고. (중략) 그리고 조금 더 엮는다면 평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

은 해요. 왜냐하면 평, 학생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평가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아줘야 되고, 그리

고 그 평가에서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일상생활에

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평가문항을 만들면 학생

들이 이제 문법지식의,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알 거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 느낄 거고.

(D교사 1차 면담)

언급한 교사 수 reference 개수
문법 교과내용지식 6 9
문법 교수법에 대한 지식 5 6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식
3 3

문법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2 6
문법 평가에 대한 지식 1 1

<표� Ⅲ-22>� 교사들이�문법�교사에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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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문법교육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 교사에게 있어야 할까요?

I교사: 당연히 문법에 관한 지식이 아닐까요? 가르치는 법? 또 요즘 세대에 

맞는 거는 인터넷 언어생활? 실상? 에 대해서?

(I교사 1차 면담)

I교사:(교육과정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왜냐면 교과서를 수업하기 전

에 교과서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 교과서가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만든 거

잖아요? 교과서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까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든 교육과정을 봐야 하는데, 제가 엉뚱한 거 보고 있

으면 안 되잖아요.

(I교사 1차 면담)

이는 교사 연수를 희망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사 연수를 

희망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2인 이상의 교사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

은 교수법 교육,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한 번 훑어주는 교육, 문법 교육

과정 교육, 문법교육의 목적 교육이었다. 세부적인 문법 지식, ‘문법의 전반

적인 체계에 대한 지식’도 넓게 보면 교과내용지식에 들어가나 교사들이 

언급한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문법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교사 연수를 필요로 하는 지

언급한 교사 수 reference 개수
교수법 교육 5 15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한 

번 훑어 주는 교육
4 17

‘교과내용지식’(세부적인 문

법지식을 가리킴) 교육
4 5

문법 교육과정 교육 2 6
문법 교육의 목적 교육 2 4
문법 평가 교육 1 1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교육
1 1

<표� Ⅲ-23>� 교사들이�연수를�희망하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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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비교해 보면,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과 문법 교수법 지식에 대

해 문법 교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동

시에 현재 교사들에게 부족한 지식이라고도 생각한다.

S교사 :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법이 스며들어 가게 하면 되는데 그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가다가 왜, 버스에 붙어 있는 

문구, (중략) 정부발표 문구, 광고 문구, 이런 것들에서 잘못된 걸 찾아서 얘

기를 해줘요. 애들이 흔히 봤던 거니까 보면 흥미를 갖고 “어, 그래요”(학생 

어조로) 하고 그리고 나서 흥미를 가지면 이때다 하고 이제 그걸 문법적으

로 설명하려고 하면 3분 지나기가 어려워요. (웃음) 근데 일종의 그런 교수

법 같은 것. 이 딱딱하고 재미 없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재밌

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칠 수 있을까. 수업시간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S교사 1차 면담)

I교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부족, 제가 저에게 부족한 점은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만 보고 가르치기는 제가 너

무 부족해서 전공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래서 그 지도

서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거기에 나오

는 설명들이, 거기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고, 어느 책에서 이 설명을 가져

왔는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자명) 괄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

자명) 괄호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

고 찾아 봐야겠구나 생각이 돼서 지식적인 부분이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네..

(I교사 1차 면담)

K교사: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수업 같은 경우 수업방식에 대한 연수가 굉장

히 많거든요. 거꾸로 수업이라던가, 하브루타 라던가 이런 방식에 대한 설

명만 있고, 교과에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예시를... 문법 

쪽으로는 잘 안 들더라고요. (중략) 좀 더 문법지식적인 측면에서... 물론 교

사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연수도 희망하는 교사는 들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더

라도. 저는 참여의사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하하하...

(K교사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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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사 연수를 희망하는 지식에서는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지식’이 두드러지며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축소되

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특별히 부족하다고 여기

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이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Y교사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문법에 대해서 연수가 있다 하면 

어... 조금, 다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문법을 다,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다보니까 자꾸 좀 잊어버리고, 빠져, 빠지고 이래서. 체계

적이고 전반적으로 한 번 좀 훑어 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문법의 전문적인 체계를 좀 훑어 주는 게, 필요하다.

Y교사: 네, 한 번 진짜 보수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다. 네.

1정, 1정 연수(1급 정교사 연수)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국어 교사들도 

(흡기음 ‘스읍’) 물론 연수가 있고 많긴 하지만, 조금 의무가 아니다보니까 

뭐, 뭐,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연수 교육이 있

다면, 좀 이렇게 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훑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배운 문법론 책 한 권이 다니까. 예. 좀 저

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네요? (연구자, Y교사 모두 웃음)

(Y교사 1차 면담)

이처럼 전반적인 체계를 훑어 주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교사들도 

파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단원별로 나눠서 전 학

급에 자기 파트만 가르치는데 이때 해당 파트 외의 단원까지 공부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에 교과서 없이 수능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식 문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C교사 :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한 시간을 음운이면 음운에 대해서 쭈

욱 설명하기 보다는, 실제 수업은  1번 문제가 음운이면 음운에 대해서 잠

깐 또 설명하고. 또 2번이 또 단어면 또 단어에 대해서 설명, 상당히 좀 파

편적인 그런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죠.

(C교사 1차 면담)

Y교사: 문법.. 수업....이 요즘은, (쩝)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교사

들도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을 나눠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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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거든요. 열두 반이면, 열두 반을 이제 전부 다 나눠서 들어가고. 옛날

에는 반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 풀어서 들어간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러다보니까 (흡기음 ‘스읍’) 어... 좀 편한 점도 있지만, 교사에게는. 교사의 

어떤 수준 향상에 좀, 수준 향상에 있어서는, (흡기음 ‘스읍’) 어떤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Y교사 1차 면담)

지식의 비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 교육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과 달리 <표 Ⅲ-22>에서 언급한 교사 수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교수법과 교과내용지식이 공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H교사 : 제가 인제, 제가 현장에 가고 연수를 듣는데, 여러 개 중에 들어야 

된다면 그게, 나뉘어져 있다면,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2차 면담 직후였다면 아마. 교수 내용.’ 내용 (말하듯

이) ‘아 너무 부족해!’ 이러면서 그런 수업을 들을 것 같고! 음... 지금 문법 

수업 단원을 수업을 인제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지루해할 것 

같...다. 이러면 어떤 다른 선생님들한테 재미있게 수업하는 방법 없나? 방

법적인 것도 찾아볼 것 같고.

(H교사 2차 면담)

②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와 깊이

교사들 스스로 생각하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와 깊이에 대

한 질문은 2차 면담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였다. 즉, 학생들의 많은 의문 사

항에 대해 교사가 직접 설명해 본 후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2차 면담 후 교사들은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의 범위에 대해 교사가 가르

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언급한 교사 수: 4명, reference 개수 9). 그리고 이 지식들을 갖추기 위해

서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문법 개론서, 음운론 전공서적의 기본 지식과 

어문 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처음에 대략 언급할 때는 매우 세부적

인 지식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하나 결국 하위 분야로 예를 든 지식의 범위

를 합치면 상당한 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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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사: 어... 교사가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은 당연히 학생들보다는 많이 알

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나온 질문들처럼, 매우 세부적인,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건 교사들도 똑같이 가장 기

본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외울 순 없는 상황이고, 교사가 알아야 될 지식, 지식의 범위라

고 하면  적어도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문법 개론서 또는 음운 변, 음운에 

관한 문법 전공 서적, 전공 서적 정도의 지식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문 규범의 세부적인 조항을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법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알아야 된

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이 문법 지식의 범위죠? 가르치는 지식의 범위 이

런 거 다 필요 없이... 문법 지식이죠, 이거는. 개론서 다 외우고, 전공서는 

다 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자, D교사 모두 웃음)

연구자: 그러면은 처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처음에는... 뭐.

D교사: 핵심만(웃음). 사례는 다 못 외우죠. 예를 들어서 부사형 접사가 뭐,

뭐, 뭐가 있는 건 알고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건 아는데 전공서적에는 

그거 말고도 다서, 여섯 개, 일곱 개 더 나오는데 그 단어 일곱 개를 다 외

울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파생 접사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단어, 접사가 쓰여서 파생된 단어는 대표적으로 어떠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더 많이 있는 거는 몰

라도 된다(웃음). 이제 좀 뭔가 명확하게 됐나요?

연구자: 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적지 않은 양일 것 같아요. 개론

서를 다 외우고, 그리고 문법 기본서...

D교사: 그거는 다 알아야 되지. 개론서 정도는 다 외워야 되지 않나요? 교

과서를 다 외우, 이해한다는 내용이니까. (중략) 물론 공명도, 이런 거까지는 

몰라도 될 거 같아요. 발음 기호(IPA를 의미하는 듯),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압니까, 교사가. 하지만 뭐, 음운론이나, 우리말문법론, 그런 전공 서적들 정

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D교사 2차 면담)

교사가 알아야 할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깊이에 대해서는 개론서를 다 외

우고 어문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었다(언급한 

교사 수 5명, reference 개수 8). 각론 기본서에 대해서는 교사들마다도 약

간은 의견이 달랐다. 개론서(문법론, 문법교육론)는 숙지하나 각론까지 숙

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는 교사(예:K교사) 도 있었고, 각론 기본

서(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도 세세한 예를 제외하고는 숙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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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교사(예:D교사)도 있었다.

여기서 ‘숙지한다’ 함은, 책 속의 지식이 교과서의 어떤 내용과 연관되고,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며, 대표적인 

사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몇 개 아는 정도로 보았다. 서로 다른 이론(異

論)이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

엇인지 아는 정도로 보았다.

K교사: 음운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중략) 문법 지식 중에 가장 체

계가 적은, 이론(異論)이 좀 많은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문법적 

지식에 나오는 개론서 내용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다양

한 질문들에 대처를 하려면, 그 개념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다른 예시들이 

왜 그런가 어문규정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중략) 다른 단원의 경우에는 워낙 통일된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를 ‘이’자 쓰는, 다른 이론...

연구자: 예. 다를 이(異)자 쓰는 이론.

K교사: 다른 이론(異論)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략) 굳이 “다른 학자들은...”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K교사 2차 면담)

D교사: 만약에 문법 지식에 대한 수치로 나타내서 100이라고 본다면, 어...

학생이 알고 있는 게 20이다 하면, 세부적인 게 20이다, 하면 교사는 80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완벽히 알 수는 없고, 학생들...에게 전체를 

꿰뚫어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학생들이 그걸 잘 몰라서 

대답을 이해할 수는 없을, 없을지라도. 어... 교사는 설명하기 전에 이게 다 

어떤 내용과 관련되고, 여기서 어떤 것을 더 알 수 있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과 다른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

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게 자기변명일 수도 있는데, 사례가 즉석에서 안 떠오르거나, 아니면,

또... 정말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을 할 수 없거나. 뭐, 그 정도

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D교사 2차 면담)

S교사는 ‘각론 기본서 숙지’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교과서 문법이나 어문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뒤따르는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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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자: 큰 질문 3번입니다. 교사가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의 범위를 어디까

지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S교사: 최소한 중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적용까지는 다 알아야죠. 당연히 직업의 문제, 반드시 갖춰야 될 요

소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질문지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요. 지금 하나하나씩 제대로 알고 있나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런 문법을 체계를 세우게 되는 과정 그게 이제 국어사 쪽이든지 현재 발

음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 대한 것도 최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법 교과서가 문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의 기

본 틀이 바로 전 단계,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규정

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거리

는 뭔지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수업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S교사 2차 면담)

이상은 중간정도 수준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논한 것인데,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각각의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의 양과 질은 

학습자 집단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Y교사 : 애들은 좋아하는데... 내가 좀 빡센 학교, OO구에 문법도 따로 하는 그

런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지요. 여기 애들

은, 워낙, 아는 자체가 너무 힘든 애들이니까, 개념 자체를 모르고 오는 애들이니

까,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쪽 애들은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

더라고요, 그 차이는 있어요.

(중략)

연구자: 애들하고 같은 지식 수준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아하는군요.

Y교사: 그냥 먹힙니다. 나쁘지 않아요. (중략) 이번에도 꽤 어렵게 나왔잖아요?

중세 국어 문법 하고 해가지고 같이 막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OO구 애들은 대비를 한단 말이죠. 여기 애들은 그냥 멘붕 오고 마는 거예

요.

(중략)

연구자: 좀 의외네요. 오히려 이런 토의 같은 것들을 좀 상위권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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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더 선호할 것 같은데...

Y교사: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그냥 더 많은 학습량을 배우기를 원

하죠, 예. 걔들은 그걸 다 흡수하니까.

(Y교사 3차 면담)

③ 교사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논하기 전 먼저 짚고 가야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

사들은 대부분 문법 지식 수준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법 지식 수준이 낮은 교사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며 애초에 면담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교

사를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최대차이 샘플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때, 특히 가장 모집하기 어려

웠던 유형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비전공이면서, 이번 학

기 문법비담당인 연구참여자 교사였다. 이들은 대학교육 이후 문법 지식이 

재환기될 만한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문법 지식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

되는 집단이다. 이들의 면담 거절사유는 다양했지만 (“업무담당이 고사계인

데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와서”, “요즈음 교과서가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

에 더 좋은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아서”, “문법 교육 연구를 해보았자 결국 

현실은 수능 대비 수업일 뿐이어서”, “문법 비전공에 이번 학기 담당도 아

니라 문법 교육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젊은 감각으로 면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인에게서는 얻어

갈 연구 결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등)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유독 공통

적으로 면담을 하고 싶지 않아 하였다. 많은 설득 끝에 Y교사를 섭외하였

는데, Y교사 역시 면담 중간 중간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대학원에서 문법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대체로 본인의 문법 지식 수준

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잘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보았다. 1차 면담 때 본인

의 문법 지식 수준에 대한 질문에 문법 교육을 전공한 교사나 학부 때 문

법에 관심이 많았던 교사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H교사(대학원에서 음운 교육 전공함) : (웃음) 지금 교사 되고 나서. 학년을 

매년 이렇게 달리 받다 보니까. 그걸 지금 만약에 가르쳐야 되면, 가르쳐야 

되면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분야에 따라 다르다-

고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음, 음운... 쪽 아..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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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겠다. 그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더 모른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음운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연구자 : 그럼 분야별로 어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H교사 : 음... 그래도 음운 쪽 지식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 것 같구요.

관심이 있고 공부량이 더 상대적으로 많았으니까. 어, 근데 고전, 고전 문

법?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H교사 1차 면담)

D교사(대학원에서 음운 교육 전공함): 교직 1년차 때는 솔직히 어느 누구보

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용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법책은 다 외운 

상태였고, 내용을. 그리고 뭐 중세국어나 이런 자료도 어떤 자료가 와도 찾

고 틀린, 책에 있는 틀린 내용까지 찾고 그랬으니까. 어떤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에 4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까지. 그래서 많이 잊어 버렸어요(웃음).

(중략) 일단 음운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잘 가르칠, 잘 알고 있

다고 생각은 합니다.

(D교사 1차 면담)

C교사(학부 때 문법에 관심): 예, 음, 어, 문법 지식 수준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다’. 상, 중, 하에서 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C교사 1차 면담)

대학원에서 문법을 전공하지 않은 경력 3년 이하의 젊은 교사들은 전문적

이지는 않으나 교육과정 내의 지식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간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I교사: 저는 고1교과서에 있는 국어교과서에 있는 문법단원에 있는 거 설명

하면서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막 모르겠거나 막 그런 부분은 없었는

데, 고3에 있는 문법교과서는 사실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냥 애들한테 가르

쳐 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정도가 아닐까..

(I교사 1차 면담)

M교사: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지식은 사실 전문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교

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문법적인 지식에서 한 단계 정도 들어가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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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대학교 수준의 학부수준의 지식 그 정도고, 임용 고시 때 공부했던 지

식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 이상을 사실 공부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M교사 1차 면담)

경력 10년 이상의 문법 비전공자이며 문법에 따로 관심이 있지 않았던 교

사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불만족스러워하였다.

Y교사: 만족도, 로는 만족하지 못... 하고요. (중략) 고1 같으면, 국어교과서 

안에 있는 이제 문법 파트, 단원에 딱 나오는 일부 어떤 음운이라든가. 뭐,

뭐, 뭐 그 다음에 어휘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제

대로 된 어떤 전반적인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부

족한 수준이고. 이제 그냥.. 어... 음, 뭐 그냥 (1초간 멈춤)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할 때에, 이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서, 가는 상황이니

까. 전반적으로 묻는다고 하면 (흡기음 ‘스읍’) 만족하지 못 하는 수준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Y교사 1차 면담)

S교사 : 지금은 그 아주 섬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교과서 수준을 넘는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S교사 1차 면담)

공통적인 점은 임용고사 직후를 정점으로 해서 지식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중학교 근무, 휴직 등의 사유로 지식 환기에 소홀하게 되고, 본

인이 지녔던 지식의 상당 부분을 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Ⅲ.5.(2).⑤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획득 경로 및 손실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1차 면담에서 교사들은 교사 집단에 대해 “교사 정도면 문법 지식은 스스

로 찾아서 획득할 수 있거나 이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언급한 

교사 수 3명, reference 개수 8)

H교사: 선생님들 개개인하고 얘길해 보면. 개개인들은 다 문법에 대한 지

식을 훌륭하게 갖고 계셔요. (중략) 지식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습득...이 어

렵지 않잖아요. 뭐, 책 한 권 사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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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 1차 면담)

K교사: 단순히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은 대학생 정도 되면 알아서 대학 그 

도서관에서 찾아서 그 지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어 교

사의 꿈을 갖고 사범대를 왔다면 국어교육과를 왔다면 그 정도는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K교사 1차 면담)

그러나 교사 본인의 지식 수준이나 교사 집단 전체의 지식 수준에 대한 

낙관적 판단은 2차 면담 이후 달라졌다. 1차 면담 때는 본인의 지식 수준

이 다른 교사들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냈

던 교사들이 2차 면담 이후에는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해 반성하거나 본인

의 지식량에 대한 자기 판단에 대해 반성하였다(언급한 교사 수 5명,

reference 개수 9). 이는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곤

란을 겪으며 자신의 지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

족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H교사 : 지난 두 번째 때. 사실 제가 문법을 잘, 좋아하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한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 질문들을 받고 나니까. 답하기가 너무 어려

웠... 어렵거나, 잘못 대답한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좀 (웃음 

섞인 목소리로) ‘창피했거든요.’ 사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흐

흐...(웃음)

연구자 : 1차 인터뷰 후에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그 수업 어떤 음운 지식의 

양을 말했던 것이요?

H교사 : (웃으며) 그러니까 저도 취소하고 싶어요.

(H교사 3차 면담)

C교사: 그동안 다른 교사들에 비해 문법을 좋아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이

나 요구사항을 하나씩 접하면서 모르는 게 아주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

습니다.

(C교사 3차 면담)

④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의미와 가치



- 94 -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자신감 있는 수업의 원천이며 문법수업의 

필수조건이자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

식이 수업 디자인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ⅰ. 문법 수업의 필수 조건이자 바탕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해, 본인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는 근원이 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밑천이자 무기라고 보았다. 즉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은 문법 수업의 필수 

조건이자 바탕이라고 보았다.

교사 개인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지니는 것이라고 볼 때, 교사

가 알고 있는 만큼이 바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교

사의 교과 내용 지식은 이러한 양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지니

고 있는 지식의 형태가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의 지식의 질도 좌우하므로 

수업 속 문법 지식의 질적인 기준도 된다.

D교사 : 허.... 문법 수업의 뭐 필수 조건이죠, 뭐. 전공 지식은. 교사가 당

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필수 지식이

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D교사 3차 면담)

M교사: 알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알려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식이...

넓으냐 좁으냐 뭐 아니면 깊냐 얕냐 그런 개념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바탕

으로 제가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침묵) 그런 점에서의 의미..라

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문법 수업에서 바탕이 되는...

언급한 교사 수 reference 개수
문법 수업의 필수 조건이자 

바탕
4 8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

응-탐구심 자극
4 7

수업 디자인에 가치관 반영 4 7
자신감 있는 수업의 원천 4 6

<표� Ⅲ-24>� 문법�교과내용지식의�의미와�가치에�대한� 교사들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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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의 전공 지식이다?

(M교사 3차 면담)

I교사: 아 저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

업이 과거에 대학교 때 학부시절에 들었던 전공수업을 많이 떠올리면서 계

속 문법 수업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요구하셨던 과제들이나 그때 대학 

학부 때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방식 중에서 방식을 많이 떠올리려고 되게 

애를 썼고요. 그 중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면 효과적일까 많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과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전에 교

과서를 읽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게 뭐였더라?’ 싶은 게 있고 ‘여기서 더 

예가 더 필요할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찾아볼 때 전공서적을 

많이 참고를 그 기준을 그걸로 되게 많이 했어요.

(I교사 3차 면담)

피터스(Peters, 1977: 151)는 "만약 가르침을 위한 특별한 준비로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는 가르칠 것에 관한 철저한 기초 교육에 주

어져야 한다. (If anything is to be regarded as a specific preparation for

teaching, priority must be given to a thorough grounding in something

to teach.)"고 언급한 바 있다.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은 교과 수업의 필수적

인 조건이며 문법과 같이 내용 지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다이아몬드 외(Diamond et al., 2014)의 연구 결과, 전문성 개발 처

치가 교사의 과학내용 지식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교사의 과학내용 지식이 

학생의 성취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본 연

구 결과 문법 교사들 역시 그러한 영향력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응-탐구심 자극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사에게 교과 내용 지식이 있어야 학생들의 의문과 요

구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꼭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본인이 대답을 못해

주는 것으로 인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이 벽에 막혀버리는 것을 염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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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 오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서 

계속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H교사 : 물론, 교사는 알고 있어야죠. 일단. 첫 번째 전제는. 교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하듯이) ‘어! 아닌데! 선생님 이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른 관점 모르는데!‘ 이러면 안되니까. (말하듯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이러면 안되니까.

(H교사 3차 면담)

M교사: 저도,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답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사실 이런 질문들이 오면 “야,

대학 가서 배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 “몰라도 된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M교사: 근데 “몰라도 돼”라고 대답을 해 주는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

금 피하고 싶은, 그런 대답이거든요, 사실. “몰라도, 뭐, 그래! 굳이 이거, 알

아봤자 니들 수능에 도움도 안 되고 뭐...”

연구자: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거.”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르면 시험에 안 

나와.(웃음) 내가 몰라도 돼.” 이렇게..

M교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막 대답을 해 주면 “어! 이거 중요한 건

가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쨌든 간에 얘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호기심을 어쨌든 제가 해결은 해줘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해결을 못하더라도, 저는, 심지어는, 그래가

지고 구글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 자료나 논

문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이 궁금

해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을 시켜줘야지 얘가... 충족이 안 된 상태

에서 그 이후의 행동들이... ‘쩝, 아이... 궁금해도 모를텐데. 필요도 없을 텐

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궁금한 건 찾아봐야 되고, 뭔가 해결이 되어

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지적 탐구의 기

회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어우 자슥, 몰

라도 돼.” 이런 식의 대답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M교사 3차 면담)

연구자: 예, 학생들의 이런 질문을 보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Y교사: (중략)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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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어... 현장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어.. 교사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웃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애들 의문이 생길 텐데, 발음하고 그게 다르니까. 그런데 그 질문, 그 의문

에 대해서 제가 다 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 질문을 하면 상

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

(Y교사 2차 면담 두 번째 부분)

앞서 학생 대상 양적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문법 수업 시간에 

많은 의문과 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 의문과 요구들은 단순하거나 말초적인 

것이 아니며 언어의 본질과 기제, 언어와 현실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다. 탐구 수업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의문과 요구를 해결하는 데 대해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탐

구 의욕이 저하되거나 탐구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교사 질적 연구 결과 교사들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면 각

론 기본서와 개론서를 옆에 두고 다시 확인해서 가르치는데(언급한 교사 수 8,

reference 개수 18), 이 역시 각론 기본서와 개론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었는데 잊었던 교과내용지식을 환기하는 정도가 

되어 신속히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교사도 번거롭게 느끼지 않는다.

교사들은 종종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회피’하기도 하고, 학생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로 약속하고서는 못 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으며, 관련 논문을 

찾다가 포기하기도 하며, 포털 사이트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

며, ‘평가 문제로 안 나오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무리 탐구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교사가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반응하게 되면 탐구수업은 일회적 이벤트에 불과해

지거나, 다 아는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데 머무르게 된다. 문법체계가 정해진 이

유와 논란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밀도 있는 탐구 수업이 가능해지며, 교사

도 학생의 질문을 반갑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ⅲ. 수업 디자인에 가치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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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하지 않을 때 가치관에 대한 판단이나 

주관 없이 수업 자료를 기계적으로 베껴 쓰는 수업을 하기 쉽다. 교사는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할 때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수업에 반영할 수가 

있다.

D교사 : 많이 알아야 수업을 디자인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을 거 같고.

D교사 : 50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는 100 이상을 알고 있어야, 50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학생들이 아는 만큼 알았을 경우

에는 이걸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거 같아요.

(D교사 3차 면담)

K교사: 그 전에 문법수업을 할 때는,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베끼고 몇 가

지를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 전공을 하고 보니까 제 나름의 

지식에 대한 주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원을 어떤 목표로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교육적 주관도 생기고

(K교사 3차 면담)

문법 교사들이 문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다양하다.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문법 전공자가 아닌 교사들의 경우 ‘어디 가서 문법적으

로 무식하단 말을 듣지 않을 정도’, ‘문법 파괴를 하지 않을 정도’면 좋겠다고 답

변하였지만 이는 오랜 경험 속에 학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문법을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답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문법 수업을 통해서 화법, 독서, 작문이 더 원활

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언급한 교사 수 6, reference 개수 10). 문법 교육 

경력이 짧은 젊은 교사들이나 문법 전공을 한 교사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

법 이면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언어를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말의 재미를 학

생들이 느끼길 바라고(언급한 교사 수 5, reference 개수 11), 문법 수업을 통해 

성취감 자신감을 길러주고 싶어 하였으며(언급한 교사 수 4, reference 개수 7),

잘 모르는 문법에 대해 참고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고 

싶어 하거나(언급한 교사 수 4, reference 개수 7), 탐구 능력을 기르기를 희망하

였다(언급한 교사 수 3, reference 개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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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이면의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법 수업을 통해 성취감, 자신감을 느끼게 해 주려면 

호기심을 충족시켰을 때 오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의문에 충분히 답을 해 주고, 탐구 과정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풍부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를 스스

로 찾아보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참고 자료가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본고에서 밝힌 문법 교과내용

지식에 포함된다.

교과서의 문법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계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

이 문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사용 문법 교

과내용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ⅳ. 자신감 있는 수업의 원천

교사에게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하면 문법 수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사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고, 효능감을 느끼

게 하여 교사 스스로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D교사 :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문법 수업할 때 제일 편한 

게. 저는 문법은 그래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

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수업하면 학생들도 좀 더 

수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좋을 거 같고.

(D교사 3차 면담)

H교사 : 많고, 탄탄할수록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원

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없으면, 제가 잘 모르면, 수업하기 되게 

어렵더라구요. 당연하...죠?

(H교사 3차 면담)

K교사: 전공을 하고 보니까 제 나름의 지식에 대한 주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원을 어떤 목표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교육적 주관도 생기고 지식에 대

한 주관도 생기니까 좀 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의 수업, 국어수업들 보다도 좀 더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공지식을 가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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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관이 생겨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긴다, 그런 의미....

K교사: 문학에서 제가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제가 모르는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문학이나 다른 영역이라면 제가 좀 더 당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전공한 쪽에서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아도 좀 

더 찾아볼게 하고 찾아보고 하는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K교사 3차 면담)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해지면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모

르는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심리적 안정과 여유가 

생긴다. 이러한 자신감은 교사에게 효능감을 주어 교사 스스로 수업에 좀 더 흥

미를 갖고 참여하게 한다.

반면 문법 비전공자이면서 이번학기 문법 비담당이며 경력 10년 이상인 Y

교사는 “문법 및 문법 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은 배웠지만 거의 기억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Y교사는 2차 면담과 3차 면담에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맞는 설명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reference 개수 20)

Y교사: 근데 이제 이게 대원칙하고, 또 조금은, 난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 같아요.

(중략)

Y교사: 사잇소리는, 무슨, 그거 아닙니까. 합성어, 합성어인 경우에. 우리말

과 우리말, 혹은 우리말과 한자어, 합성인 경우에 (1초간 침묵) 뒤에 된소리

가 나는 경우에, 맞나?

(중략)

Y교사: (약간 염려스러운 어조로) 이해가 됩니까?

연구자: 네. (연구자, Y교사 모두 웃음)

Y교사: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네.

(Y교사 2차 면담)

또한 면담 질문에 쉽게 지쳐 피로감을 호소하였다.(reference 개수 10)

Y교사: 이거는... (한숨을 쉬며) 이거 답을 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중략)

Y교사: 나 1페이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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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Y교사: 14번까지 하고 다음에 합시다. 내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웃음)

(Y교사 2차 면담)

Y교사의 체력이 원래 강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명확한 지식을 충분히 가

지지 못하여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추론을 하고, 추론으로 얻은 결론을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의 자신감 여부는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효용은 문헌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에게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는 것임을 확인

(confirm)할 수 있었다. 교사 내적 효용은 ‘수업 디자인에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점, ‘자신감 있는 수업의 원천’이 되는 점이며, 교사 외적 효용은 ‘문

법 수업의 필수 조건이자 바탕’이 되는 점,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응하여 

탐구심을 자극’하게 한다는 점이다.

⑤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획득 경로 및 손실 원인

ⅰ. 획득 경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학부 수업에서 얻은 

지식과 임용고사 지식에서 획득한 것으로 밝혔다. (언급한 교사 수 7,

reference 개수 10)

수능과 임용고사를 치른 세대의 교사들은 학부 수업과 그때 사용한 교재

를 통해 전공 지식의 기초를 세우고 임용 고사 준비를 하며 본인의 문법 

지식을 집대성하였다. 집대성하는 방법은 소위 ‘단권화(單券化)’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본인이 문법 지식의 주된 줄기로 삼는 개론서에 

각론에서 알게 된 지식을 해당 부분별로 부가적으로 기입하고 마치 마인드

맵과 같이 관련된 지식의 살을 점차 붙여 나가는 방법이다. 이 단권화한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본인이 추가한 지식도 한 번 더 연상함으로써 지식

을 풍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나간다. 단권화 한 책을 꼼꼼히 기록한 교사

의 경우 이 책을 교육 현장에 두고 문법 수업에 참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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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사: 저는 임용고사 공부를 할 때는 학부 때 공부했던 노트를 가지고 여

러 이론서를 보면서 항상 첨가를 시켜서 단권화 작업을 했었고 그게 임용

이 되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냥 꼭 필독

서처럼 여겨졌던 표준국어문법론이라든가 학교문법론이라든가 그런 책들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도움이 된다,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것이다 

했을 때 그것들을 읽으면서 내 노트에 없는 것을 자꾸 추가해가면서 포스

트잇 붙여가면서 단권화를 시킨 책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보기도 하

고 물론 또 그게 10년 전 쯤 자료다 보니까 물론 문법의 절대적 지식이라

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살짝씩 그냥 제가 그때는 무조건 자료를 모으는 

측면에서만 그렇게 막 모아놓은 것들이 학교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볼 때는 첨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다시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K교사 1차 면담)

연구자 : 특별히 공부하신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임용고사 때,

문법 부분 아니면 학부 때 수업을 들으실 때?

H교사 : ○○○ 선생님 학교문법론 단권화 해서 그거 엄청 많이 계속 봤

고! 거기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그 책에 계속 인제 끼워 넣죠. 그 부분

에. 음운론 부분에 나왔던 기출문제 거기에 껴 놓고. 뭐 학원에서 들었던 

것 껴 놓고 모르는 것은 책 표지에 계속 메모하면서 교수님 쫒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책에 단권화시켰고...(후략)

(H교사 1차 면담)

학력고사 세대인 교사 2명(C교사, S교사)은 모두, 학부수업에서 얻은 지식

에 더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운 중세국어 지식도 포함하였다. 이들은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문법 시간에 배운 지식이 본인 문법 지식의 근간이 된다

고 보았고, 다른 교사들에 비해 중세 국어에 대한 지식이 넓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그 지식들이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두거나 자신의 탐구심과 결

부된 것은 아니다.

연구자 : 본인의 문법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C교사 : 중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문법을 분명히 배웠을... 테고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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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배웠던 문법 지식들이 어, 지금... 제가 알

고 있는 문법에 가장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략)

C교사: (본인의 문법 지식 수준에 대한 1차 면담 중) 어, 뭐 문학이나 또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그래도 문법을 좋아하는 교사이고, 특

히 고전 문학, 또 국어사, 중세 국어.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어 다른 교사들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 좀 단편적인 그런 문법 

지식을 넘어서서 좀 깊이 있는 문법의 어떤... 바탕이 되는 깊이 있는 이해

는 좀 부족하다고 항상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교사 1차 면담)

연구자: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하셨는데요. 그 때 본인의 문법지식이 주로 

형성되셨을 것 같아요.

S교사: 아... 사실은 그 때는 고등학교 2,3학년 때는 국어를 좋아했는데 중

세국어 문법이, 그게 국어2로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학력고

사 과목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 나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상태는 안 되겠

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 다음에 4학년 와서 문법공부하고 가

장 어려웠던 현대시는 4학년 2학기 때. 나름대로는 국어 선생이 되려고 대

체적으로 그 영역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아마 그때가 공부를 가장 많

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지금 교사가 되는 교사들이랑 문법 지식이 형성된 과정이 조금 다

른 게 고등학교 때 이미 중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으

셨잖아요.

S교사: 네 국어2를 배웠는데요. 그게 나중에 대학가서 보니까 그 고영근 

선생님이 아마 그 쓰셨던 책들이 교과서의 기본 틀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

는데...

(S교사 1차 면담)

교사들은 수업을 하다가 문법 지식을 잘 모르거나, 문법을 알긴 아는데 설명하

기 어려울 때 부분적으로 문법 지식을 추가 학습한다. 방법은 전공서적 찾기, 동

료교사에게 묻기, 인터넷 찾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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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교사: 으음, (1초간 멈춤 후 숨을 들이마시고) 일단은 전공 서적을 찾아보고

요. 예, 전공 서적을 찾아봐서, 이제, 이제, 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옆에 같은 국어과 선생님이 계시면 어,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하고. 그런데 대체로, 어... 대체로 그냥 책을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편인 거 같습니다.

(Y교사 1차 면담)

이렇게 획득된 지식은 수업 준비, 시험 출제, 학생 질문에 답변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펴낸 국정교

과서 ‘고등학교 문법’ 지도서도 교사들에겐 중요한 밑천이었는데, 면담 중

간중간 이 책을 수시로 찾아보는 교사도 있었으며, 현 교과서의 지도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문법 지도서를 지도서로 삼아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

다.

S교사: 이게 사실은 문법 가르칠 때 그 지금 문법책을 가르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싶을 때 이걸 보면 되거든요? 좀 오래된 건데 

못 버리고 자습서하고 지도서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도서는 이보다 더 

훨씬 더 사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연구자: 지도서도, 이 지금 현 교과서 지도서가 아니라, 이 2012년에 나온 

이 서울대학교 국어 문법, 이 책의 지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략)

S교사: 똑같은 재료로 나와 있는데 사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교과서를 훨씬 더 섬세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S교사 3차 면담)

H교사 : 그니까 이... 거는 사이...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

는데  사잇소리, 사잇소리...는! 자 잠깐만 사잇소리.. 찾아서 알려 줄게.(종이 

넘기는 소리)..쪽... 사잇소리는. 사실... 사잇소리...

연구자 : (학생 어조로) 선생님 이 책은 뭐에요?(연구참여자의 참고 자료 기

록을 남기기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질문함)

H교사 : 응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응 교과서야 문법교과서.

연구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문법(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읽음)

H교사 : 하하하(웃음) (침묵) 사잇소리 자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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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잇소리... 그니까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거에 일단. 주목을 좀 해

봐야 돼.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

는 경우인데, 이 질문까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잇소리가 생기는 경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 줄게! 사잇소리가  음...　어디냐... (긴 침묵) 사잇소

리... (책을 찾음)

(H교사 2차 면담)

ⅱ. 손실 원인

교사들은 교사 초년에는 책을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지식이 많았다고 회

상한다.(언급한 교사 수 3명, reference 개수 3)

D교사: 교직 1년차 때는 솔직히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용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법책은 다 외운 상태였고, 내용을. 그리고 뭐 

중세국어나 이런 자료도 어떤 자료가 와도 찾고 틀린, 책에 있는 틀린 내용

까지 찾고..

(D교사 1차 면담)

C교사: 또 관련된  학교 문법론 이런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문법론 같은 그런 책들을 한번, 예예. 맞습니다. 네. 좀 풍독(諷讀)을 했던 

것 같애요. 네.

(C교사 1차 면담)

S교사: 대학 3 4학년 때 혹은 와서 초년 시절에 90년대 초반에는 문법이 

정말 더 지금 교과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중략) 그 때

는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웃음) 책 없이 그냥 가르칠 수 있는데...

(S교사 1차 면담)

그러나 중학교 근무나 휴직 기간, 문법 교과를 가르치지 않는 학년을 가

르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과내용지식을 잊어버리게 된다.(언급한 교사 

수 3명, reference 개수 7)

D교사: 중학교에 4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

운 것까지. 그래서 많이 잊어 버렸어요.

(D교사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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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 : 사실... 그니까 임용고시 때 그 문법 지식이 정점을 찍었다면 흐흐 

점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인데  사실 저도 솔직

히 말씀드리는, 뭐 그, 고전 문법.이나 그런 건 지금 안 가르치, 한 번도 안 

가르쳐 봤어요. 지금 교사 되고 나서. 학년을 매년 이렇게 달리 받다 보니

까. 그걸 지금 만약에 가르쳐야 되면, 가르쳐야 되면 새로 공부를 해야돼요.

(H교사 1차 면담)

Y교사: 어려웠던 점은, 어.... (2초간 멈춤) 휴직, 한 후에 복직해가지고 갑

자기 가르치려고 하니, 문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

내 자신을 느꼈고. 그래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혹은 기억할 수 없

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충분히 담겨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를 그냥, 이제, 진짜 그냥 수업 전에 바로 보고 가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Y교사 2차 면담)

문법 이론이나 문법 교육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교사들이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된다.(언급한 교사 수 3, reference 개수 

3)

Y교사: 인제 여러 문법책을 내는 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들 중에 인제, 뭐 다른 관점을 가진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저자를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인제 사

대에서나 혹은 그 이후에 조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저자를 알고 있더

라고요. 그니까 이제 제가 몰랐던 거죠.

(Y교사 3차 면담)

S교사: 오류라고 보기에는 저는 오류라고 보는 건 없고 몇 가지 이론이 있

는데 이게 중심이론이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중심이 아니었는데...

어 그럼 그 동안에 내용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S교사 3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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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교사들이 보유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5.(2).①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교사들

이 자각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5.(3) 문법 교사들이 보유

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은 실제로 문법 교사들이 보유한 지식의 상태와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① 문법 설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의 종류

문법 교육에 필요한 문법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

악하기 위해, 교사들이 2차 면담, 3차 면담에서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

해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거나 요구되는 교과내용지식의 종류

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ⅰ. 세부 학문 문법 지식

학생들의 의문 31개 중 Q31을 제외한 30개의 의문은 모두 직접적으로 문

언급한 교사 수 reference 개수
세부 학문 문법 지식

(이것과 학교 문법과의 연관,

어문 규정이 정해진 배경이

나 과정에 대한 지식)

8

(6)

무수히 많음.

(16)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

식
8 33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인 지식
7 50

어문 규정 지식 5 7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performance) 지식
4 13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식
4 19

예시에 대한 지식 4 16

<표� Ⅲ-25>� 문법� 설명� 중에�교사가�실제�사용하거나�교사에게�요구되는�

교과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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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식과 관련된 것이기에, 세부문법지식은 모든 교사들의 답변에서 나타

났으며 reference 개수도 무수히 많았다. 교사들의 답변(언급한 교사 수 6,

reference 개수 16) 을 보면 이 세부문법 지식은 학교 문법과의 연관이나,

어문 규정이 정해진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C교사 : 더..명확하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좀 더 세

부적인 문법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

면,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 어미, 접사 이

게 헷갈린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 그것을 막상 그, 그 세 가지를 왜 이렇

게 구분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또 쉽지 않은 구석들

이 많이 있더라고요.

(C교사 1차 면담)

ⅱ.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해당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도 모든 교사들의 답변에서 나타났는

데,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순위 의문이 바로 Q31(“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이었기 때문에 질문 순서상 당연히,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

D교사: 물론 단어들 하나하나 발음을 우리가 외우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기

에는 우리나라에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단어가 발음되는지 알고 그 원리를 배우고 나면 다른 단

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적용할 수 있

고.

(D교사 2차 면담)

H교사: 나중에 그 아이가 뭐, 대학생이 되서 논문을 쓰다가 뭐, 논문을, 레

포트를 쓰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친구는 그냥 대충 표기하고 넘

어가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든지 또는 ‘아! 이게 

무슨 무슨 어떤 음절 무슨 끝소리 현상이니까 받침이 이거겠네.’라고! 잠시

라도 생각한다면 그게 국어 교육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

께, 같이, 해결하죠. 주로 수업시간에 많이 해결...해요.

(H교사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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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문법에 관한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m) 지식(본고 54쪽 참조)

도 대부분의 교사들의 답변에서 나타났다. 교사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사

회구성주의적 지식에는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 ‘문법

은 언중의 언어를 탐구해 공통점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지식, 발음과 표기

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문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즉, 언어는 남들과 다르게 표현

하려는 욕구나 경제성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가 다수

에게 널리 퍼지면 현실 언어가 달라지고, 이게 지속되면 규범을 수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데에는 근본 원인이 있다. 문법이라는 것이 애초

에 ‘해당 언어 사용자 개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하기 방식들의 공통점

을 찾은 결과물’로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차이는 음운 교육에서는 현실 발음과 표기의 괴

리로 나타난다. 이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음과 표기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독해의 편리를 위해 같은 단어는 같은 모양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나 경제

성 등에 의해 발음이 변화하게 되고(예: ‘부엌에’를 [부어게]로 읽음) 그러

한 발음은 다시 표기에 혼동을 일으킨다.(예: ‘부억’이라고 오기) 이러한 오

표기가 많아지면 아예 표기 규범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예: ‘이쁘다’도 표

준어가 됨). 또한 표기가 발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겹받침의 받침글자 

두 개를 모두 읽으려 한다든지, 유음화 조건에서 [ㄴ][ㄹ]를 다 읽으려고 하

는 행동(‘군량’을 [굴량]이 아니라 [군량]으로 읽음)이 그러한 예이다.

ⅳ. 어문 규정 지식

본고에서 어문 규정 지식은 어문 규정의 구성과 조항들 자체를 숙지하고 

특정 조항이나 예시의 위치를 기억하는 지식을 말한다. 교사 면담 중간중

간에서 어문 규정 지식은 활용되었다. 교사들은 어문 규정을 그 자체로서 

문법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고, 표준적이고 대중적인 예시나 예외

적인 예시를 찾아오는 참고 자료로 쓰기도 하였으며, 수능에 출제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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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익히기 위한 자료로 쓰기도 하였다.

H교사: 맞아. 잠깐만 ‘ㅜ’ 발음을 하고 ‘ㅣ’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리면 (웃

음 섞인 목소리로) ‘표준발음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연구자 : 네) 그러

면 여기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국립국어원의 표준 발음법에 들어오면 제 

2장 자음과 모음. 여기... , 제 4항에 보면! ‘ㅏㅔㅓㅔㅗㅚㅜㅟㅢ’는 단모음으

로 발음한다! 이렇게 있고! ‘붙임 ‘ㅚ’.‘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방금 질문한 내용들이거든.

(H교사 2차 면담)

ⅴ.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performance) 지식

음운 분야에서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은, 표준 발음을 시연하

여 보일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순위 

의문이 바로 Q18("[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

요.") 때문에, 이 지식은 질문 순서상 당연히 모든 교사들에게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 반모음을 설명할 때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이 지식은 활용된다.

D교사 : 이거 두 개는, 사실 저도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D교사 2차 면담)

H교사 : 그래서 지금 어 원칙적으로는! 요 첫 번째 쌍은  입모양을 변하지 

않게 하고. 단모음이니까. ‘ㅚ’[ø] ‘ㅟ’[y].

(H교사 2차 면담)

ⅵ. 예시에 대한 지식

교사들은 예시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본보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예시인데, 부적절한 예시나 여러 개의 개념이 혼합된 예시

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와 닿게 하는 것은 예시인데, 뻔한 예시는 학생들을 지치게 한다.

M교사: 저는 사실 지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식은 지식인데 예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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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지식이 조금 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식적인 측면이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는데, 그거를 받쳐주는 예시들이 없으면, 예시들이 항

상 똑같고 뻔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중주업니다. 맨날 코끼리

가 코가 길다. 이것만 나오..

연구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M교사: 토끼는 앞발이 짧다. 약간 패턴화 되어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걸 

들으면 “또 그거야?” 네. “또 그거야”가 되고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

아요. 이런 예시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제공이 되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교사 1차 면담)

반면 적절한 예시, 신선한 예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수많은 문법 

설명보다도 정확한 핵심을 잘 전달한다.

H교사 : 이제는. 선생님이~ 재미있는~ 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본 게 있는

데. 지금 그걸 보면서 생각해보자.. 이게 뭐냐면 (가수 박준형의 SNS 사진

을 보여줌)

연구자 : 허허(웃음)

H교사 : 하하(웃음) GOD의 그 박준형 아저씨 알지. 이 아저씨..‘에의 존재

를 모르는 연예인’, 이게 제목이여서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어서 수업시간에 

쓰려고 이걸 해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친구가 질문을 해서 봐봐

H교사 : 봐봐 어제 그 다음에 (연구자 : 1새대) 찾아봐. 찾아봐. (연구자 :

오랜만애 본) 그렇지, 여기 있고 또 그담에 음 여길 또 보면 

연구자 :[새상애서] (H교사: 그렇지) 세상의 세자랑 에서의 에자 다 ‘ㅏㅣ’로 

썼어요. 그렇지 요기도 [재일] 사랑하는 (H교사 : 그렇지) 울 엄마도 다 ‘ㅏ

ㅣ‘로 썼어요.

H교사 : 그렇지! 이 아저씨(가수 박준형을 가리킴) 봐봐, 봐봐 .여긴 없고 

또 어!

연구자 : 인재는 운동선수 같내. 전부 다. (H교사  : 그렇지!) 매이크업도 다 

‘ㅐ’로 썼어요.

H교사 : 그렇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연구자 : 읽기가 힘들어요.

H교사 : 그렇지! 읽기가 왜 힘들까. 그럼? 요기 한 번 보자! 요 문장만 보

자! 인재는 운동선수다! 자 봐봐

연구자 : ‘인제’가 사람 ‘인재’로... (중략) 그러면 이 ‘ㅐ’랑 ‘ㅔ’랑  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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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일단 표기했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 지금 알겠지?

(H교사 2차 면담)

M교사: 우리는 이 두 개의 글자(ㅚ, ㅟ)를 보고 이거 이중모음이네 라고 생

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참

외밭’! ‘아쉽다’! 이런 것들을 발음할 때 ‘참외밭’ 우리가 인식하고 발음하면 

‘참.웨.받.’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발음하면은 [차뫼받]. 입술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라는 발음이 끝나. 그렇게 하면은 [ㅚ]라는 발음은 실

제로 하고 있다는 거지. 또 ‘아쉽다’라는 발음도 마찬가지야. 아쉽..다 우리

가 천천히 인식하고 발음을 하면은, 굉장히 ‘쉽(이중모음 발음)’ 이중모음으

로 발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발음해서 [아쉽따]! 이렇게 

입술이 모인 상태에서 끝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ㅚ’나 ‘ㅟ’가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가 있네? 해서 얘네들을 단모음으로 지정해 놓은 것

이고,

(M교사 2차 면담)

풍부한 예시는 교사를 든든하게 한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은 교

과서 외 추가 예시를 미리 준비해 간다고 답변하였다.

K교사: 예시를 많이 보여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웃음) 근데 

제가 그냥 항상 부족해서,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찾아보는 것 같

아요. 항상.

(K교사 3차 면담)

연구자: 많은 예시는 선생님이 그때그때 생각나신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

면 미리 조사를 하신 건가요?

S교사: (웃으며) 그때그때 생각 안 나죠. 당연히.(웃음) 예 그 때 생각 안 나

고 여기저기 교과서 교재 되는 교사용 지도서에도 설명이 좀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가르쳤던 같은 단원들. 저는 수업 지도안을 

따로 항상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검색해서 그걸 찾아서 모아놨던 

자료들 추가해서 하고 하고, 하고 나면 사례가 많이 좀 확보가 되는 거죠.

(S교사 3차 면담)

그러나 예시를 수집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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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 : 그러게요. 예시가 많아야지... 이해를 많이 할텐데. 교과서에는 인

제 한계가 있으니까 쪽수며 지면에. 그러니까 음... 교사가 많이 해줘야지.

여거는 전적으로 교사의. 역, 역량이 아닐까 싶네요.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H교사 3차 면담)

그러므로 교사는 예시를 수집할 출처를 파악해 놓아야 하는데 면담에 응

한 교사들이 활용하는 예시의 출처는 각 출판사의 교과서나 과거 국정교과

서의 학습활동에 있는 예시를 미리 수집한 것, 대학 전공교재의 예시, 어문 

규정 해설의 예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예시(언급한 교사 수 4명,

reference 개수 7) 등이다.

I교사: 거기 교과서에 있었던 학습활동도 많이 가져 오셨었고요. 그리고 

어문 규정에 해설 같은 거 펼치면 예를 더 들어주잖아요, 그런 예를 많

이 가져오셨고 또 막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예 이런 것도 

왜 틀렸을까 이게, 이런 걸 많이 가르, 보여 주셨던 거 같아요.

(I교사 1차 면담)

I교사: 기준은 저는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책들을 좀 찾아봐서 제일 

많이 봤던 책이 ☆☆☆ △△△ 선생님의 남색, 표준국어문법론, 네, 그 

책에서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I교사 3차 면담)

S교사: 근데 있을 거예요. 그 한글 맞춤법 해설집? 두꺼운 책? 그런데 

보면 맞춤법하고 음운하고는 다르긴 한데, 어차피 음운 규정하고 맞춤

법하고 연결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

거든요? 제가 아마 처음에 교재 만들 때 그 책 보고 만들었던 거 같아

요.

연구자: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교사라면 한글, 한국 어문 규정집에 있

는 사례들을 보면서 어.. 예시를 첨가하시고

S교사: 네 충분히 거기에 사례가 많다 싶을 정도로 사례가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S교사 3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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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식

앞서 언급한 ‘예시에 대한 지식’이 적절한 예시를 설정하고 판별할 수 있

는 지식이라면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그 예

시나 자료가 교사의 머릿속이 아닌 현실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는 지식

이다. 교사들은 자료 부족의 어려움을 자주 느낀다. 음운 교육에서 주된 참

고 자료는 잘못된 실제 사례 자료나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 Q&A

자료, 발음 동영상 자료, 엑스레이 동영상 자료 등이다. 발음 동영상 자료

는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performance)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는 특히 유용하며, 학생들에게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신뢰감을 더해 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D교사: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우리말 발음에 대한 그런 코너가 있

어요. 거기 들어가면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안에 모음 체계

에 대한 걸 보면, ‘ㅏ’ 단모음 체계를 순서대로 쭉 발음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때 발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왜], [위]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ㅚ], [ㅟ]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웃어

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러면 한국어 발음 딱 틀어주고,

(D교사 2차 면담)

I교사: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국립 국어원에 이름이, 우리말배움터였던가? 뭐

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외국인들을 위한 거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발

음 모음 자음과 같은 거 발음 하는 거 입모양하고 그 사람들 아마 아나운

서하면 성우일테니까 소리를 좀 정확하게 내고 이중모음이나 단모음 같은 

거 차이점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모양이 바뀐다 이

런 것도 보여 주고. 아 또 뭐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따라하라고 하고. 하하

하..

(I교사 1차 면담)

연구자 : 11순위 질문입니다. Q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

은데요? 치조음(ㄴㄷㄹㅅ)[느드르스]과 경구개음(ㅈ)[즈]의 조음 위치 차이를 

모르겠어요.

H교사 : 으음~ 잘 모르겠지 네 어. 왜냐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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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정확이 혀가 닿나’ 이렇게 인식하고 발음하고 있지는 않거든. 그런데 

그리고! 사람마다 사실 발음하는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 순 없고! 입 안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

으로 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무얼 보여 줄 거냐면  

그 엑스레이로 우리 발음할 때, 그 촬영한 영상이 있어!

(H교사 2차 면담)

② 교사들의 음운 교육 문법 교과내용지식 보유 정도

모든 31 개의 문항에 대해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응을 하였으나, 면

담 과정에서 살펴 본 바 실제로 교사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았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분류된 문항 중에서도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

거나, 알고 있으되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상황을 가정한 대화에서 설명

의 풍부함과 유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 스스로 그 부분은 모

르는 부분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ⅰ. 부족한 문법 교과내용지식 (lacking knowledge)

음운 영역에서 교사들에게 부족한 문법 교과내용지식(2인 이상에게서 공

통적으로 부족함이 발견된 것)은 설측음의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에 대한 

지식(Q6),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에 대한 지식(Q16), 표준 발음에 대

한 지식(Q18), 소리의 고저와 억양의 차이에 대한 지식(Q2) 등이 있었다.

음운 교육을 학습하는 이유에 대한 지식(Q31)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답

이 달라질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족하다고(lacking

knowledge) 단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문 내용을 고려할 

때 불충분하다고 판단할만한 답변들도 있었다.

해당 교사 수 reference 개수
Q6 중 탄설음과 설측음이 

조음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조음방법의 차이란 것을 모

름

5 5

<표�Ⅲ-26>� 교사들에게�부족한�음운� 교육�교과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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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현실 발음이 비슷한 모음들의 표준 발음 시범)은 학생 의문 순위 2위

에 해당하며, 교사 응답평균이 3.13로 알아야 하는 지식에 해당된다. 음운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교사들은 표준발음 

시범을 보였으나 전공하지 않은 교사 중 일부는 표준발음을 실행하는 절차

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연구자: 예. 지금 여기에 써져있는, 이런 것들의, 그, (학생을 흉내 내며) 선

생님 진짜 표준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요.

Y교사: 어... “이거는 나도 잘 못 해.” 라고 일단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ㅚ’, ‘ㅟ’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단모음, 그 모음, 단모음 삼각도인가 뭐 옛

날에 했던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혀가 아래 

갔느냐, 중간 위치냐, 위의 위치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칙대로 발음을 

Q16에서 상향이중모음과 하

향이중모음의 의미를 모름
3 3

Q18에서 표준발음 실연을 

할 줄 모름
2 5

Q2에서 소리의 고저와 억양

의 차이를 모름
2 2

Q1에서 분절음운의 뜻을 잘 

모름
1 1

Q15에서 반모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 1

Q16에서 ㅢ의 반모음이 무

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함
1 1

Q20에서 겹받침의 발음할 

때 [ㄹ]이 탈락하는 이유를 

모름

1 1

Q24에서 사잇소리와 된소리

되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를 모름

1 1

Q29에서 할께를 할게로 표

기하는 이유, [부어기]라고 

발음해도 ‘부엌’으로 표기하

는 이유를 모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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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게’, ‘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발음을 

저도 못 하겠어요. 이 혀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중간인지, 어느 정도가 위

인지. 대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이론적으로는 혀의 위치가 뭐, 이제, ‘ㅏ’, ‘ㅔ’, ‘ㅐ’... 어쨌거나 ‘ㅐ’,

‘개’. 왜 멍멍이 의미의 ‘개’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가, (1초간 멈춤) 꽃게의 

‘게’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앞쪽에 있고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한다, 라

고 가르치겠지만. 발음을 정확하게는 저도 구별을 못 할 거 같습니다.

(Y교사 2차 면담)

H교사 : ‘개 게’는 제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입을 벌리는 

정도를 달리 해서 발음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에게 직접 해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H교사 2차 면담)

Q20(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림. [달글] [막따]가 표준발음인 이유.)은 이는 

학생 의문 순위 5위에 해당하며, 교사 응답평균이 3.48의 알아야 하는 의문

에 해당되는데, 이유나 외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

가 있다.

연구자: 5순위 질문입니다. Q20.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

글], “맑다”[막따], 밟다[밥ː따]가 표준발음인가요?

Y교사: 사실 이거는 저도 정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외워도, 외워도 저

도 못 외우겠어요. (웃음) 솔직히 나도 이거를 못 외우는데. 그냥 [달글], [달

글], [다글]. 뭐 이렇게 경상도 같은 경우는 크게 ‘맑다’도 [막따]라 하지 않

고 [말], [말따], [발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밥다]라고. (흡기음 ‘스읍’) 이

거는 그냥 외워라, 라고 밖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외워라, 라고 해서.

“왜?”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잘 못 하겠습니다. 네. 그냥 문법책에 그

렇게 나오니까. (웃음) 좀 그러네요.

(Y교사 2차 면담)

Q1은 필지정도에 대한 교사 설문에서 응답 평균 3.51점에 해당하는, 응답 

상으로는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4점 쪽에 가까

운’ 것이다. 그러나 교사 중에는 해당 내용을 암묵적으로만 아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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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자: 분절 음운은 무엇이 분리된다는 뜻인가요?

Y교사: 아... 내가 얼마 전에 문법 공부를 했는데... 분절음운 하면 일단 비

분절 음운이 생각나는데, 비분절은 억양이나 또 뭐 있지 고저라든지.. 이런 

게 비분절인데, 분절은 일단 나눠지는 거...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보

자. 이 소리로서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서, 끊을 수 있는, 발음 

기관..어떤 그 입, 혀, 턱이라든가.. 이런 발음기관으로 끊어서 공기의 흐름

과 맞춰 가지고... 설명이 어렵네. 그 끊어지는 단위를 분절 음운이라 하는

데... 이것으로서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음. 이건 음운인

데? 어렵네. (침묵) ... 분절은 ‘끊어진다’..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로서 분절

음운. 국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 정도로 설명하겠네요.

연구자: 학생이 “선생님, 자꾸 끊어진다고 하시는데 뭐가 끊어진다는 것이

지요?” 그런다면요?

Y교사: 자, ‘학교’가 있다. 아마 단어를 쓰겠죠. 내가.. 칠판에 ‘학교’라는 예

를 쓰겠지요. 히읗 하나, ㅏ , 기역 하나, 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히읗을 

기역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각’. ‘ㅏ’를 ‘ㅗ’로 바꾸면 ‘혹’이 되고. 이 하

나하나가, 연속적으로 발음되지만 이 하나하나가 달라짐으로써 뜻이 달라지

고.... 이걸 발음 기관하고, 자음 모음하고 같이 설명을 하지 않고는 설명이 

힘드네요. 하나하나가 변별됨으로써 뜻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래... 분절...

나뉜다는 뜻인데.. 하하하..

연구자 : 하하하...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암묵적으로는 알고 계신 것 같

아요..

Y교사 :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연구자: 네,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Y교사 : 문법책에서 말하는 명쾌한 이거를 못 해주겠네요. 그냥 분절 음운

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 문법

서처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간략하게 명쾌하게... 그게 문법책처럼 

잘 안 나오니까.

(Y교사 2차 면담)

Q31 경우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가까운 것인데(교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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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59점) 교사들이 대답으로 사용하는 지식은 학생의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지는 못한다. 앞서 학생 의문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는데, 이 의문에 대

해 흔히 교사들은 ‘표준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고, 스스로 답

을 위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4위가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인 점을 보면 학생들은 표준 발음을 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차 의문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Q31입니다. (학생 어조로) 음운교육 이거 왜 배워요?

I교사 : 나는 물론 국어교사니까 나는 국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올바른 

발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을 

할 때 막 인터넷에서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 뭐 되, 돼 이런 거 구

분도 못하고 사느냐 이렇게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소

리도 그렇게 발음을 지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올바른 발음을 

하려면 음운 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발음기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

떤 혀의 위치나 뭐 이런 게 어디에 위치할 때 그 모음의 소리가 나고 어떤 

자음의 소리가 나고 이런 걸 알면 좀 더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을 해서 음운 체계 같은 것을 알면 일상생활에 실제로 발음을 할 때 도움

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었습니다.

연구자: (학생 어조로) 선생님,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I교사: 그래서 그 뜻이 올바른 발음이 아니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

이야. 예를 들면 뭐 사실은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도 하는데 단어에 길이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이에 따라

서 소리, 길이에 따라서 뜻이 변별이 된다는 걸 알지.

(I교사 2차 면담)

I교사는 소리의 길이를 예로 들지만, 이미 일부 방언을 제외하면 장단은 변

별 기능이 사라졌다.

연구자: (학생 어조로) 선생님, 발음이 어떻든 뜻만 통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요?

K교사: 발음이 달라지면 당연히 뜻도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발음이 달라도 

뜻이 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지. 우리 말소리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자음 

하나하나에 따라서, 모음 하나하나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되니까.

연구자: (학생 어조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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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사: (들이쉬는 웃음) 우리가 항상 ‘게 먹으러 간다’고 할 때 멍멍 개, 바

다 게 하고 묻는다든가, 또 음.. 잘못된 발음을 사용을 했을 때, 뭐, 뭐... 어

떤 예가 있지? 우리가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표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일성과 다

른 것들을 위해서는 음운을 배우는 게 좋다고, 좋은 거지... 음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들이쉬는 웃음)

(K교사 2차 면담)

K교사는 동음이의어의 예를 들지만, 대화에서 문맥상 의미를 구별하기 힘

든 경우까지 찾기는 어려우며, ‘게, 개’와 같이 문맥상 구별하기 힘든 경우

라고 해도,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이미 변별 기능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Q29는 학생 의문 순위 3위(학생 응답 평균 2.68점)이며  교사의 필지 정

도 응답에서 12위(교사 응답 평균 3.41점)인 의문이다. 이에 대한 C교사의 

설명은 재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전문가1도 부엌의 형태사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도 있다.) 학생에 따라서는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해명이다.

연구자: 부엌 경우에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부어기], [부어게서] 라고 발

음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C교사: 저는 그냥 그렇게 좀 농담 삼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표준어, 표

준발음 규정이 현대 서울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부어키], [부어케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C교사 2차 면담)

정리하면, 지식이 부족할 때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직

접 드러내거나, 암기를 강요하거나, 교사 본인은 암묵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를 학생들에게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가 일

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양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풍부하

게 해주지 못하거나, 질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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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확한 지식(incorrect knowledge)

음운 영역에서 교사들이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2인 이상에게서 공

통적으로 부정확함이 발견된 것)에는 조음위치에 대한 지식(Q4, Q6), 사잇

소리 현상에 대한 지식(Q24, Q25), 반모음에 대한 지식(Q15), 비분절음운에 

대한 지식(Q2)이 있었다.

Q6(조음위치에 대한 지식)은 학생 의문 공동 11위(2.54점)에 해당하며,

이 점수가 중앙값 2.5이상이므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속한다. 그러

나 ㄹ의 조음 위치와 관련하여 조음 방법을 설명할 때 탄설음과 설측음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교사는 M교사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M교사도 초성

에 설측음이 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부정확한 지식 해당 교사 수  reference 개수

Q4, Q6에서 ㅅ의 조음위치

와 ㄹ의 조음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함

8 12

Q24, Q25, Q27에서 사잇소

리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함
6 13

Q15에서 반모음에 대한 지

식이 부정확함
5 12

Q2에서 비분절음운 억양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함
4 8

Q29에서 ㄹ뒤의 경음화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함
2 2

Q29에서 어미에 대한 지식

이 부정확함
1 1

Q29에서 경음과 각자병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

함

1 1

Q20에서 겹받침의 발음이 

달라지는 조건에 대한 지식

이 부정확함

1 1

<표�Ⅲ-27>� 교사들이�지닌�부정확한�음운�교육� 교과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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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사잇소리 현상에 관한 질문인 Q25(‘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

날]‘나뭇잎’[나문닙])는 학생 의문 8위(2.58점)이며 필지정도에 대한 교사 설

문에서 응답평균 9위(3.48점)인 ‘알아야 하는’ 의문이다. Q25의 대답에서 교

사는 학생이 던진 질문 속 오개념에 함께 유도되어 오개념에 빠지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Q25는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학생의 질문을 그대로 

본조사의 조사 항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질문 속에 학생이 지닌 오개념이 

포함되어 있다(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후 비음화가 일어난 현상을 ㄴ첨가

로 오해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H교사는 학생이 가진 오개념에 함께 유

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학생 어조로) ‘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

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H교사 : 티스(teeth)랑 거기에 붙어있는 몸. 그거 더하면 그대로 [이-몸]이잖

아 [이-몸]인데 이거를 발음은 [잇몸]이라고 하지 (연구자 : 네) 왜 여기서 ’

ㄴ’소리가 생기냐는게 질문이잖아. (연구자 : 네) ‘ㄴ’소리가 그냥 생겨. ‘ㄴ’

이 첨가돼, (웃음소리) ‘ㄴ’첨가. 그걸 ‘ㄴ’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

니까 ‘ㄴ’이 첨가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앞 말의 끝

이 자음이고 뒷말의 시작이 ‘ㅣ’ 계열.. 소리로.. 시작이 될 때는 ‘ㄴ’ 소리가 

생겨나.

연구자 : (학생 어조로) 선생님 ‘몸’은 ‘ㅁ’이잖아요. ‘ㅣ’ 계열 소리가 아니

잖아요.

H교사 : 어, 그러네 어.... 이거는! ‘콧날‘도 그렇고. ‘나뭇잎‘도 그렇고. ’나뭇

잎‘, ’나뭇잎‘은 이거 뭐지? ... 잎단 ‘나뭇잎’을 먼저 설명해볼까. 나뭇잎은 

앞말에... 흐 어.. 잠깐만 표준발음법을 찾아보자 하하하하(웃음) 첨가~ 어...

일단 첨가를 보면 7장 첨가를 보면, 음(높은 소리로). 으음... 콧날 요것도 그 

다음에... 으음... 코 날... 으음... (뒤적이는 중 긴 침묵) 으으음.... (긴 침묵 :

종이 넘기는 소리) 하하.. 어 이거 선생님이 조금만 공부하고 (연구자 : 네)

어 좀 있다 설명해 줄게 하하하 (웃음) 음.. 하 진짜 어렵다 진짜 진땀난다.

음...

(H교사 2차 면담)

Q15(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 차이)는 학생 의문 공동 11위(2.54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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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응답평균 3.25점(알아야 하는 지식)에 해당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교

사들은 반모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부정확한 지

식을 보인 교사 수 5, reference 개수 12)

반모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의 유형은 크게 반모음이 음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K교사), 반모음이 시간만 짧을 뿐 일반 단모음과 같은 

음이라고 보는 경우(M교사, K교사), 반모음의 ‘반(semi)’의 의미를 잘못 알

고 있는 경우(D교사, S교사), 반모음의 자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C

교사) 등이다.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이나 K교사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념화하고 있다.

연구자:“(학생 어조로) 그러면 단모음 ㅣ[i] 하고, 반모음 ㅣ[i] 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K교사: “반모음 ㅣ는 혼자 발음될 수 없고, 혼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하

나의 음운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항상 이중모음으로 같이 붙어서 

이중모음이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되는 거고.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그 자체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혼자 발음 될 수 있는 거

고.”

연구자: “(학생 어조로) 반모음도 음운 아니에요?”

K교사: “반모음은 혼자 쓰여서 혼자 소리 값을 가지면서 의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혼자 소리값을 못 가지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

으로 볼 수 없지. 얘가 붙어서 되는 이중모음이 하나의 음운이 되니까.”

(K교사 2차 면담)

반모음은 활음(glides)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포르만트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귀로 들어도 일반 모음과 발음 방식이 구별된다. 그러나 M

교사, K교사는 발음상의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M교사: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발음이 대신에 아주 짧

게 이루어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와, 워, 야, 여. 이런 것들을 보면은 

ㅏ 발음은 길게 나는데, ㅣ 발음은 쪼끔 나. ㅗ 발음은 굉장히 짧게 나.

(M교사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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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음의 ‘반(半)’은 ‘준-(準-)’, ‘어느 정도의’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발음 시간이 절반’이라거나 ‘수반(隨伴)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

었다.

D교사: 그런데 [이어]할 때 ‘ㅣ’는, 그냥 뭔가, 얹혀서 발음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수반 되어서. 그래서, 반모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3초간 

침묵)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반, 약간 얹힌다는 말이. 이게 수반되다, 동반되

다, 그래서. 그 때 반, 이라고 얘기를 해서 반모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D교사 2차 면담)

반모음과 모음의 자질 구분상 차이는 성절성(syllabic) 밖에 없으며,

vowels와 마찬가지로 [-consonantal]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C교사는 ‘반

모음은 자음과 비슷하다’는 데 근거하여, +consonantal과 유사하게 설명하

고 있다.

C교사: 반모음은 글자 그대로 반만 모음이므로 절반은 자음의 특성을 가지

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ㄱ], [ㅋ] 이런 자음을 발음할 때처럼 모음에 비해

서 좀 빨리 소리를 끝맺으면서 자음의 특성인 공기의 저항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교사 2차 면담)

Q2에서도 교사가 부정확한 지식을 가진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 : “(학생 어조로) 소리의 고저와 억양은 똑같은 거예요?”

K교사 : "얘들 자체도 비분절음운으로 안 넣을 수도 있어. 비분절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거든. 소리의 고저... 높고 낮음이... 억양... 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K교사 2차 면담)

K교사가 소리의 고저와 억양을 비분절음운으로 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이유는 경상 방언 등 일부 방언을 제외하고 현실 국어에서 고저가 뜻을 

구분하는 기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저와 억양을 

비분절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는 표현 자체는 학생에게 오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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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소리의 고저에 성조와 억양이 있는데 이들에 대

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 본인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알고 있다고 인식

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

에 두지 않게 된다. 또한 학생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반모음도 음운 아니에요?’, ‘잇몸’(이+몸)[인몸], ‘콧날’(코+

날)[콘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소리의 고저와 억양이 같

은가요?’) 이 지점을 걸러내지 못한다. 학생들의 이는 앞서 ‘Ⅱ.4.(1) 교과내

용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과내용

지식이 부족한 교사 일수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학습 내용에 대

한 선개념, 오개념, 난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부족한 지식과 부정확한 지식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부족한 지식의 내용과 부정확한 지식의 내용 중 겹치는 것이 

많다. 교사들이 지식을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음위치에 

대한 지식(Q4, Q6),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지식(Q24), 반모음에 대한 지식

(Q15), 비분절음운에 대한 지식(Q2)은 모두 부족한 지식의 목록에 도 포함

되어 있다. 실제로 Q15에서 반모음에 대한 D교사의 설명, Q4에 대한 M교

사의 설명, 어미에 대한 K교사의 설명 등을 살펴보면 그러함을 알 수 있

다.

D교사 : 그런데 [이어]할 때 ‘ㅣ’는, 그냥 뭔가, 얹혀서 발음되는 느낌이 들

지 않느냐. 수반 되어서. 그래서, 반모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3초

간 침묵)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반, 약간 얹힌다는 말이. 이게 수반되다, 동

반되다, 그래서. 그 때 반, 이라고 얘기를 해서 반모음. 이렇게 설명을 하거

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D교사 1차 면담)

M교사: ‘ㄹ’발음을 하는데 “왜 ‘ㄹ’은 두 개의 발음으로 발음이 돼요”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왜 두 개가 될까’ 이게 설측

음과 탄설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설측음은 닿는 거고, 탄설음은 닿았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닿았다 떨어지는 거는, 닿았다 떨어지는 것은 초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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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닿아있는 것은 종성에 맞지 않을까?

(M교사 1차 면담)

K교사: ‘게’라는 문법 형태소에서 ‘게’를 사용하깃... , 다른 단어들에서 ‘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뒤에 다른 ‘할’ 뿐만 아니라, 뭐지, 이게 어

미 상 ‘게’가 맞기, ‘게’를 써야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게’를 쓰는, 다른 앞에,

‘리을’이 오지 않는 다른 단어일 때는 ‘게’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게’라고 써야 해. 예를 들면? 뭐지? 뭐가 있죠? (웃음) ‘할게...’ 어! 전부 다 

‘-리을 게’네요. 그러고 보니까. ‘살게’...

연구자: (학생 어조로) 그러면 ‘-리을 게’가 형태소 아니에요?

K교사: 그러네요. ‘-리을 게’가 형태소...(웃음)

연구자: (학생 어조로) 선생님 어느 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K교사: ‘리을 게’... ‘할게’... (웃음) 자! 이거는 한번 어문 규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다.(웃음) ‘어문 규정에 이게 나와 있지 싶은 데 기억이 안 나네.’

(K교사 2차 면담)

부족한 지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 본인이 나름의 추론을 하고 그 추

론의 결과를 본인이 믿으면서 부정확한 지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6. 음운 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실체

교사 면담 결과 교사에게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교사로부터 공유할만한 

지식을 얻어, 음운 교육 분야에서 학생 의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내용지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문

헌 연구와 현직 교사 답변에 대한 문헌 연구 확인을 거쳐 선정하였다. 근

거가 되는 문헌은 김성규․정승철(2013), 배주채(2013), 신지영(2000), 이기

문(1997), 이문규(2004), 이진호(2005), 이호영(1996)(저자명 가나다 순)이다.

1차적으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을 선정한 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

하였다. ‘국어국문학과 출신 대학교수이며, 국어 음운 교육 관련 개론서를 

집필할 정도로 국어 음운교육에 관심이 있는’ 2인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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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명은 국어학 전공 기반을 갖춘 국어교육학과 교수이며, 1명은 국어교

육의 상황을 이해하는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다. 학술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지식이 서술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더 필요한 지식을 빠뜨리지는 않았는

지, 특히 ‘전문화된 내용 지식(SCK)'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범위를 지

나치게 확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수신하여 수용

하였다. 두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표 Ⅲ-28>과 <표Ⅲ-29>에 정리하였다.

전문가1 의견①: 음운 변동과 음운 현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음운 변동은 형태의 교체를 야기하는 공시적인 소리 바뀜이고 음

운 현상은 소리와 관련된 모든 언어 현상(공시, 통시 모두 포함)을 가

리킴.

전문가1 의견②: 질문이 주로 발음과 표기에 쏠려 있음. 언어 현상 자

체의 규칙성이나 원리 탐구에 대한 Q(설문 문항)도 추가하면 좋겠음.

전문가1 의견③: <표 Ⅲ-6>에서 

  - 음운 차원의 ‘언어의 본질’이 ‘발음과 표기의 관계’인가?

    * 음운은 언어 기호의 형식적 측면이라는 차원에서 재고 필요함.

  - 모음 체계: ‘전설, 후설’은 없음.

 

전문가1 의견④: Q4 관련

  - 두 ‘ㄹ’의 차이는 설명이 아닌 관찰로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전문가1 의견⑤: Q5 관련

  - ‘표준어 규정은 어떻게 국어를 발음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은 수

정이 필요하다.

전문가1 의견⑥: Q6 관련

  - 치조와 경구개, 경구개와 연구개

  - 물리적인 경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과 음운론적 처리를 통해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합치는 방식은 다른 차원임. 전자는 자동적으로 

<표� Ⅲ-28>� 전문가1(국어교육학과�교수)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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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조음 행위를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학문적인 행

위임.

  - ‘ㅅ’의 조음 위치 확인 방법 보완: ‘사’를 발음하려고 마음먹은 상

태에서 혀를 앞으로 내밀어 고정부에 닿게 하면 그 부위가 바로 윗잇

몸임. 

전문가1 의견⑦: Q7 관련

  - 콧구멍을 완벽하게 막으면 ‘ㄴ’은 ‘ㄷ’으로 남.

전문가1 의견⑧: Q10 관련

  - 우리말에서는 폐쇄를 겪는 자음만이 비음이 될 수 있음. 그러니 비

음 셋은 모두 폐쇄를 겪는다는 점에서는 파열음과 같으나 개방 후 목

젖을 열어 공기를 코로 내보낸다는 점이 중요한 조음 방식이고 그것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의 파열음과 변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음으로 

분류하는 것임.

  - 비음도 반드시 폐쇄를 겪는다는 점에서 마찰음과 같은 ‘지속음’과

는 분명히 구별됨. 예를 들어, ‘ㅁ’을 발음하기 위한 첫 동작은 입술 닫

기임.

전문가1 의견⑨: Q22 관련

  - ‘값’이 ‘갑’으로 나는 환경이 있고, 받침 둘이 다 발음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음. 음운 변동을 탐구할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자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함께 고려

하도록 해야 함. 겹받침 줄이기가 일어나는 환경의 자료만 가지고 탐구

를 하니 학생들이 항상 ‘ㅂ’만 발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아닌지?

전문가1 의견⑩: Q23 관련

  - ‘꽃향기’와 ‘놓고’의 규칙 순서가 다른 이유는 단어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 ‘꽃’과 ‘향기’ 사이에는 단어 경계가 있고 ‘놓’과 ‘고’ 사이

에는 형태소 경계가 있음. 

전문가1 의견⑪: Q24, Q25, Q27.  사잇소리 현상 관련

  - 현대국어에서 삽입되는 ‘ㄷ’을 형태소로 보려면(사잇소리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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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첨가로 보려면) 그 의미 기능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

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중세 국어의 사정과 현대 국어의 사정

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것을 ‘형태소 첨가’로 처리하면, 일반적인 형

태소 첨가 혹은 교착 현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

 - ‘뒷일[뒨닐]’의 ‘일’은 중세 국어 시기에서도 ‘일’이었는데, 이 경우

의 ‘ㄴ’ 덧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닢’의 경우에 유추된 것으로 설

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들 모두를 ‘ㄴ-첨가’로 보는 방법이 있음. 즉, 

‘나뭇잎[나문닙]’, ‘뒷일[뒨닐]’은 ‘ㅅ-첨가’와 ‘ㄴ-첨가’ 둘 다를 겪은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임.  

전문가1 의견⑫: Q28 관련

  - 두 글자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점만 알려주면 될 

것임. 중세 국어의 후음 계열의 음가에 대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임.

전문가1 의견⑬: Q29 관련

  - 발음과 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원형과 발음형의 차이가 있

고, 표기가 이 둘 중 어느 것을 적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큰 차이

는 주로 표기를 원형 밝혀 적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부엌’의 말자음이 ‘ㅋ’이 맞냐는 질문의 동기는 ‘부엌에’를 [부어

게]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현재 상태에서는 [부어케]가 맞고 

[부어게]는 잘못된 발음이기 때문에 ‘부엌’이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

장 나아 보임. ‘부엌’의 형태사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해 보임.

전문가1 의견⑭: Q30 구개음화 관련

  - 공시성, 통시성의 개념 자체로 어려운데다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가

르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그냥 공시적인 구개음화만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팥이, 솥이’가 [파시], [소시]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체언의 말 자음이 바뀐 것, 즉 기저형이 바뀐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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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2(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들이 연관된 음운교육 하위

분야의 키워드 10개를 표로 정리한 <표 Ⅲ-6>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서 답

변하였다.

야 함. 국어학자들이 현대 국어에 구개음화가 없다는 것은 이들과 함

께, ‘굳이’, ‘해돋이’류 파생어 형성 과정을 통시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

임. ‘팥’, ‘솥’ 등이 표준어로 인정되고, 학교 문법에서는 파생어 형성도 

공시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면, 학교문법에서는 아직 

구개음화를 공시적인 음운변동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음. 

  - ‘ㅣ’를 조음할 때 혀끝이 아랫니에 닿는다는 내용은 재고할 필요 

있음. 턱을 많이 벌리지 않은 상태로 혀를 앞으로 내미니 혀끝의 아랫

부분이 닿을 수도 있으나 이 모음의 발음의 핵심은 혀끝이 경구개 쪽

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음. 

  - ‘티’와 ‘지’의 발음 편이의 차이를 자음 발음 후 혀끝이 아랫니로 

내려오는 데 드는 힘으로 잡고 있는데, 아랫니와의 거리는 오히려 경구

개가 더 멂.

  - ‘ㅅ’이나 ‘ㄴ’ 등의 음성적 구개음화를 관찰해 보면 구개음화의 음

성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음.

전문가1 의견⑮: Q31 관련

  - 예1 : 맡기었다.

  - Q31은 결국 문법 교육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 제시된 답

은 대부분 실용적인 차원임. 문법 지식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문가2 의견①: 변이음에 대하여 : 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의

문이 듭니다.

전문가2 의견②: 고저와 억양에 대하여 : 고저’는 따로 떼기 어려워 보

입니다. ‘억양’이 문제인데, 억양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2 의견③: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대하여 : 모음의 분류 기준

<표�Ⅲ-29>� 전문가2(국어국문학과�교수)의�검토� 결과



- 131 -

음운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결과

를 반영하여 <표 Ⅲ-30>에 제시하였다.

지식은 전통적인 방식, 개방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은 문법이란 것을 어문 규정이나 학교 문법으로 한정하

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문법 현상을 다양한 이견의 관점

에서까지 사고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각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탐구 방식’은 현

재 교과서에서 규범 문법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을 피하였다.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교 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전통적인 학교 문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한다면, 개방적 사고를 

으로는 ‘고/중/저’ 이외에 ‘전설/후설’과 ‘원순/평순’도 있습니다.

전문가2 의견④: 학생들의 질문들이 연관된 음운교육 하위분야의 키워

드 10개 중 ‘8. 개별음운현상’에 겹받침 발음과 음절의 끝소리규칙만 

제시된 것에 대하여 : 여러 음운 변동 중 하필 이 두 현상만 따로 분리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2 의견⑤: ‘9.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의 ‘규칙 순서’에 대하

여: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래 ‘통시적 변화’

와 ‘공시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2 의견⑥: ‘9.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의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 사잇소리 현상은 순수 음운 현상이 아닌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전문가2 의견⑦: ‘10.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의 ‘파열음 파찰음 

비음의 기류 감각’에 대하여 : 파열음과 파찰음의 기류 감각 차이는 일

반인들이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2 의견⑧: ‘10.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의 ‘반모음 ㅗ̆,ㅜ̆,ㅣ̆

의 청각, 조음 감각에 대하여 : 반모음은 두 개이고, 표기상 세 가지로 

구분되므로 ‘ㅗ, ㅜ’ 반모음은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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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교사가 개방적 사고를 자극하고 싶어도, 본인이 교과서 지식만 알고 있을 경우

에는 불가능하다.29)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지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방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의 지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 Ⅲ-30>에서 ‘•’로 항목화한 부분(예: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

식),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등)은 원래 지식을 수집할 당시에는 없

는 것이나, ‘Ⅳ.2.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하위 영역과 그 관계’에 서술한 

내용을 연구하여 교과내용지식의 하위 영역을 확정한 연후에 덧붙인 것이다. 시

간차가 있는 연구 결과물이지만,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주었다.

29) 이지수(2016:156)에서는 “문법 지식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가능한 것이며 그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고정된 담이 있다고 생

각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더 깊이 있는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것도 사실이

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무작정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Q1. 분절 음운은 무엇이 분리된다는 뜻인가요?

(관련 소범주 : 음운의 기본 개념)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뉜다.

-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가 있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분절 음운은 별개로 끊어져 인식되는 음운을 뜻한다. ‘말’과 ‘달’이라는 단

어는 ‘ㅁ’과 ‘ㄷ’에 의해서 뜻이 달라진다. 즉, ‘ㅁ’을 떼고 ‘ㄷ’을 붙이면 뜻이 

다른 말이 되는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처럼 끊어지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

고 한다.

- 비분절 음운은 마디로 끊어져 인식되지 않는 음운이다. [말]과 [말 ]ː의 경

<표� Ⅲ-30>� 학생들이�음운�단원�수업�중에�궁금해하는�의문들에�답하기�위해�

교사에게�필요한�음운�교육�교과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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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뜻이 달라진다. 소리의 길이는 소리 전체 위에 얹

혀서, 하나씩 끊어 분리를 해낼 수가 없으므로 비분절 음운이다.

Q2. ‘소리의 고저’와 ‘억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소범주 : 음운의 기본 개념)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소리의 고저는 말 그대로 소리의 높고 낮음이다.

- 소리의 고저는 성조, 억양이 있다.

- 소리의 고저가 단어를 변별하면 성조이다.

- 소리의 고저가  “밥 먹어?”, “밥 먹어.”와 같이 문장에 얹혀 뜻을 구별하게 

되면 억양이다.

Q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 ]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

나요?

(관련 소범주 : 음운의 기본 개념,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다.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표준발음법에서는 구별하여 발음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음운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다.-I

교사  

- 나이 드신 분들의 단어 사용이나 지역 방언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음운의 

역할을 하나, 현실 속 젊은 사람들의 서울말에서는 장단음에 의한 단어의 뜻 

구별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Q4. ‘기름’의 ‘ㄹ’과 ‘알’의 ‘ㄹ’ 발음이 다른가요?

(관련 소범주 : 음운의 기본 개념,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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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국어의 ‘ㄹ’ 발음은 [ɾ]계 탄설음, [l]계 설측음의 변이음이 있다.(이호영 

1996:89)

- 국어에서  [ɾ]계 탄설음, [l]계 설측음은 한 음소로 인식된다. ‘로비’라는 단

어를 말할 때 [ɾobi]로 발음하든, [lobi]로 발음하든 단어 뜻에 차이가 없다.

• 언어 실행 지식

- ‘기름’의 ‘ㄹ’은 [ɾ]계 탄설음인데, 혀끝으로 윗잇몸을 살짝 튀겨서 조음한다.

- ‘알’의 ‘ㄹ’은 [l]계 설측음인데, 연구개를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차단한 채 

혀끝으로 구강 가운데를 막고 공기를 혀의 양 옆으로 탈출시키면서 조음한

다. 6번 질문의 ‘ㄹ’ 조음위치 지식 참조.

• 문법 교수법 지식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두 ‘ㄹ’의 차이는 설명이 아닌 관찰로 알게 하는 것이 좋다. 학생에게 관

찰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z과 j , r과 l처럼 한국어로 구별 힘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이 

있나요?30)

(관련 소범주 : 발음과 표기의 관계, 음운의 기본 개념)

 •문법 체계 지식

- 어문 규정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표

준발음법 포함),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은 우리

가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로서 어떻게 국어 표기를 할 것인지의 문제, 표준어 

규정은 어떤 말을 두루 쓰는 표준어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외래어의 표기

법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외래어를 어떻게 한글로 표기할 것인지에 문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은 국어를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지하철 역 이름 등을 외국인들이 

알아보아야 하니까) 문제를 다룬다. 지금 이 질문은 외래어 표기법에서 규정

을 해주고 있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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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어의 

음운구조를 무시하고서라도 되도록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법과, 다른 하

나는 원음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우리의 음운구조에 동화된 대로 표기하는 

것이다.31) 1948년에 문교부에서 제정한 ＜들온말 적는 법＞은 원음을 매우 

충실하게 표기한 것으로, 음성기호［f］를 ‘ㆄ’로, ［v］·［β］를 ‘ㅸ’로,

［z］를 ‘ㅿ’로, 또 ［l］를 ‘?’로, [r]을 ‘ㄹ’로, ［ch］를 ‘?’로 표기하였다. 그

러나 복잡해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음을 존

중하되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그래서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의 [l]이 모음 앞 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예컨대,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외래어는 국어와 음운체계가 전혀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것이기 때문

에 외국어 소리를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저 비

슷하게 적을 수 있을 뿐이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말을 가장 효과적

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지 남의 말소리까지 다 만족스럽게 적을 수 있다

는 뜻이 아니다.32) 또 z , j 구별해서 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알파벳이 한

글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우리말의 ㅂ,ㅃ,ㅍ는 알파벳으로 구별이 힘들다.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르니까 다른 언어를 표기할 글자를 만들지 않는 것일 

뿐이다.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z과 j, r과 l은 국제음성기호에서는 다른 음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들을 

다른 음운으로 삼지 않는다. 즉, 한국어에서 z과 j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변

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발음상에서는 살짝 다르다고 느껴지겠지만 말

이다.

•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

- 구체적 단어의 표기가 궁금할 때에는 국립국어원 사이트 외래어표기법 ‘용

례 찾기’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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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관련 소범주 : 자음 체계)

•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

<자음의 조음위치>

- 아리랑TV 다큐멘터리 ‘아리랑 프라임-보이는 소리, 동영상 찾아 보기. 자음 

조음 위치 엑스레이 동영상은 5분 29초 부분부터 볼 것.

엑스레이 동영상에서 “기역” 발음할 때 혀가 연구개에 붙음.

동영상에서 “니은” 발음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붙음.

(/ㄷ/소리, /ㄹ/ 혀끝의 위치는 /ㄴ/ 소리와 동일하다.)

동영상에서 “시옷” 할 때 혀끝에서 마찰 생김.

동영상에서 “이응” 할 때 혀가 연구개에 붙음.

• 문법 교수법 지식

- /ㅅ/의 조음 위치가 윗잇몸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에게는,

얼굴 단면도를 보며 “‘ㅅ[s]’하면 윗니랑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 근처에 여기 

있고, 혀의 앞부분이 간질간질하지 않니?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간질간질하다는 건 여기 뭔가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다. 마찰이 되면서,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ㅅ’ 소리가 난다. 혀가 잇몸에 닿는다기보다는 공기가 잇몸

에 닿는 것이다.”고 설명할 수 있다. ‘드’는 분명히 뭔가 막았다가 퉁 튕기는 

느낌이 나는데. ‘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걸 느낄 수 있다.

- ‘ㅅ’의 조음 위치 확인 방법 보완 : ‘사’를 발음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혀를 내밀어 고정부에 닿게 하면 그 부위가 바로 윗잇몸이다. - 전문가1 의

견⑥.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상게(上揭) 동영상에 “지읒”은 따로 보여 주지는 않으나 'ㅈ'음의 조음위치

가 훈민정음 창제 무렵인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ㅅ'음과 마찬가지고 혀끝

과 잇몸 사이였으나, 17세기 경부터 오늘날과 같이 앞혓바닥과 센입천장사이

로 옮겨졌다. 평안 방언에서 파찰음을 치조과 혀끝 사이에서 발음하는 것은 

그 흔적이다. 현재의 /ㅈ/ 소리는 경구개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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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치조와 연구개, 경구개와 연구개의 경계선이 궁금한 학생들, 자음조음위치

에 개인차가 있어서 조음위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물론 입술도 다르게 생기고, 입안의 공간 크기도 다르고, 혓바닥도 길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혀가 짧은 사람의 발음이 조금 다르고 혀가 긴 사람의 

발음이 살짝 다르긴 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입천장에서 잇몸 쪽에 닿느냐,

입천장 중간에 닿느냐, 연구개 쪽에 닿느냐 그 자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혀짧은 소리도 혀를 정확한 위치에 닿게 하기

가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구강구조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닿는 상대적인 위치는 같다고 본다. 치조와 연구개, 경구개와 연

구개의 경계선도 상대적인 것이다. -K교사 

-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조음 위치가 구별이 잘 안된다고 말하는 학생에게는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

(모음을 짧게 하여) ‘드’ ‘즈’ ‘드’ ‘즈’ 소리를 계속 내보면 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닿는 부분이 ‘드’는 앞에 있고 ‘즈’는 약간 뒤

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즈] 발음인데 아마 이게 발음하다보면 혀의 위

치만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데, [ㅈ] [ㅈ]해보면 [ㅅ] 하고 달리 공기의 마찰

을 보면 잇몸에 닿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닿는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

- 어떤 모음 앞에 오는가에 따라 조음 위치가 달라진다. 교사가 전통적인 학

교 문법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전형적인 소리가 나는 환경의 예를 들고, 개

방적 사고 자극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예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음소 비고

환경

ㅣ, j-계 이

중모음 앞
그 외의 환경

/ㄴ/

기호 ɲ n

위치 경구개 치조

예 은닉, 시늉 나라, 안경

/ㅅ,ㅆ/

기호 ʃ  ʃ’ s  s’

위치 후치조 치조 

예 시작, 하셔서 소라,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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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방법

조음

위치

기

호
환경 예

설측음

경구개 ʎ

/ㄹ리/나 

/ㄹㄹj/. 

(ㅣ, j-계 이

중모음 앞) 

빨리, 말려

치조

l
어말, 자음 

앞, /ㄹㄹ/

날, 결국, 

물레

탄설음 ɾ
어두, 모음 

사이, 모음

과 /ㅎ/사이

라면, 노

루, 결혼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설측음[l]과 탄설음[?]의 조음 위치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는

데, 바로 위 ㄹ 변이음 표에서 보듯, 이는 조음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조음 

방법의 차이이다.

Q7. /ㄴ/는 비음이라는데 왜 저는 코를 막아도 ‘나’ 소리가 똑같나요?

(관련 소범주 : 자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비음은 비강을 울려서 내는 소리이다.

- 콧구멍만 막을 경우, 콧구멍 위쪽과 안쪽의 비강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 문법 교수법 지식+언어 실행 지식

- ㄴ 소리 뒤에 오는 모음 ‘ㅏ’가 크게 울리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는 것처

럼 느껴지는 점도 있다. 콧구멍을 막고 ‘은’ 소리를 내 보면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 콧구멍을 완벽하게 막으면 ‘ㄴ’은 ‘ㄷ’으로 남. -전문가1 의견⑦

Q8. 파열음은 파열되는 느낌이 없는데 왜 파열음인가요?

(관련 소범주 : 자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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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열음은 신체 부위가 손상되고 찢어져 파열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두어진 

공기가 터져나간다(burst)는 의미이다.

Q9. /ㅈ/는 파찰음이라는데 저는 그냥 파열음 같은데요?

(관련 소범주 : 자음 체계)

• 문법 교수법 지식

- Praat나 Cool Edit Pro 같은 무료 음성 분석 프로그램(스펙트로그램)을 활

용하면, 학생의 ‘아자’ 발음을 녹음하여 직접 보여 주고 비교해 주는 것이 가

능하다.

파찰음에서는 폐쇄음(순간음)과 마찰음(소음)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펙트로그램에서 ‘(폐쇄 구간)+터짐+마찰 잡음+(기식 구간)’이 나타난다. 폐

쇄 구간은 흰 묵음부분이고 터짐은 수직의 스파이크이다.

Q10. /ㅁ,ㄴ/도 파열되는 것 같은데 왜 파열음이 아니라 비음인가요?

(관련 소범주 : 자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비강 폐쇄가 일어나는 동안, 연구개는 일부 기류가 비강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많거나 적게 내려온다. 폐쇄가 입속에서만 일어나면, 비강 공명

은 지속된다.33) 이 입의 폐쇄를 개방하면 파열이 일어난다.

요약하면, ‘음...’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비강 공명이 되고, ‘음...므('ㅡ’

모음을 거의 발음하지 않고)'하고 입을 여는 순간, 동시에 입에서는 파열이 

일어나는 것이다.-M교사 

- 우리말에서는 폐쇄를 겪는 자음만이 비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비음 셋은 

모두 폐쇄를 겪는다는 점에서는 파열음과 같으나 개방 후 목젖을 열어 공기

를 코로 내보낸다는 점이 중요한 조음 방식이고 그것이 같은 조음 위치의 

파열음과 변별되는 점이기 때문에 비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전문가1.

Q11.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관련 소범주 : 모음 체계)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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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음은 혓바닥이 입천장 가까이 높아져 발음되는 모음, 중모음은 혓바닥

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 저모음은 혓바닥이 입의 바

닥으로 낮아져 발음되는 모음이다.

• 문법 교수법 지식

- 교사는 학생들에게 빨대(sip stick)를 물고 스스로 거울로 혀의 위치를 보거

나 짝끼리 보게 한다. 빨대 길이가 반이 되도록 잘라서 그것을 혀 위에 세로

로 얹고 ‘으’ ‘어’ ‘아’하면, ‘으’에서는 빨대 위치가 높고, ‘어’에서는 중간이고,

‘아’에서는 가장 낮다.-H교사

- 참고로 전설모음과 후설 모음은 빨대를 입 위에 가로로 물고 확인할 수 있

다. ‘이’, ‘으’ 발음을 할 때, ‘이’는 혀가 빨대에 닿고, ‘으’는 안 닿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H교사

- 이후 빈칸의 모음체계표와 단모음 열 개를 나눠주고 빈칸을 채워 구조화하

게 한다. -H교사 

Q12. 중성과 모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관련 소범주 : 음절 구조, 모음 체계)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중성과 모음은 다르다.

- 중성은 국어의 말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때 구분되는 것 중의 

하나이고, 모음은 자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음절과 음절성분과 분절음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음절 층위 음절

↑ ↗ ↑ ↖

음절성분 층위 초성 중성 종성

↑ ↑ ↑ ↑

 분절음 층위 자음
단모음, 

반모음
자음

우리말에서 중성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단모음, 반모음+단모음이다.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국어의 중성에는 /ㅑ, ㅕ, ㅛ, ㅠ/ 같은 이중모음도 포함되어 있어서, 직관

적으로는 이들도 마치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느끼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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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지 않나요?

(관련 소범주 : 발음과 표기의 관계,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음운의 기본 개

념, 모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

식

- ㅐ는 전설저모음[ɛ]이고(æ와는 다르다. æ는 영어에서 사용되며 입이 더 크

게 벌어진다), ㅔ는 발음하는 전설중모음[e]이다. 과거에는 구별이 되었으니 

다른 글자로 썼을 테지만, 현재 노년층을 제외한 현실 발음에서는 중간 발음 

[E]으로 합류되었다. Q18에 대한 설명 참조.

• 문법 교육 목적 지식+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발음까지 구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가르치기>

· ‘개’, ‘게’ 최소대립쌍을 이루므로 이들은 다른 음운이다. “게를 먹었다.”고 

말했을 때 “개를 먹었다.”와 혼동하지 않으려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발음이 같아진 현실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가르치기>

· 발음이 같아져 있지만, 글자까지 같게 쓰면 혼란이 생긴다(아직 표기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글자로 쓴다.

Q14. ㅑ, ㅛ가 ㅣ...ㅏ, ㅣ...ㅗ로 구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관련 소범주 : 발음과 표기의 관계, 모음 체계, 음절 구조)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언어 실행 지식

- ‘ㅣ+ㅏ’, ‘ㅣ+ㅗ’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ㅣ̆+ㅏ[ja], ㅣ̆+ㅗ[j+o]

이다.34)

- 한글로 반모음 표기는 모음 위에 ˘ 표시를 더 붙여서 ㅗ̆,ㅜ̆처럼 표기 

한다.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국어의 중성에는 /ㅑ, ㅕ, ㅛ, ㅠ/ 같은 이중모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반모음을 표기하는 개별 글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직관적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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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마치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느끼기 쉽다.

• 문법 교수법 지식

-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면 이

들이 반모음과 모음이라는 두 음운이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Q15.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가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소범주 : 모음 체계, 발음 차이 구별 및 실기)

• 언어 실행 지식

- 모음 ㅗ,ㅜ,ㅣ는 [o][u][i]이고, 반모음 ㅗ̆,ㅜ̆는 [w]이고, ㅣ̆는 [j] 이다.

반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모양은 전체적으로 해당 모음과 비슷하다. [j]

의 경우 혀가 좀더 입천장에 가까워지고35) [w]의 경우 입술 둥글임이 

나타나고 후설과 연구개의 접근이 동시에 일어난다.36)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ㅗ̆,ㅜ̆가 발음기호로 표기할 때 [w]로 같은 것이 이상하다고 질문하

기도 하는데, 반모음[w]가 ‘ㅗ’로 쓸지 ‘ㅜ’로 쓸지는 순전히 어떤 단모

음과 결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반모음을 나타내는 개별 글자는 한글에 

존재하지 않는다.37)

• 어문 규정 지식 

- 영어의 year, Yiddish를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질문하기도 하는데, 외

래어표기법 기준에 따르면 ‘이어’, ‘이디시’로 쓰면 된다.

Q16. ㅢ에서 ㅡ, ㅣ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가요?

(관련 소범주 :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모음 체계)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이중모음 ㅢ는 학자에 따라 반모음[ɰ]+단모음[i]로 보기도 하고, 단

모음[ɯ](또는[ɨ])+반모음[j]로 보기도 한다.

- 반모음+단모음 순서의 이중모음을 상향이중모음(공명도가 상승하므

로), 단모음+반모음 순서의 이중모음을 하향이중모음(공명도가 하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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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이라고 한다. 이진호(2005:57)에서는 ㅢ를 하향이중모음[ɨj]로 보는

데 이때는 한국어이중모음 11개 중 ㅢ가 유일한 하향이중모음이 된다

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배주채(2013:63)에서는 ㅢ를 상향이중모음[ɰi]로 

보는데, 이때는 한국어 반모음에서 [w][j] 외에 반모음[ɰ]를 따로 설정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어문 규정 지식 

- ㅢ의 발음은 표준발음법 제 2장 제 5항에서 다룬다. ㅢ는 이중모음으

로 발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이를 [ㅢ]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예: ‘띄어쓰기’, ‘희미하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

함도 허용한다.’ 이는 현실 발음의 허용에 지나지 않으며 원칙은 [ㅢ]로 

발음하는 것이다.(예: 협의[혀븨/혀비], 강의의[강ː의의/강ː이에])

Q17. ㅚ, ㅟ나 ㅐ, ㅔ처럼 교과서 모음이 현실과 다른데 왜 그런가

요?

(관련 소범주 :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원래 소리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음운 

환경에 따른 변동과는 또 다른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음운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아래 ㆍ처럼)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서 다른 음운의 소리가 변화하기도 하고(H교사), ㅐ, ㅔ처럼 다른 두 음

운을 입을 크게 벌려 구별하기 귀찮아져서 그냥 편하게 발음하거나(D

교사), 비슷한 두 음운을 듣고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S교사) 결과적으

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방언의 유입으로 두 음운

이 경쟁하기도 한다.38) 외국어 차용의 결과로 음운 체계가 변화하기도 

한다(국어에서는 원래 ㄹ이 어두에 올 수 없었는데 영어를 차용하면서 

어두에도 오게 되었다)39).

- 변화하는 과도기에는 규범 언어 체계와 현실 언어체계의 차이가 생기

게 마련이다. 표기는 의미 이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잘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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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변화에 비해 보수성을 띤다.)

- 현재 단모음은 어문 규정상 10모음 체계이다. 그러나 현실 언어에서 

중부의 중년층 이하의 단모음은 ㅔ와 ㅐ의 구별이 없어지고, ㅚ와 ㅟ가 

이중모음으로 바뀐 7모음 체계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규범 언어에서

도 7모음 체계로 바뀔 수도 있고, 6모음 체계가 될 수도 있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어문 규정에서 ㅚ, ㅟ의 경우 이중모음 발음도 수용하나(허용), ㅔ, ㅐ

의 경우 동일한 발음으로 수용하지 않는다.40) 이 이유는 표기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ㅟ, ㅚ는 단순모음으로 발음하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

든 그 표기는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ㅔ, ㅐ를 똑같이 [ㅔ]로 발음해도 

된다고 해 놓으면 ㅐ라는 글자를 모두 ㅔ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문어에서 구별이 힘들어진다.

Q18.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요.

(관련 소범주 :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

- 국립국어원 ‘바른소리’에서 각각의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동영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으며, ‘Comparing Similar Vowels'에서는 유사한 모음

만 따로 구분하여 동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다. -I교사

- KBS홈페이지(http://www.kbs.co.kr/speak/) ‘한국어 배움터’에 ‘바르

게 말하기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D교사

• 언어 실행 지식

- ㅚ는 입술 모양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동그랗게 ㅗ 모양을 유지하면

서, ㅟ는 최대한 ㅜ모양 유지를 하면서 발음을 한다. ‘오, 외, 오, 외’,

‘우, 위, 우, 위’ 식으로 연습한다. -D교사, S교사

- ㅚ, ㅟ의 진짜 발음은 단모음이니까 절대 입술이나 혀의 위치를 움직

이지 않고 [ø], [y]로 발음한다. [we], [wi] 식으로 움직여서 발음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어문규정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고 하므로 

편안하게 발음하면 된다. -K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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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교수법 지식

- ㅐ, ㅔ를 구분하는 방법. 모음체계표를 외울 필요가 없다. 외우지 말

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그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모음체계표 

중 어느 세로 줄 하나를 외우면 되는데 바로 ‘ㅡ,ㅓ,ㅏ’이다. ‘ㅡ,ㅓ,ㅏ’하

면 입이 점차 벌어지면서 혀가 밑으로 내려온다. 혀를 ㅓ 상태에 두고 

[ge]를 발음하면 '게‘ 발음이 되고, 혀를 ㅏ 상태에 두고 [gɛ]를 발음하

면 ’개‘발음이 된다. -S교사

- 임성규(2011)에서는 “‘ㅔ, ㅐ’ 발음의 교육방법 연구”에서는 발음 연습

을 세 순서로 한다. 첫째는 모음 체계에서 ‘ㅡ’를 기준으로 삼아 ‘ㅣ’로 

혀 위치, ‘ㅏ’로 입 벌림, ‘ㅜ’로 입술 모양 변화를 교육한다. 둘째는 입 

벌림 정도를 ‘닫힘, 반 열림, 열림’의 3 단계로 나눠 연습한다. 열림의 

차이는 후설모음 ‘ㅡ, ㅓ, ㅏ’를 기준으로 전설 모음 ‘ㅣ, ㅔ, ㅐ’에 적용

한다. 입 벌림을 ‘ㅡ’와 ‘ㅣ’를 1로 했을 때, ‘ㅓ’와 ‘ㅔ’는 2배가 되고,

‘ㅐ’와 ‘ㅏ’는 3배가 되어야 한다. 젓가락을 활용하여 시각적이며 청각적

으로 쉽게 인식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입 벌림 차이 

연습 - 현재 발음 인식하기- 입 벌림으로 연습하기’ 3단계이다. 셋째,

‘ㅔ-ㅐ’ 모음의 혀 위치 차이를 인식시킨다. 닫힌 모음은 ‘ㅡ’에서 ‘ㅣ’로,

반 열린 모음은 ‘ㅓ’에서 ‘ㅔ’로, 열린 모음은 ‘ㅏ’에서 ‘ㅐ’로 혀를 앞으

로 내미는 연습을 한다."로 설명한다.

Q19.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려서 [발

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라 발음하

잖아요.

(관련 소범주 :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문법 교육 목적 지식

- 사람들은 각자 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내재된 문법이

다. 교과서 문법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법칙을 들여다보고 탐구하여 체계화한 것이 학문 문법이다. 그런데 이 체계

화 방식이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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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학교 문법이다. -I교사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

- 교과서 발음은 표준발음법에 따른 것이다. 표준발음법은 말 그대로 ‘표준’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음해야 언중과 오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K교사

- 어문 규정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이 다수의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다. -D교사

- [바름]이 아니라 [발음]이라고 읽기 위해서는 음절 단위로 한번 끊어주어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발음이 아니다. 연음되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 -H교사, C교사

- ‘[솜니불]과 유사한 음운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표준발음법 

제29항의 ㄴ-첨가)이 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 규칙을 여기서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미불]이라고 말하게 되면 표

준 발음도 바뀔 수 있다. -C교사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

- 교과서의 발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겹받침을 요즈음은 두 

개 다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일상 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교과서대

로 발음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통용될 수 있는 정확한 발음이라고 인정받

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자장면’이 ‘짜장면’이 되듯 많은 사

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규범 발음이 바뀔 수도 있다. -M교사

- 사람들이 교과서대로 배워서 발음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

게 발음하니까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봐야 된다. 어쨌거나 문법은 옳고 그름

을 떠나서 사람들이 발음하는 현상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

문이다. 개별적인 한 사람의 발음이 편한 것과 대부분 언어 집단 사람들의 

발음이 편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S교사

Q20.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글], “맑다”[막따], 밟다[밥ː

따]가 표준발음인가요?

(관련 소범주 :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개별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이 일어나

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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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규정 지식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

- “닭을”은 흔히 [다글]로 발음한다. ‘닭’의 겹받침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

용하면 [닥]이 되고 여기에 [을]을 연음하면 [다글]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준발음이 아니다. 표준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4항에 따

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을’은 모음

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닭’의 겹받침 ㄺ 중 뒤엣것만 옮겨 연음하면 [달

글]이 된다.

-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1항에 “다만, 용언

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가 있다. (예: 맑게[말께],

묽고[물꼬]) 이때는 ‘ㄱ’이 자기 친구 ‘ㄱ’이 한 번 더 오니까 자기만 발음 되

는 게 미안해서, 앞의 ‘ㄱ’이 “그래 ‘ㄹ’아. 뒤에 내 친구 오니까 이럴 땐 양

보할게!”하여 [말께]로 발음된다고 가르친다. -H교사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문법 교수법 지식

- “맑다”, “맑지” 의 경우 이렇게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닭도’, ‘흙도’, ‘닭조

차’를 읽어 보게 하면 대개 [닥또], [흑또], [닥쪼차]라고 대답한다. 마찬가지

로 똑같이 뒤에 자음이 오는 음운 환경이므로, [막따], [막찌]라고 읽는다. -D

교사

• 문법 교수법 지식+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

- 음운 단원은 항상 수업시간에 컴퓨터와 티비를 연결한다. 네이버에서 ‘국립

국어원’ 친 후 바로 링크된 하위메뉴 중 ‘사전/국어지식’을 들어가면 학생들

과 함께 어문규정을 볼 수 있다. 근거 규정을 쉽게 찾아 설명해 줄 수 있다.

-I교사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

- ‘닭’이란 단어가 방언 또는 현실 언어에서는 이미 더 이상 어간말에 자음군

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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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형이 [닥]으로 바뀌었다.

- “닭을”[달글], “맑다”[막따], “밟다”[밥ː따]가 표준발음이 된 것은 표준발음

을 결정하고 감수하는 위원회에 참여한 학자들의 언어 감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만약 많은 언중들이 [다글], [말따], [발따]를 사용하여 학자들의 언어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표준발음이 바뀔 수도 있다.

Q21.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음절 구조, 개별 음운 변동)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문법 교수법 지식

- 교사가 ‘밝다’, ‘삶’이라고 쓰고, [bargda], [sarm]이라고 발음을 시연해 보인

다. 또는 학생에게 ‘밝다’, ‘삶’의 겹받침을 두 개 다 발음하게 시켜 본다. 그

러면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웃을 것이다. 그러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한다. “웃기지? 그렇게 발음하니까 웃기잖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이 자꾸 웃게 되면 곤란하겠지. 일부러 웃기려고 할 땐 좋겠지만 말이야.”

-D교사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으로 가르치기>

- 겹받침을 하나만 소리 내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다. 우리

말에서 음절 끝소리에서 발음이 되는 음은 7개이다. 두 개 다 발음하면 여기

에 어긋난다.

- 우리말 음절 구조는 초성+중성+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 초성

과 종성 자리에는 한 개의 자음만이 실현된다. 중세 국어에서는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오기도 하였고, 영어에서는 strong, gift처럼 초성이나 종성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으로 가르치기>

-[sarm]발음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은 두 개 자

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음은 아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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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군이 있었다가 사라진 걸 생각하면, 후에 이 사람이 선구자가 될지, 이단

이 될지는 300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M교사

Q22. 겹받침 어차피 하나밖에 소리 안 나는데 그냥 한 자음만 쓰는 건 

안 되나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개별 음운 변동)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 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학교 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값’을 단어만 읽을 때나 자음조사와 연결될 때는 [갑]으로 소리나기 때문

에, 겹받침을 하나 줄여 ‘갑’으로 표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값이’, ‘값만’의 경우 [갑씨], [감만]으로 발음되고, 이럴 경우 기저형을 ‘갑’으

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문법 교수법 지식

- 학생들에게 ‘값’이 [갑]으로 나는 환경이 있고, 받침 둘이 다 발음되는 환경

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음운 변동을 탐구할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자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함께 고려하도

록 해야 한다. 겹받침 줄이기가 일어나는 환경의 자료만 가지고 탐구를 하면 

학생들이 항상 ‘ㅂ’만 발음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전문가1.

- 우리말은 발음과 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읽을 때 뜻을 빨리 파악

하도록 같은 뜻은 같은 형태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이 아닌 ‘값’

으로 쓰는 것이 좋다.

Q23.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돼요? “꽃은”[꼳]+[은]→[꼬든]

아닌가요?

(관련 소범주 : 개별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규칙들 사이의 적용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실제 발음과는 다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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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이 도출될 수 있다. ‘훑지’의 바른 표면형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평

폐쇄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차례대로 적용되어야 한

다.41)

/훑+지/  /훑+지/ 

지 평폐쇄음화 지 평폐쇄음화

 ￬  ￬
찌 된소리되기 훌지 자음군단순화

 ￬  ￬
훌찌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적용 환경이 안 됨.)

 ￬
[훌찌] 표면형 [*훌지] 표면형

- 국어에서 음운 규칙을 적용받는 순서가 대체적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 비슷한 조건인데 규칙 순서가 다른 이유는 단어의 내부 구조가 다르

기 때문이다. 형식 형태소가 붙는 경우는 연음이 먼저 일어나고, 실질 

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단어+단어)에는 앞 형태소 말음의 음절의 끝소

리 규칙과 뒤 형태소의 ㄴ첨가가 먼저 일어난다.문가1

<예 1> ‘밭이랑’은 [바치랑](예: ‘밭이랑 논을 팔았다.’)으로 소리 

날 수도 있고, [반니랑](예: ‘밭이랑에 씨를 심다.’)으로 소리 날 수도 

있다.

<예 2 > ‘홑이불’도 각각의 형태소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먼저 일어나 [혿][니불]이 되고,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나 [혼

니불]이 된다.

<예 3 > ‘놓고’와 ‘꽃향기’는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축약조건처럼 

보이지만, ‘놓고’는 ‘-고’가 형식형태소이므로 축약이 먼저 일어나 

[노코]가 되고([노꼬]는 틀림), ‘꽃향기’에서는 ‘향기’가 실질형태소이

므로 ‘꽃’에서 음절끝 평폐쇄음화가 먼저 일어나 [꼬턍기]([꼬챵기]는 

틀림)가 된다.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꽃은’이 [꼬츤]이 되는 것은 연음이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다.

‘적어’와 ‘저거’는 모두 ‘ㅈ, ㅓ,ㄱ, ㅓ’ 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두 음절의 

연결이다. ‘꽃은’이라는 표기는 [꼬츤]이라는 발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

을 문자로 나타내는 방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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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뿔], 냇가[내까]’)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김성규·김소영(2013a:192)에서는 사이시옷을 /ㄷ/ 삽입 현상으로 보고, “‘/

ㄷ/ 삽입(소위 사이시옷)’은 형태론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그렇게 들어간 /

ㄷ/이 표기 면에서는 ‘밤길’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면 된다. 그

리고 /ㄷ/이 삽입된 후 뒤이어 일어나는 경음화 또는 비음화로 다루면 된

다.”고 보았다.

- ‘초’와 ‘불’, ‘등’과 ‘불’, ‘내’와 ‘가’ 사이에 [ㄷ] 소리가 형태론 차원에서 들

어간 것이고, 그 뒤에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Q25의 ‘잇몸’, ‘콧날’도 같은 방식으로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Q25.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날], ‘나뭇잎’(나무+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Q24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잇소리는 형태론차원에서 /ㄷ/이 

삽입되는 현상이다.42) 이는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ㅅ’이 현대국어

의 ‘의’ 같은 의미로 쓰인 것에서 유래한다(예: 나랏말). 사이시옷은 /

ㄷ/ 삽입을 표시해주는 방식이다. 앞의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면 /ㄷ/

삽입을 사이시옷으로 표기해주고,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표기하

지 않는다(불 ×, 자리×(이부자리의 의미). 이 때문에 잠자리

(dragonfly)와 표기는 같으나 소리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H교사 

- ‘잇몸’, ‘콧날,’ ‘나뭇잎’은 ㄴ-첨가와 관계없다. ‘이’+‘몸’, ‘코’+‘날’ ‘나

무+닢’ 사이에 사잇소리가 들어간 후 (‘읻몸’, ‘콛날’, ‘나묻닙’), 비음화가

된 것([인몸], [콘날], [나문닙])이다.

- 합성어를 형성할 때 사이시옷과 ㄴ-첨가가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다.

사이시옷은 어떤 경우든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ㄴ-첨가는 합성어의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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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나무+잎’에 사이시옷도 들어가고, ㄴ-첨가도 

적용된 것은 왜일까? ‘잎’은 이전 시기에 ‘닢’이었다. 이 단어가 ‘나무’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들어가고 비음 동화가 적용되어 [나문닙]이 된 

것이다. 즉 ‘닙’에 들어 있는 ‘ㄴ’은 ‘ㄴ-첨가’가 아니라 ‘닢’의 흔적이

다.43)

다만, ‘뒷일[뒨닐]’의 ‘일’은 중세 국어 시기에서도 ‘일’이었는데, 이 경

우의 ‘ㄴ’ 덧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ㅅ-첨가’와 ‘ㄴ-

첨가’를 차례로 겪은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1 의견⑪

Q26.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동이랑 매치가 안 돼

요.(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가요? 자음군단순화(값

→[갑])는 교체 아닌가요?)

(관련 소범주 : 개별 음운 변동)

•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문법 교수법 지식

- 탈락, 교체, 첨가는 음운 변동을 변화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다. 음운 변동 결과로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구별이 쉽

다. 탈락, 축약은 하나가 없어지는 것,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교

체는 앞뒤가 음운 개수 차이가 0이 되는 것이다. 첨가는 음운 개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

‘옳지’와 ‘끊어’는 둘 다 ㅎ을 포함한 겹받침과 관련된 변동이다. ‘옳지’

는 ‘ㅗ, ㄹ, ㅎ, ㅈ, ㅣ’가 ‘ㅗ, ㄹ, ㅊ, ㅣ’로 바뀌었다. 달라진 부분을 살

피면 전체 음운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ㅎ, ㅈ’이 ‘ㅊ’로 바뀌었으

므로 축약이다. ‘끊어’는 ‘ㄲ, ㅡ, ㄴ, ㅎ, ㅓ’가 ‘ㄲ, ㅡ, ㄴ, ㅓ’로 바뀌었

다. 전체 음운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ㅎ이 사라졌으므로 탈락이다.

-K교사

- ‘옳지’에서는 ㅎ과 ㅈ이 ㅊ로 합쳐진 것이니까 축약이고, ‘끊어’에서는 

ㅎ이 흔적 없이 사라졌으니까 탈락이다. -S교사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어문 규정 지식 

- ‘값’→[갑]은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다. 교체로 보기 위해서는 ㅄ을 하

나의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표준발음법 제2장 제2항에서 “표준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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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고 

말하는데 여기에 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ㅂ’과 ‘ㅅ’을 묶어 ‘ㅄ’으로 

표기해도 이들은 서로 다른 음운을 붙여놓은 것이다. 참고로 ‘밖’→[박]

은 교체이다. 쌍받침의 소리는 표준어의 19개 자음에 포함되기 때문이

다.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교체 현상(평폐쇄음화)도 포함되어 있고 탈락 

현상(자음군 단순화)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편의상 이 둘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합쳐 부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흔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교체라고 외우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쉽다.

Q27. 음운 변동이 소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예: ‘촛불’이 [초뿔]이 되는 것은, ‘초’라는 소

리와 ‘불’이라는 소리가 만날 때 [ㄷ]소리를 넣는 현상인지, ‘촛’이라

는 글자를 읽을 때 [ㄷ]소리로 끝나서 [뿔]이라는 소리로 바뀌는 현

상인지 모르겠어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문법에 대한 사

회구성주의적 지식

- 사잇소리 현상은 사실 음운 변동이 아니다. [ㄷ] 소리의 형태소를 넣

는 것이다. 그 결과 [촏뿔], [초뿔]이라는 발음이 생겼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초’ 아래에 써 주는 것이다.

- Q24, Q25 답변 참조. 표기로부터 발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 ‘빛이’라는 표기는 [비치]라는 발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문자로 

나타내는 방식이다.44)

Q28. 표기 ‘ㅇ’과 소리 /ㅇ/이 이해가 안 돼요. ‘ㅇ’이 ‘아’에서는 발음

이 안 되고, ‘강’에서는 발음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음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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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문법 지식(개별 국어 문법 지식)

- 한글의 자음자 중 표기 ‘ㅇ’은 이중적인 음가를 지닌다. 글자 ‘ㅇ'은 

음절의 초성에 쓰이면 아무런 음가를 지니지 않지만 음절의 종성에 쓰

이면 연구개 비음[ŋ]을 표시한다. 음소 /ㅇ/은 당연히 연구개 비음을 

가리킨다.45)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학생들에게는 두 글자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점만 알

려주면 된다. 중세 국어의 후음 계열의 음가에 대한 설명까지 할 필요

는 없다. -전문가1 의견⑫가

1

배경지식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세종 당시 ‘ㄱ, ㅋ, ㆁ’은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이고, ‘ㆆ, ㅎ, ㅇ’은 

후음(喉音, 목소리)에 속했다. 서로 글씨 모양이 달랐다.

지금은 사라진 ‘ㆁ’은 첫소리와 끝소리로 두루 쓰이는 글자였으나, 지

금은 끝소리로만 쓰이게 되면서 그 역할도 ‘ㅇ’이 대신하게 되었다. 따

라서 오늘날 ‘ㅇ’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첫소리 글자로 쓰

일 때에는 소리는 나타내지 않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구색만 맞

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째 역할이고, 받침글자로 쓰일 때에는 

‘응’([ŋ]) 소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둘째 역할이다.46)

- [ŋ] 소리를 초성에서 내면 [ŋa] 식으로 발음을 내 볼 수는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魚)’라고 표기하고, 초성에서 ‘ㆁ’[ŋ]을 소리내기도 했으

나, 현재 이런 음절은 우리말의 소리가 아니다. 우리말에서 음절을 구성

할 때 초성에 [ŋ] 소리가 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Q29. 왜 맞춤법과 소리가 다를까요? 왜 ‘~할게’를 [할께]로 발음하나

요? 부엌에 왜 받침 ‘ㅋ’이 와요?

(관련 소범주 : 표기와 발음의 관계,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개별 음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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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규정 지식+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우리 맞춤법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를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게’

라는 규정이 붙어서이기 때문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든 

단어를 소리 낼 수 있지만, 뜻을 밝혀 적기 위해 소리대로 쓰지 않기도 

한다. -K교사

- 발음과 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원형과 발음형의 차이가 있고,

표기가 이 둘 중 어느 것을 적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큰 차이는 

주로 표기를 원형 밝혀 적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어문 규정 지식

- ‘-ㄹ게’는 ‘*-ㄹ 것이’가 형태소화하여 어미가 된 것이다. 47)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의 평음을 경음화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 발음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전에는 ‘ㄹ께’로 적던 것

이었는데, 한글 맞춤법 제53항 해설에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경우,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하면서, 통

일한다는 뜻에서 ‘ㄹ게’로 바꾼 것이다. 다만, -ㄹ까, -ㄹ꼬, -ㄹ쏘냐 등

은 된소리로 적는다. 이것은, 1957년 6월 30일 한글 학회 총회에서 결정

한, 통일안 보유(補遺)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이미 널리 익어져 있는 형

식이기 때문에, 관용을 따른 것이다.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부엌’의 말자음이 ‘ㅋ’이 맞냐는 질문의 동기는 ‘부엌에’를 [부어게]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어케]가 맞고 [부

어게]는 잘못된 발음이기 때문에 ‘부엌’이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부엌’의 형태사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이다. -전문가1문가

1

참고로 배경지식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부엌’의 15세기 형태는 ‘브’과 ‘브’이다. 17세기 이후로 ‘ㅿ’이 소

멸되면서 ‘브억’이 되었고, 근대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으로 ‘부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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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 ‘부억’은 20세기까지 유지되어 쓰였고, ‘ㄱ’이 ‘ㅋ’으로 변한 

‘부엌’ 형태는 20세기에 와서야 나타난다.48)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현실 언어에서는 대부분 [부억]으로 쓰이지만 규범이 아직 바뀌지 않

았다. 표기는 소리보다 보수적이라서 현실소리에 맞춤법이 바뀌려면 많

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맞춤법이라는 것은 누가 한두 사람이 바

꾸는 것이 아니고 국어를 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맞춤법을 바꾸자 

라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I교사

Q30. 구개음화(예: 굳이, 해돋이)는 통시적인 것인가요? 공시적인 것

인가요?

(관련 소범주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 공시성, 통시성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발생 원인에 대해 논의

의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가르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

된다. 그냥 공시적인 구개음화만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보인다. -전문가1

학생들에게 공시적인 구개음화만 정리하여 가르치되, 교사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을 연구자가 추가하자면 아래와 같다.

• 학문적 문법 지식(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 [ㅈ]음의 조음위치가 훈민정음 창제 무렵인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혀

끝과 잇몸 사이였으나, 17세기경부터 오늘날과 같이 앞혓바닥과 센입천

장사이로 옮겨졌다.

- 구개음화의 원인은  ‘ㅣ’ 모음, 활음‘j’의 영향이다.

모음 ‘ㅣ’를 발음해 보면 혀의 전설면이 경구개에 바짝 접근한다.

‘ㅈ,ㅉ,ㅊ’도 발음해 보면 혀의 전설면이 경구개에 닿는다.

⇒ 조음 위치가 거의 같아서 발음이 편하다.

반면, ‘티’를 발음하려면, [ㅌ] 음은 원래 혀끝만 치조에 닿고 전설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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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개에 안 닿는(경구개음보다는 전설면과 입천장 사이의 공간이 큰)

음인데, [ㅣ]를 발음하기 위해 전설면을 경구개쪽으로 근접시켜야 하므

로 덜 편하다.

- ‘어디, 느티나무’의 예에서 보듯, 현재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는 ‘어>어디, 느틔나모>느

티나무’의 변화 이전에 존재했다는 뜻이다.)49)

-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시기에 일어난 현상의 흔적이 지금까지 유지되

고 있는 것이지, 현재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우리말

에서 라디오를 북한처럼 [라지오]라고 발음하지는 않는다. ‘팥이’ ‘솥이’

의 발음에서도 구개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배주채(2013:128)에서

는 부사 ‘곧이’, ‘굳이’와 동사 ‘붙이-’ 등이 이미 한 형태소가 되어 발음

이 정해져 있어서 공시적으로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다고 본다.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 공시성과 통시성은 쉽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ㅎ 탈락도 공시

적이면서 통시적인 현상이다. ‘막다히>막다이>막대’, ‘가히>가이>개’의

변화는 공시적인 ㅎ 탈락의 예이고, ‘좋은[조은]’, ‘결혼[*겨론]’, ‘법학[*

버박]’은 통시적인 ㅎ 탈락의 예이다.

Q31.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

(관련 소범주 :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 음운론 학습의 목적)

• 문법 교육 목적 지식

- 모든 분야에서 음성 언어가 중요하고 설득이 중요하다. 자신이 가질 

직업을 생각해 보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면? 또는 배우나 가수가 되

고 싶다면? 또는 교사나 교수? 정치인? 쇼핑호스트나 판매원? 의사의 

문진과 공무원의 민원 응대도 음성 언어로 한다. 회사원도 회사에서 프

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 정확한 발음을 하고 정확히 표기를 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줄어서 

편리하고,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우리말을 쓸 때 제대로 쓰

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예1: ‘동생 실력이 월래 더 낳은데 구지 형에게 사업을 맏기었다.’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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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읽기도 어렵고 글쓴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4

군데 틀린 표기 때문이다. ‘원래’, ‘나은데’, ‘굳이’, ‘맡기었다’가 바른 표

현이다.

예2: “영수에게 빚을[*비슬] 관리하라고 조언했다.”라고 발음을 하면 

의도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발음을 습관적으로 틀리게 하면 표기할 때도 스스로 혼란이 온다.

- “네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얘가 너한테 보낸 문

자 메시지에 맞춤법이 계속 틀려. 너라면 얘랑 사귀고 싶겠니?”, “맞춤

법 틀린 자기소개서 보면 어떨까?” 하면 정신을 번쩍 내서 공부하더라

고요. -A교사. (연구자와의 교사 교육 중에 언급한 내용을 추가함.)

- 우리가 복잡한 음운 변동을 실현하는 모습을 살펴 보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모두 대단한 존재

란다. -M교사50)

-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사용으로 인해서 어휘나 음운이 변칙

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 지식인 음

운 지식을 다져주지 않는다면, 길게 봤을 때 문법 파괴 현상이 심각해

질 수 있다. -Y교사 

- 사투리에도 음운 변동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는 “어린아

이를 반푼이라고 (혼내며) 뭐라고 한다.‘를 ‘얼라를 밤피라고 머라칸다’

라고 줄여서 발음하는데, 이는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다. 음운 변동을 배

우면 방언의 재미도 알 수 있고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 요즘은 공학적인 이유에서도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 음성 인식 연구

(말을 하면 그대로 입력하게 하는 기술)는 음운체계나 음운변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컴퓨터 지식이 많아도 해결하기 어렵다. 음성인

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마련하는 데도 이런 지식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S교사

-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그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

•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문법 교육 목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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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구본관․오현아(2011)에서는 외래어 표기 규범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1) 태도 중심의 

외래어 표기 규범 교육, (2) 원리 중심의 외래어 표기 규범 교육, (3) 탐구․생활 중심의 

외래어 표기 규범 교육’을 들고 있다.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은 외래어 표기 규범 교

육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31)  [네이버 지식백과] 외래어표기법 [外來語表記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

구원)에서 발췌. 

- 우리말은 발음과 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읽을 때 뜻을 빨리 

파악하도록 같은 뜻은 같은 형태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예: ‘꼬치’, ‘꼬

또’, ‘꼰만’으로 표기하지 않고 ‘꽃이’, ‘꽃도’, ‘꽃만’으로 표기한다.)

발음과 표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말소리와 실제 표기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음운 변동에 대한 공부이다.

• 문법 교육 과정 지식+문법 교육 목적 지식

- 물론 단어들 하나하나 발음을 우리가 외우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기

에는 우리말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단어가 발음되는지 알고 그 원리를 배우고 나면 다른 

단어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D교사

- 음운 변동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말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리

를 낼 때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을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게 바

로 음운 체계 공부이다. -K교사    

-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자연스럽게 음운 변동을 

잘 적용시켜 발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사용하면 스스로 우리말과 

인간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과 들의 풀과 나무도 

이름과 특징을 알면 더 애정이 간다. 우리말도 더 잘 알고 쓰면 우리말

에 더 애정이 생긴다. -C교사

- 문법은 인류의 지적 산물이다. 언어와 국어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고 정신세계의 폭을 넓혀 준다.51)

- 국어에는 우리 겨레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 있고 국어의 옛 모습이

나 변천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어의 구조와 

체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곧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일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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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 및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용 문

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약 100쪽 분량의 방대한 논의이기도 하며, 다양한 분석 결

과가 산재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핵심적인 논

의 사항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다음 논의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1절에서는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선정의 틀을, 2절에서는 예비 조사의 방

32) 정희원, [우리말글이 흔들린다] 외래어 제멋대로 표기, 경향신문 2004년 11월 16일 기

사 참조.

33) 그러나 공명이 지속된다고 해도 이것이 ‘지속음’은 아니다.  비음도 반드시 폐쇄를 겪는

다는 점에서 마찰음과 같은 ‘지속음’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ㅁ’을 발음하기 

위한 첫 동작은 입술 닫기이다.-전문가1.

34) 배주채(2013:61) ‘ㅑ와 ㅣㅏ의 차이’ 참조.

35) 이진호(2005:54) 참조.

36) 이호영(1996:70) 참조.

37) 이진호(2005:56) 참고 24 ‘활음의 한글 표기’ 참조. 

38) 이옥희(2014:2)에서는 ‘ㅚ’, ‘ㅟ’의 단모음화 및 이중모음화의 시기를 계기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대에 나타나는 변이관계로 보고 있다.  

39) 이기문(1997:8) 참조.

40) 배주채(2015:56)는 이에 대해 ‘ㅐ’를 [ㅔ]로 발음하는 것은 이미 음소 체계가 변화한 

것이라 보았고, 음소 체계의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의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1) 이문규(2004:130) 참조. 

42) 현대국어에서 삽입되는 ‘ㄷ’을 형태소로 보려면(사잇소리 현상을 형태소 첨가로 보려면) 

그 의미 기능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이것을 ‘형

태소 첨가’로 처리하면, 일반적인 형태소 첨가 혹은 교착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전문가1 

43) 이진호(2005:144) 참고 64 ‘ “나뭇잎”에 들어 있는 언어 화석’ 참조. 

44) 배주채(2013:21) 참조

45) 이진호(2005:43) 참고 13 ‘ㅇ의 이중성’ 참조. 

46) 이대성(2008) 참조.

47) 안주호(2002) 참조.

48)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부엌은 어쩌다 부엌이 되었나요?’ 답변(2016. 7.11)

49) 김성규․정승철 (2013:208, 209) 참조.

50) 구본관(2016)에서는 탈문법학 시대의 새로운 지향으로 ‘① 언어와 인간에 대한 관심-인

지와 문법 교육, ②-인지적 원리를 포함한 언어에 내포된 원리에 주목, ③ 언어의 기능

과 다양한 장르에 나타나는 문법 관습에 주목, ④문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심, ⑤ 문법 

교육의 교육 내용의 개선 방향 제시-담화 문법, 실생활 문법, 위계화, ⑥문법 교육의 방

법론에 주목-탐구 학습과 교수법, 학습자 오개념, 교사 지식, ⑦ 어휘 교육에의 관심’을 

꼽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 언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뇌의 우수성을 알게 한다.’는 M교사의 교육 목적은 구본관(2016)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언어와 인간에 대한 관심-인지와 문법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보여준다.  

51) 이문규(2008:26) 참조.

52) 이문규(2008: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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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결과를 다루었다. 3,4,5,6절이 Ⅲ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3절에서는 음운 단원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의 우선 

순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 의문에 대해 다루자면, 과학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공통

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에 관한 의문, 표준 발음과 현실 발

음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에 대한 의문, 반모음에 대한 의문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은 음운론을 학습하는 이유, 현실에서 구별하기 힘든 음운의 표준 

발음 실연, 표기와 발음이 다른 이유 등을 최상위로 궁금해하였다. 과학고 

학생들은 사잇소리 현상, 한국어로 발음하기 힘든 발음의 한글 표기, 반모

음 등을 최상위로 궁금해 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은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

을 많이 궁금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공부해야 하지?”라는 의문

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 과학고 학생들은 보다 심도 있고 탐구적인 내

용을 궁금해하였고, 지식을 쉽게 흡수하는 만큼 ‘음운론 학습의 목적에 대

한 의문’은 순위권 밖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나 탐구 성향에 따라 교사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생 요구의 우선 순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일반고와 과학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음운 규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 요구, 교과서에 예시

를 풍부히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 요

구는 주로 ‘교과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

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업 중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어간, 어근, 어미, 접사 등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구, 기호화, 암기법, 보조교구 등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의 기초지식부족이 문

법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취약한 기초지식의 범주에 대해 말하자면, 일반고 학

생들은 ‘음운론 학습의 목적’ 범주가 1위였으나, 과학고 학생들은 ‘음운 변

동이 일어나는 과정’ 범주가 1위였다.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차이’는 양

쪽 모두에서 2위였다.

3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에 따라 교과내용지식의 깊이나 초점을 달리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

사가 가져야 할 전문화된 내용 지식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과 학

생의 개별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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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는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

사들은 학생들이 제기한 31개의 모든 의문에 대해 ‘교사라면 이 정도 질문

에 대한 답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스꽝스러운 연기 등의 요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에 매우 높은 공감반

응을 보였다.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 내용 지식(CCK)을 일목요연하고 선명하게 정리하

고 암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일을 교사가 해주기를 희망한다. 질적 연구 

분석 결과 교사는 학생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수용하기 않기도 

한다.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가치관 때문이었다. 첫

째, 학생의 학력 수준상 교과서 내용만 학습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둘째, 교과서 외의 내용은 학생이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셋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암기법이나 기호화, 단순 반복이 원리 이해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적 중요성이 낮거나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진도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지식이나 기억력 부족 때

문이다. 셋째, 교사의 지나친 수고와 체력을 요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넷

째, 동료교사와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요구 존재를 모르기 때

문이다.

5절에서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보유 

상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첫째,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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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1.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는 문법 교과내용지

식, 문법 교수법에 대한 지식,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문

법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소결론2. 교사 연수를 필요로 하는 지식은 ‘교수법 지식, 문법의 전반

적인 체계를 한번 훑어 주기, 세부적인 문법 지식, 문법 교육

과정 지식, 문법 교육의 목적 지식’이다.

둘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

다.

소결론3.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문법 개론서, 음운론 전공서적의 기본 지식과 어문 규정이다.

소결론4.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깊이는 개론서 내용을 다 외우

고, 대표적인 사례와 예외를 몇 개 알며, 교과서 문법이나 어

문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뒤따르는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이다. 결국 개론서의 수준을 넘어 각론서의 수준까지 닿

는다.

셋째, 교사 본인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수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소결론5. 교사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1차 면담 때는 낙관적이

다. 그러나 2차 면담에서 학생들의 의문을 접하고 나서는 자

신의 판단을 반성한다.

소결론6. 교사들은 학생의 의문을 아는 일을 신선한 경험으로 여겼다.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본인의 문법 교과내

용지식 부족을 깨닫게 된다.

넷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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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7. 문법 교과내용지식은 문법 수업의 필수 조건이자 바탕이며,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응하게 하고 학생들의 탐구심을 

자극하게 한다.

소결론8. 문법 교과내용지식은 자신감 있는 수업의 원천이며, 수업을 

디자인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획득 경로와 손실 원인은 아래와 같

다.

소결론9. 교사들은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학부 수업에서 얻은 지식과 

임용고사 지식에서 획득하였다.

소결론10. 문법 지식을 잘 모를 때는 전공서적 찾기, 동료교사에게 묻기,

인터넷 찾기, 구(舊) 국정교과서 문법 지도서 찾기를 한다.

소결론11. 임용 직후에는 책을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문법 교과내용지

식이 많지만 중학교 근무나 휴직 기간, 문법 교과나 단원을 

가르치지 않는 햇수가 늘어나면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잊어

버리게 된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보유 상태를 살펴본다.

소결론12. 문법 설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과내용 지식의 종류는 세

부 학문 문법지식(=전문화된 내용지식),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어문 규정 지

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예시에 대한 지식,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식이다.

소결론13. 음운 영역에서 교사들에게 부족하거나 교사들이 부정확하게 

지닌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다수 발견되었다. 부족한 지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 본인이 나름의 추론을 하고 그 결

과를 본인이 믿으면서 부정확한 지식을 확보하게 된다.



- 165 -

6절에서는 음운 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실체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과 관련한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사용 문

법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이 여러 교사 지식들 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Ⅲ.5.(1) ①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문법 교과내용지식과 문법 교수법 지식은 거의 대등한 정도로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지식이다. 다만, 교수법 지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한 현재의 학문 풍토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공백이 큰 교사용 문법 교과

내용지식에 대한 연구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 의문을 가지거나 요구를 하는 이유 역시 모두 ‘교사에게 문법 교과

내용지식이 부족하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의 의문 순위와 요구 

순위를 교사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지식 부족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

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의문 순위가 높은데 교사 질적 연구 답

변에서 상대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난 것(예: 음운론 학습의 목적)은 

교사가 알고 있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지 몰라서 주의 깊게 

가르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학생 요구 순위 2위는 ‘Q37 어간, 어근, 어미,

접사에 대한 설명 요구’인데, 교사가 이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이유가 “요구 

존재를 몰라서-학생들이 다 알 줄 알고”, “하나하나 다시 해 줄 시간이 부족

해서”, “교과서에 없으면 교사는 수업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등인 것으

로 보아, 학생들의 지식이 부족한 원인이, 교사들이 교과내용지식을 전혀 몰

라서라기보다는 교사들이 학생이 형태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

을 모른 채 음운 단원 본문의 내용이나 학습활동만 다루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용하기 힘든 이유로 “교사도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아서”도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수업 중에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소결론14.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의 의문과 요구 사항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문헌 연구와 교사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이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부족한 점

을 보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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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애초에 배운 

적이 없었다기보다는, 배웠으되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할 만큼의 자세한 지식은 사라지며 암묵적인 지식만 남는 상태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본인이 배운 적이 있으며 암묵적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의 역할

이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이게 가능할 정도로 알기 위해서

는 수업 전 다시 해당 개념의 정의와 예시에 대한 지식을 환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미처 준비를 못하

게 된다. 그러므로 문법 교과내용지식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

식’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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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족 원인과 하

위 영역

1.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족 원인 

(1) 교사의 자기고양적(Self-enhancement) 사고

① 본인의 지식 수준이 괜찮은 정도라는 판단

‘Ⅲ. 5. (2) ③ 교사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한 판단’에서 8명의 교사들 중 

6명은 1차 면담 때 ‘다른 선생님들보다 잘 알고 있는 수준’, 또는 ‘교육과정 

내의 지식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Ⅲ. 5. (2) ③ 교사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한 판단’에서 교사들이 

1차 면담 때 보인 반응과 2차 면담 때 보인 반응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

다. 2차 면담 이후 교사들은 본인의 지식 수준에 대해 반성하거나 본인의 

지식량에 대한 자기 판단 내용을 반성하였다.

②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적다는 판단

Y교사와 S교사는 1차 면담에서 학생들이 문법 수업에서 얻어가기를 바라

는 것에 대해 ‘어디 가서 문법적으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문법 교육의 목표 자체를 작게 잡으면 알아야 

할 지식의 범위와 깊이도 작아진다.

C교사와 S교사는 1차 면담에서 ‘문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자의 몫

이지 교사가 이를 판단할 능력도 의무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교사: 좀 알기는 알지만,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나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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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애매

모호한 경우가 뭐 실제 수능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

문에,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면 된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고요.

(C교사 1차 면담)

S교사: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분분해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낼 수 없는 

문제다. 연구의 문제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부

담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어요. 판단 능력

도 없고. 이게 이중 모음으로 처리해야 할지 단모음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그건 교사가 가질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는 아니라고 생

각을 해요. 학자들의 몫이지.

(S교사 1차 면담)

교사들이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된 데에는, 문법 수업을 수능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업으로 생각하는 관점(C교사), 실생활에서 어

법을 틀리지 않게 쓰게 하는 게 문법의 1차적 목표라는 관점(S교사)이 깔

려 있다. 이렇게 되면 학문적으로 이견이 있는 지식이나 문법이 만들어지

게 된 배경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알아야 할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2차 면담 이후 교사들은 본인의 문법 수업의 내용과 깊이를 반성

하였다. 학생들이 문법 지식의 도출 과정, 언어 현실의 반영과 현실에의 재적

용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깨닫는다(언급한 교사 수 3, reference 개수 8)

S교사: 오히려 아이들은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애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질문을 했

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질문을 보니까 오히려 문법을 이렇게 학교 문법을 

이렇게 정한, 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중략)

S교사: 저도 이 질문들을 보고서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러니까, 문

법이... 음... 정리가 된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 문법이 어떤 과정을 거

쳐서, 어떤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 졌는지 이 측면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

법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현실 언어생활을 제대로 반

영한 것인지. 요 두 측면에 맞춰서 문법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을 질문지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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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사 2차 면담)

(2) 학생, 교사, 학자, 대학교육 간의 악순환

①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부족

교사 본인들은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차, 3차 면담 후,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해 상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놀라는 것을 보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는 교사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의 이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답하는 학생의 반응 숫자로 파

악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의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대답하는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이 펼쳐진 책에 필기된 것을 보고 대답해서 지식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이해 상태를 파악하려면 형성평가를 보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이라면 일단 거부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들을 

단순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M교사: ‘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M교사 3차 면담)

교사들은 면담 중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를 확인하면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

식’의 부족을 느끼고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의욕을 느낀다.

M교사: 아이들의 요구라든가 질문에 대해...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낀 점은 ‘얘네들이 이런 생각도 해?’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

문들은... 사실 대부분은 그냥그냥 뭐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 뻔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중략) 저의 부족함도 느꼈고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합니다.

(M교사 3차 면담)

H교사: 면담을..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냥 수업만 진행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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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연하게 애들이 뭐. 이건 잘 알고 이건 모르고 이건 어려워하고 문법

을. 뭐. 딱딱하게 느끼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나

온 살아있는 질문들을 받아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의 요구. 그

리고 문법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구

요 그런 것들을 (씁-) 앞으로 많이 음... 더 연구해야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어... 네. 그런 뭐라 그래야 하지. 사명감?

(H교사 3차 면담)

연구자: (2차 면담 후) 예, 학생들의 이런 질문을 보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Y교사: 어... 사실,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아

는 선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어... 현장

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

지만 (웃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애들 의문이 생길 텐데, 발음하고 그게 다르니까.

그런데 그 질문,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다 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까. 어,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흡기음 ‘스읍’) 그렇지만,

어, 조금, 어 교사..로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렵습니다.

(Y교사 2차 면담)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진 의문과 요구를 알면서 문법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또한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전환적 사고를 하게 된다.

M교사: “이런 중요도 있는 질문들도 나오는 걸 보고 ‘아이들이 수업을 허

투로 듣는 건 아니구나.’ ”

(M교사 3차 면담)

연구자: 큰 2번 면담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들 보시고 드신 소감이나 

느낌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S교사: 사실은 이걸 보면 규정을 아는 것하고 이 규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 이런 규정이, 이런 규정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런 건데요. 질문의 내용들

은 대부분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했을 법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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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고 다른 질문에서는 실제 언어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 저도 이 질문들을 보고서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문

법이 정리가 된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 문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떤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 졌는지 이 측면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법이 현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현실 언어생활을 제대로 반영한 것

인지 이 두 측면에 맞춰서 문법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질문지

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런 식으로 되면 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앞쪽, 문법 체계를 세우게 되는 과정 쪽으로 가면, 이건 논리적인 사고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법과 현실 생활의 관련을 보면 실

생활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으로 문법 수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자: 그 전에 가지셨던 생각하고 어떻게...

S교사: 사실은 전에 가졌던 생각은 이게 문법이 실제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런 데 대한 보조역할, 이런 문법 수업을 해도 항상 저는 그렇게 얘

기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니까 수능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게 사실은 늘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거든요. 이 어렵고 재미없고 애들 순식

간에 잠재울 수 있는 과목을 굳이 중요하게 이야기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생활하고 시험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아

이들은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어

떻게 나왔는지, 애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

실은 질문을 보니까 오히려 문법을 이렇게 학교 문법을 이렇게 정한, 정하

게 된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문법, 아이들의 이

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면 문법 수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연구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S교사: 문법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두고 언어 현상이나 

이런 걸 죽 설명을 해 놓고 이런이런 고민의 결과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

었다, 이렇게 문법책이 결론 지점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S교사 2차 면담)

앞서 ‘Ⅲ. 5. (2) ①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에서 살펴보면 ‘문법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에서도, ‘교사 연

수를 희망하는 지식’에서도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비중은 낮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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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초에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사 교육의 제도적 문제

첫째, 대학교육 선택 과목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H교사는 1차 면담에서 

음운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은 편이라고 자부한 것에 대

해, 3차 면담에서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하(下)’로 번복하고 싶다고 말하

며,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H교사는 

이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법 교육 전반의 문제라 판단하였다. 즉,

대학에서 교사에게 문법을 가르칠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은 채 졸업하

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H교사: 하(下)라고 번복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어. 어쨌든. 교사 개인의 문

제일 수도 있지만. 어.. 문법 교육.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

사한테 문법. 문법 교육을 어... 어떻게 해야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어. 많이. 많이 이렇게 어.. 배우지 못하고 교사가 된. 경우들이 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후..적으로나마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제공되면 더 문법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인제 앞으로 교

사 양성할 때도. 문법.... 씁- 교사 양성할 때 문법이 어느 정도 지금. 음.. 되

고 있, 있나요? 그.. 문학과 뭐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연구자 : 대학교육에서요? (피면담자 : 네) 직접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선

택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해당과목을 듣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죠.

H교사: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좀 여쭤본 건데.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

가면 진짜 문법 할 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려우니까 애들한

테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이렇게 나열식으로 끝나고 애들은 애들대로 

(말하듯이) ‘이건 뭐야. 외워야 되네.’ 그렇게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어떤. 쩝 너무 근본까지였나, 근본적인 하하 그런 해결.책? 보완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H교사 3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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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교사: 제가, 제가 배운 문법... 문법 및 문법 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은 정

말, 이거는 뭐 배웠지만 거의 기억이 없고요, 에. 결국은 인제 문법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책을 사실은 찾아서 보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좀 더 대학교 때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지 못해서, 조금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문법 교육이... 그냥...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라

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사범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대로된 문법 교육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솔직히. 예.

그냥 한 학기 그냥 3학점짜리 들은 것 가지고는... 예, 좀 부족하지 않나. 결

국은 이제 교사의 몫으로 일단... 그냥... 그 학교에 던져진 교사의 몫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Y교사 3차 면담)

둘째, 교사의 교과내용지식 수정 및 갱신(update)이 부재하다. 앞서 

‘Ⅲ.5.(2).⑤ ⅱ. 손실 원인’에서 중학교 근무 기간이나 휴직 기간, 문법 교과

를 가르치지 않는 학년을 가르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과내용지식을 잊

어버리게 되고, 문법 이론이나 문법 교육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교사

들이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부족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H교사, K교

사, Y교사의 반응에서 보듯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는 부족하다.

③ 학계의 오해-지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

첫째,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과 교과서 지식을 동일화하는 것이 문제이

다. 이는 비단 음운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법교육 전반이 가진 문

제이다. 또한, 교사의 노력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교수학적 

지식의 흐름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쉐바야르(Chevallard, 1988)에서는 교수학적 지식을 ‘학문으로서의 지식’과 

‘가르칠 지식’, ‘학습된 지식’으로 구별하고 그것들이 실제 수업 현상 속에

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설명하였다(<그림 Ⅳ-1>).

학자          교사            학생

지식 : 학문적 지식 → 가르칠 지식 → 학습된 지식

<그림�Ⅳ-1>� 쉐바야르의�지식�변환� 모델(이정숙,� 2004: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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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바야르(Chevallard, 1988)의 도식은 몇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왜곡되었

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도식이 “교사가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문적 지

식을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다. 이러한 예는 박태호(2011:104), 김부연(2014:219 각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쉐바야르가 볼 때 수학 교육의 문제점은 수학 교사의 고민과 수학

을 배우는 학생의 어려움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 가르치고 배우기 어려운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이

었다(이경화 1996:205). 쉐바야르(Chevallard, 1985)는 “교사와 학생이 실제

로 가르치고 배운 지식이 학문적 지식과 그리고 가르치기 위하여 재구성된 

지식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심

각한 사태”라고 했다. 즉, 국어교육계에서 쉐바야르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도식이 활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지식을 쉽게 만들어 주는 방

법”을 찾고자 한 연구의 결과조차도 “교수학적 변환 방식이나 전략은 현장 

환경과 교사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는 것이었다. 김병수

(2013)에서, 예비교사들은 수업 모형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 경력교사들은 자기만의 수업 노하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수

업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최민영(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수 전략

은 교사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고 나타났다.

두 번째 오해는, 이 도식이 “교육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묘

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이 마치 선형으로 진행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김부연(2014:219-221)에서 1차 

교육학적 변환을 교육과정 개발 결과를 통해 파악하는 것, 박용권

(2005:415)의 도식 등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도식이 의미하는 바

가 아니다. 쉐바야르의 도식은 하나의 지적 집합체를 매우 광범위하게 파

악하고 있는 것이다(이영숙, 2013:19-21). 이 오해는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의 폭을 좁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학문적 지식에서 교육 내

용 선정되고,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것이 곧 ‘가르칠 지식’이 된다고 생각

하면, ‘가르칠’ 지식이라는 개념에서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만, 교

사가 가르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의 상당 부분은 배제된다. 심영

택(2002)은 “교사가 학문적 지식의 발달 경로 그 자체를 학생들에게 가르

칠 필요는 없지만, 국어를 가르칠 능력을 기르는 재료로서 학문적 지식이 

작용하므로 그 경로를 따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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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쉐바야르(Chevallard, 1988)의 관점을 받아들인 정지은(2007)의 연

구에서는 지식의 종류, 문법 지식이 변환되는 경로와 주체를 <표 Ⅳ-1>로 

정리하였는데, 이 표에서 교육 내용과 문법과 다른 학문 사이의 연결을 이

해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문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나, 학생들이 생

각하는 경향과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 등은 별도로 지식의 흐

름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이 속하는 부분을 굳이 위 표에서 찾자면, 학문적 지식Ⅰ과 학문적 지

식Ⅱ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교사는 이 지식들을 교

사 자신의 힘으로 학문적 지식에서 추출해내어, 가르칠 지식Ⅲ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거나, 가르칠 지식이 가르친 지식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활용해

야 한다.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의 차원은 매우 깊다는 점, 교직 생

활 경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안목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아닌 점(유은경, 2006)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의 범위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쉐

바야르(Chevallard, 1988)식의 모델에서 제기한 교사의 지식만으로는, ‘문법

을 잘 가르치기’, 즉, ‘학생들이 지식을 잘 이해하게’, ‘학생 스스로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게’,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하기 힘들다. 신명선(2007)

에서 주창한 ‘언어적 주체’를 형성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그렇게 ‘거창한’

목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도 힘든 상태(“교과서에 있는 이 정도는 내가 볼 땐 참 쉬운데 왜 애들이 

이해를 못하지? 쉬운 건데 도대체 난 왜 가르치는 데 힘들지?”)가 될 수도 

영역 지식의 종류 주체
학문

영역

학문적 지식Ⅰ(국어학 지식) 국어학자

학문적 지식Ⅱ(국어교육학 지식) 국어교육학자

↓

교육

영역

가르칠 지식Ⅰ(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 지식) 교육과정 개발자
가르칠 지식 Ⅱ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지식) 교과서 개발자
가르칠 지식Ⅲ(수업 전 교사가 계획한 것)

교사
가르친 지식(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구현한 것)
가르쳐진 지식 학습자

<표� Ⅳ-1>� 정지은(2007)에� 제시된�지식의�종류,� 문법�지식이�변환되는�경로,�

변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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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힐튼(Hilton, 1990)은, 만약 학생들이 공식적인 교육과정(curriculum)

밖에 있는 지식을 질문하는 경우, 교사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면, 교

사는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내용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Kennedy, 1998:253 재인용)

둘째, 창의성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편견이 문제이다. 지식 중심 교육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지식은 최소로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물에 대해 통으로

(in the lump) 사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을 때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고, 고정관념이나 상투적인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김순화(2010)의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비전문 분야에

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것은 유리한데, 생각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좌

측 측두엽의 관여가 필요하고 좌측 측두엽은 지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창의성’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만 한

정하지 않고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본다면 지

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 파편화된 문법 수업

본고 85쪽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능 문제 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보니 

교사들도 파편화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정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교과

서를 단원별로 나눠서 각 교사가 전체 학급에 자기 파트만 가르치는데 이 

때 해당 파트 외의 단원까지 공부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교사 외적 원인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부족‘, ’교

사 교육의 제도적 문제‘, ’지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입시제도 하의 교실 

수업 환경’을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에서 

학자들이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아 대학생 예비

교사가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해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예비교

사는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

계에 남게 된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들이 교사와 충분히 상호작용하며 수

업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은 문법 지식을 즐겁게 배우지 못해 흥미를 잃고,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자라나 사범대학에 가서 문법 연구에 관심 없는 대

학생이 된다.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연구하려는 사람이 줄면 문법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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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순환이 반복된다.

2.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하위 영역과 그 관계

‘<표 Ⅰ-3> 연구 목적별 분석 방법’의 ‘분석 방법 1-③’에서 설정한 방법

대로 조사3을 바탕으로 조사1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

식의 하위 영역을 규정한다.

조사 1에서 음운론 개론서와 교과서 목차를 참고하여 선정한 4개의 중범

주(<표 Ⅲ-6>)는 ‘음운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

의적 지식’, ‘음운론 지식’,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에 대한 지식’이었

다. 조사3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과정에

서 요구되는 교과내용지식의 종류는 ‘세부학문 문법 지식’, ‘문법 교육의 목

적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

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예시에 대한 지식’, ‘참고자료가 어디 있

는지 아는 지식’ 이상의 7가지가 있었다.

조사 1의 중범주 중 ‘음운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은 조사 3의 ‘문법 교

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에 대응되고, 조사 1의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적 지식’은 조사 3의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에 대응되고, 조사 

1의 ‘음운론 지식’은 조사 3의 ‘세부학문 문법 지식’에 대응되고, 조사 1의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에 대한 지식’은 조사 3의 ‘어문 규정에 맞는 

조사 1(문헌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중범주 지식

대

응

조사 3(질적 연구)에서 추출한 

7가지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음운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음운론 지식 

발음 차이 구별 및 발음 실기

에 대한 지식

세부학문 문법 지식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예시에 대한 지식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

<표� Ⅳ-2>� 조사� 1에서� 선정한�지식의�범주와�조사� 3에서�추출한�교사용�

교과내용지식의�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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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실행 지식’에 대응된다.

조사 1에서 설정된 중범주 4개가 조사 3에서 분석된 7가지 지식 중 어느 

한 가지에 각각 대응되므로, 조사 3에서 세 가지 하위 영역(언어 실행 지

식, 예시에 대한 지식,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을 추가로 발견

한 셈이다. 조사 1의 중범주 4개는 조사 3에서 분석된 7가지 지식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므로, 조사 3의 7가지 지식을 기준으로 교사용 문법 교과내

용지식의 하위 영역을 규정한다.

조사 3의 일곱 가지 지식을 살펴보면, 나머지 지식들과 위상과 성격이 다

소 달라 크게 분리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예시에 관한 지식과 참고 자

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이다. 이들은 지식 내용 영역이 다르다기보다

는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이 다른 것으로 세부학문 문법 지식, 문

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모두에, 각각 예시에 대한 지식이

나 참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인지적 영역을 제외한 다섯 가지 지식 내용 영역을 다시 학생들이 취약한 

의문 범주(<표 Ⅲ-13>)의 순위대로 나열하고, 문법의 특정 단원 수업을 위

한 것으로 범위를 조절하여 명칭을 재부여하면 아래와 같다.

(1) 해당 문법 교육 목적 지식

“왜 배우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지식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유재

봉․정철민 2007:1).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가? 유재봉․정철민

(2007)은 좋은 삶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 하

나는 합리주의적 잘 삶과 또 하나는 욕구충족적 잘 삶이다. 후기 허스트53)

는 이 둘의 대립에 대해, 욕구 충족에 토대를 두되 욕구의 주체는 개인이

지만 욕구의 원천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욕구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고 대

안을 제시했다. 즉, 교육이란 것은 합리적·사회적 실제(rational·social

53) 후기 허스트에 대한 국내의 해석과 평가도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유재봉·정철민
(2007), 조무남(2013)의 관점을 따른다. 전기 허스트는 지식의 7형식을 중요시하였으나, 후
기 허스트는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학생에게 사회적 실제(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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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에 입문시킴으로써 개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

대한 충족시키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천적 지식이 이론적인 

것을 전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허스트는 “대부분의 실천[실천적 지식]

은 실제에서 발전된 것이고, 이런 실천이 실천 이성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이론적 지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론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도 별개의 

것이 아니며, 내재적 목적의 충실한 실현이 외재적 목적의 달성에도 도움

을 준다.

문법 교육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한 연구는 권재일(1995), 최영환(1995), 이

춘근(2002), 주세형(2006), 신명선(2006, 2007), 이문규(2008), 남가영(2008),

최규홍(2009), 왕문용(2012) 등이 있는데, 본고는 내재적 목적의 충실한 실

현이 외재적 목적의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이문규(2008:38)

의 이해 중심의 포괄적 가치론(모든 문법을 충실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심

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어사용의 기반 지식을 확보하고 국어 문화의 

전승․창조를 위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과 가치관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음운 교육의 목적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탐색 기준으로는 남가영(2008)의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언어를 

‘형식 중심’, ‘기능 중심’, ‘내용 중심’으로 나누어 언어의 여러 측면을 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54)

남가영(2008)은 언어가 자율적 구조체로서의 측면(형식 중심), 실천적 작용

소로의 측면(기능 중심), 관념적 반영체로서의 측면(내용 중심)을 지닌다고 

구분하였다.

① 자율적 구조체로서 음운을 교육하는 목적

자율적 구조체로서 음운을 다루는 것은 음운이나 음운 규칙 그 자체를 대

상화하여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음운 자체에 대

54) 각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법 교육의 목적 및 위상을 집합 관계로 따져 볼 때도 남가영

(2008)이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남가영(2008)은 최규홍(2009)과 문법 교육의 위

상을 다룬 체계도 서로 유사한데, 명목상 최규홍(2009)는 초등 문법 교육의 위상과 실태

를, 남가영(2008)이 일반 문법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남가영(2008)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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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은 언어에 관한 언중의 의문을 해소해 주거나, 의문 해소를 위한 

탐구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김성규·김소영(2013:15-16)은 “한국어 화

자라면 ‘따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ㄹ'탈락이라는 현상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 해결을 해 

주는 것이 표준 문법에서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언급하였는

데, ‘ㄹ'탈락에 관한 지식이 바로 그 기능을 한다. “‘앵기다’는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도 없는데.”, “겉옷은 왜 [거톳]이 아니고, [거돗]이라고 발음하

지?”, “인터넷에는 왜 ‘[거돗]’이 아니고 ‘[거돋]’이 맞는 발음이라고 하지?”,

“성악 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왜 ‘이별을’을 ‘이별알’처럼 발음하는 걸

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거나 탐구하기 위해서는 음운 자체에 대한 지식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음운에 대한 지식은 우리말과 외국어의 차이

점에서 오는 의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박종관(2014:63-66)에 제시

된 60여개의 학생 의문을 보면 우리말의 발음과 표기에 관한 것뿐만 아니

라 외국어의 발음과 표기, 외국어의 한글 표기,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에 관

한 것까지 다양하다.

신명선(2007:450)에서는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으로 ‘언어

적 주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언어적 주체’는 어떤 언어 문제 혹은 

언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현상에 민감하게(sensitivity) 반응하면

서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서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

한다. 또한 언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여 언어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주체적으로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지향의 인격적 인간을 지칭한다. 신명선(2007)은 

‘지식’이나 ‘적용’보다 ‘인식’과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 개념을 주창하였

으나, 이러한 인간상도 일단은 언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상

정해 볼 수 있다.

자율적 구조체로서의 음운에 관한 지식은 산업 및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도 있다. 음운론 지식은 음성 언어 처리 연구의 바탕이 된다. 음성언어처리 

기술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언어처리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학, 공학 간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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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학적인 접근만 이루어져 발전에 한계가 

있다(김선희 2010). 또한 음운론 지식은 인간의 음성 언어 처리 및 문자 언

어 처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학술지 ‘말

소리와 음성과학’과 ‘한국심리학회지:실험 및 인지’의 여러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언어심리학 및 실험심리학 연구 결과는 국어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

학, 유아교육학 등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실험은 신중하

게 설계되어야 하여 음운론적으로 결점이 없이 자극이 선정되어야 한다.

공학이나 심리학 연구에 사용되는 음운론 지식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해당 전공과 관련 있는 사람만 학습해도 되는 지식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론에 관하여 현재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지식도 쌓지 않은 학습자가 공학자, 심리학자가 되었을 때 원

활히 음운론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해

숙·김정오(2003), 임유경(2006)에서 보듯 심리학자들의 실험 자극들이 언어

학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다는 이

유만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음운론 지식은 방송 및 연예 산업 종사자에게도 필요하다. 아나운서, 방송 

기자, 성우 등은 직접적으로 명확한 발음(enunciation)과 정확한 발음

(pronunciation)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 등 연예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노래 발음, 연기 발음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교수·학습 상황에도 음운론적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노래 가사

나 랩 가사를 작사하는 데에도 음운론 지식은 유용하다.

그 외에도 음운론 지식은 언어 치료(조음 장애 치료), 유아용 한글 교육 

CD나 학습지 개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필요하다.

② 실천적 작용소(행위)로서의 음운을 교육하는 목적

실천적 작용소로서의 음운을 다루는 것은 자신의 의도에 적합하게 음운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어문 규범을 알고 이를 지키면서 발화하고 표

기하는 것이나, “-군하!”, “-슴돠.”와 같이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

으로 규범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남가영(2008:85-1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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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음운에 적용하면, 실천적 작용소로서의 음운에 관한 탐구 경험은 

의도에 적합한 음운 형태 선택하기, 어문 규범 알고 지키기, 어문 규범의 

타당성 따지기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허스트의 이론에 입각하여 

모두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어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 언중을 위한 배려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어문 규범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문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즉, 어문 규범에 대한 지적 역량도 함께 갖추고 있

어야 ‘공공 언중으로서의 타인’을 위한 배려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어문 규범에 대한 지적 역량은 단순히 어문 규범에 대한 지적 

역량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까지 가늠하게 

한다. 어문 규범에 대한 앎은 명시적인 학습의 결과로서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언어 주체의 학습 여부를 드러내는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한다

(남가영 2008:92). 왕문용(2012:3)에서는 ‘생활환경’, ‘수입’, ‘경제적 안정’ 등

이 의사소통 능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의사소

통 능력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문 규범 준수 

능력은 화자의 배려 태도 및 지적 역량에 대한 신뢰까지 증진시킨다. 정확

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학습자는 자주 쓰는 표현만 사용하려 하고, 맞춤

법이나 발음에 자신이 없는 어휘 표현은 기피하게 되어 자신감 있게 언어

를 구사할 수가 없게 된다. 어떤 게 맞는 맞춤법인지 고민하는 시간 동안 

겪는 스트레스도 크다.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문 규범 자체를 각각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음운 지식을 이용하여 어문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발음원리를 이해하고, 발

음 원리를 이해해야  표준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

기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민정(2008)은 초등학생들이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방언 발음 체계의 영향( ‘ㅅ’와 ‘ㅆ’,

‘ㅓ’와 ‘ㅡ’의 혼동)으로 맞춤법 오류를 보이는 실례를 보여준다.

어문 규범 교육을 위한 음운 교육이라고 하여 지식을 특별히 선별하기 보

다는, 내재적 목적을 위한 음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음운 교육 내용을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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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것이 좋다. 선별 과정에서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문규(2005:135)는 “ ‘굳이[구지]’, ‘같이[가치]’ 등과 같

은, 구개음화에 의한 발음이나, ‘국물[궁물]’, ‘듣는[든는]’과 같은 비음동화

에 의한 발음 역시 학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자·모음과 음

운변동 현상을 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발

음 교육의 내용 선별에 국한한 것이므로 음운 교육 전체에 대한 것으로 오

해해서는 안 된다. 맞춤법 교육까지 고려한다면 음운 교육의 내용에는 구

개음화와 비음동화 모두 포함되는 것이 옳다. ‘굳이’ ‘해돋이’를 ‘구지’(박덕

유 2007:3), ‘해도지’ 또는 ‘궂이’, ‘해돚이’로 표기하는 예나, ‘입니다’를 ‘임

니다’로 표기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모음조화의 수록 여부에 대해서도 

배영환(2010)은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

법 교과서에 실려 있을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 반면, 이래호(2011)는 모음조

화는 한글 맞춤법 제16, 18항과 관련된 음운 규칙이므로 교과서에 우선적

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이라 보았다. ㅣ모음 역행동화에 대해서도 

교과서의 ‘공시적 음운 변동’ 목록에서 제외시키자는 관점이 있는데, ‘공시

적 변동’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교육 내용 전체에서까지 제외되어서는 곤

란하다. 오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음운 

지식을 포괄적으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섣불리 내용을 선별하는 것보다 

실용성 면에서 더 낫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마음까지 통하

는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는 방언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한성우,

2013). 어문 규정 준수만을 목표로 하여 음운 변동을 교육하면, 학생들은 

어문 규정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권 화자에 대한 사회적 비하나 차

별을 암묵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다. 방언까지 염두에 둔 음운 교육은 앞으

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55). 이 역시 실천

적 작용소로서 음운을 교육하는 목적이다.

55)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는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시되어 있는

데, 현재 음운 교육 내용은 방언권 화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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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방언 화자일 경우, 어문 규범에 맞고 그른지 따져 읽고 듣기보

다는 음운론적 특이사항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갖고 읽고 듣는 것이 낫

다. 할 수 있다면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언을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

도 바람직한 일이다. 음운 지식은 방언과 표준 어법 사이의 문법적인 차이

를 이해하고 방언에서 왜 그런 변이형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박그륵(밥그릇)”이라는 방언을 들으면서 ㅂ이 뒤이어 오는 자음에 

동화된 것을 이해하고, “얼라(아기)”를 들으면 “어린 아(이)”에서 모음 ㅣ와 

자음 ㄴ이 탈락된 말임을 이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③ 관념적 반영체(문화)로서의 음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목적 

관념적 반영체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것은 언어를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

고 작동하며 소멸하는 일종의 ‘작용하는 힘’으로 간주하여 그 가치를 탐색

하는 것이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세계이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다’와 같은 인식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남가영 2008:107). 관념적 반영체로

서의 음운에 관한 지식은 국어 음운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알고 그 속에 

담긴 국어적 인식과 사고를 알게 한다.

음운에 관한 지식은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은 있으나 막연히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니까 우수하

다.”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한글이 우

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 글자 자체에 조음 위치가 드러나

며, 자음자를 겹쳐 쓰면 된소리, 획을 더하면 거센소리가 된다는 점에서 글

자에 자질(feature)이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자음은 유사한 형태

로 표기 되며, 전설모음의 글자 ㅣ를 더하면 ㅔ, ㅐ, ㅟ, ㅚ 등 전설모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조직적이다. 이러한 한글의 장점은 음운 체계에 관

한 지식이 있으면 더 잘 이해된다. 또한 한글은 알파벳과 같은 단음문자이

면서, 단음을 나타내는 그 요소들은 음절 단위로 묶어서 쓰는 음절문자이

기도 하다. 가나와 같은 음절 문자는 음절의 경계는 볼 수 있지만, 음절의 

내부 구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로마자처럼 단선적으로 직렬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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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문자는 단음과 그 배열은 알 수 있지만, 음절의 경계나 내부 구조는 

형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野間秀樹 2010; 김진아 외 역, 2011: 24,

181-183). 이와 같은 장점은 음절 단위 및 음절 구성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더 잘 이해된다. 국어 음운에 관한 지식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이해하게 하여, 우리의 문화 자산인 한글에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음운에 대한 지식은 국어 화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남가영(2008:114, 115)에서는 모음 교체에 따른 어휘 분화(예: 남

다/넘다, 사늘하다/서늘하다, 파랗다/ 푸르다, 맑다/묽다, 낡다/늙다)와 번

역 불가능한 뉘앙스의 차이(예: 조록조록/쪼록쪼록/주룩주룩/쭈룩주룩)를 

통해 국어 화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가 존재한다고 논하며 학습자들

에게 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

로, 음소의 차이로 현상이나 심리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

는 것 역시 양성 모음·음성 모음에 대한 지식,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의 삼지적 체계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

음운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가급적 많은 목적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2)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문법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지며 발전하

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다.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 ‘문법은 언중의 언어를 탐구

해 공통점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지식, 발음과 표기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

한 지식이 있었다.

학생들은 흔히 문법은 ‘자신과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고정된 것’으로 그 

권위에 복종해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기 쉽다. 그러한 관념은 

거부감을 일으키며 ‘문법 교육 목적 지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

나 문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해당 언어 사용자 개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하기 방식들의 공통점을 찾은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

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문법 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약속의 가변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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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언어와 현실 언어 사이의 모순, 언어 현상의 경쟁, 예외의 성립,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발음과 표기의 상호 영향 관계, 독해의 편리 추구(같은 

단어는 같은 모양으로 표기) 등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고 29쪽에서 Ball & Bass(2009)가 지평내용 지식은 '현재의 경험과 

수업이 위치한 큰 수학적 풍경에 대해 경험 많고 감상력이 풍부한 관광객

이 가지는 인식'이라고 설명한 것,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

재 다루는 수학에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학생의 학습에 유용한 수학적 측면이라고 본 것, 김경희(2013:13)

에서 HCK에 대해 ‘교사는 수학이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관점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 생활에 스며 있는 수학의 다양한 활용에 대

해서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문법에 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은, 수학과의 교과내용지식(SMK)과 비교할 때 지평내

용 지식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all, Thames & Phelps(2008)의 분류에서 지평내용 지식은 ‘수학

에서 주제들 간에 연결을 지을 수 있는가? 다른 사고의 가닥(strands)끼리 

연결지을 수 있는가? 나중에 오는 수학 교육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

야기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면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과 ‘문법에 대한 지평내용 지식’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지평내용 

지식의 범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3)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

문법의 특정 영역(예:음운론)에 관한 학문적 문법 지식 전체를 '문법 내용

학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게 되면 교사에게 특별히 필요한 내용 지식

을 선별할 수가 없고, ‘세부학문문법지식’이라는 명칭에서는 양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맞게 ‘범위를 조정한

(modified) 학문적 문법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Ⅲ.5.(2).② 교사용 문

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와 깊이’를 보면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지식들을 

갖추기 위해 수업과 관련된 부분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문법 개론서,

각론 전공서적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 지식에는 문법 체

계 지식, 개별 국어 문법 지식, 문법 체계와 학교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

한 지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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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법 체계 지식

문법의 거시적 체계에 관한 지식이다.

<예 1> 현대 문법의 영역은 크게 5가지(교사 관점에 따라 숫자는 3가

지, 4가지로 달라질 수 있음)로 분류를 한다. 음운에 관한 문법(음운론), 단

어에 관한 문법(형태론), 문장에 관한 문법(통사론), …(후략)

<예 2> 어문 규정은 크게 4영역으로 나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발음법 포함), 외래어 표기법, …(후략)

교과서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는 교과서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

문에 단원과의 연계나 영역간의 연계에 소홀해지기 쉽다. Y교사의 발언과 

같이 자기 담당 분야만 분업하여 문법 수업을 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진다.

② 개별 국어 문법 지식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에 대한 지식으로, 문법 개념과 종류, 쓰임

에 대한 지식이다. 앞서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에 대하여 논할 

때 문법은 ‘해당 언어 사용자 개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하기 방식들의 

공통점을 찾은 결과물’이라고 제시하였는데, 바로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한 지식이 바로 개별 국어 문법 지식이다.

③ 문법 체계와 학교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

‘개별 국어 문법 지식’이 그 자체로 ‘어문 규정 지식’과 유리 되지 않고 

규범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이유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에

게 만들어진 배경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 어문 규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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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규정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으

로 넓게는 표준화법까지 포함한다. 표준화법은 1992년에 국립국어원이 만

들고 2012년 3월 13일에 개정한 언어 규범으로 지칭어, 인사말, 경어 등의 

올바른 쓰임새를 알려 주고 잘못 쓰는 언어를 바로 잡아 주는 권고의 의미

를 담고 있다.

‘어문 규정 지식’은  ‘규범 지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규범은(norm)은 단

순히 강제적인 구속성을 띠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이를 따름으

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관습들도 포함한다. ‘어문 규정 지

식’은 법과 같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 문법 중에서는 가장 

강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규범은 암묵적인 관습 등도 포함하므로 규범 지

식이 더 상위 개념이고 어문 규정 지식은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다.

(5)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performance) 지식

실제로 실행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이다. 이는 practical

knowledge (실용적 지식)과도 다르고, practice와도 다르다. 물론 아이들은 

교사에게 “선생님이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로 수업해주시면 좋겠어요.” 라

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practice에 해당한다. 즉, 이론에 대비되는 실

천과 습관으로서의 의미까지 가진다. 이는 교사의 정신적 마음가짐

(attitude)에 관한 것이므로 교과내용지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교과

내용지식에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perform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준발음의 

performance는 할 수 있으나 일상 생활에서 실천(practice)하지는 않는 교

사도 있을 수 있다. 이 교사는 적어도 수업에서 시연을 할 때 필요한 교과

내용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지식은 교사 본인의 연습을 통해 길러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명제적 지식들을 제공한다.

Q18에 대답하기 위한 지식이 그러한 예이다.

이상에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하위 영역을 규정하였다. 규정된 

하위 영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종합적인 체계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으로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전체 교사 지식의 종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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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Ⅲ.5.(2).④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의미와 가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 본 결과 문법 교사에게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매우 중

요하고 필수적이었고, 상대적 비중을 고려했을 때 문법 교수법 지식, ‘학생

의 문법 이해 상태에 대한 지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이 세 가지

는 문법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사 지식임을 알 수 있었다.

문법 교과내용지식 문법 교수법 지식
학생의 문법 이해 

상태에 대한 지식

<표� Ⅳ-3>� 문법� 교사에게�반드시�필요한�교사�지식� 세� 가지

이에 더하여 ‘Ⅲ.5.(2).①.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 스스로 문법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2인 이상

이 언급)에는 문법 교과내용지식, 문법 교수법에 대한 지식, 문법수업을 듣

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문법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또한 

교사 연수를 희망하는 지식(2인 이상이 언급)으로는 교수법 교육,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한 번 훑어 주는 교육(=문법 체계 지식), ‘교과내용지식’

(교사들이 ‘교과내용지식’이라 일컫는 것은 세부적인 문법 지식을 가리킴)

교육, 문법 교육과정 교육, 문법 교육의 목적 교육이 있었다.

종합하면, 위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한 지식, 즉 문법 교과내용지식, 문법 

교수법 지식, ‘학생의 문법 이해 상태에 대한 지식’에 ‘문법 교육 과정 지

식’, ‘문법 체계 지식', ‘문법 교육 목적 지식’이 더해진다.

‘문법 교육 과정 지식’은 ‘교육 과정 그 자체를 알고 말할 수 있는 능

력’(Ball, Thames & Phelps, 2008)과 관련된다. 교육 과정 지식은 넓게는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국가의 교수요목, 학교 단위의 계획 문서나 연간 일

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좁게는 교사의 수업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 교

문법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사 

지식 세 가지

교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식(추가된 부분)
문법 교과내용지식

문법 교수법 지식

학생의 문법 이해 상태에 대한 지식

+

문법 교육 과정 지식

문법 체계 지식

문법 교육 목적 지식

<표� Ⅳ-4>� 문법� 교사에게�반드시�필요한�지식과�추가로�필요하다고�인식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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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그 교육 자료에 관한 지식이다. 학교 단위의 계획, 국가의 교수요

목이나 교육 과정 해설서는 수시로 개정된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은 시대

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 차수별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문법 체계 지식’은 문법의 거시적 체계에 관한 지식이며, ‘문법 교육 목적 

지식’은 “문법은 왜 배우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지식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정리해 본

다. Ⅳ.2에서 정리한대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는 문법 교육 목적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범위를 조정한(modified) 학문적 

문법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performance) 지

식이 있었다. 이 중 범위를 조정한(modified) 학문적 문법 지식에는 문법 

체계 지식, 개별 국어 문법 지식, 문법 체계와 학교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문법 체계 지식’은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전체 지식의 종류에도 포함되어 

있고,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하위지식인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

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 지식의 다른 지식들과는 달리 문법 전공 개론

서나 각론 기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분류한다. 참고로 이는 <표Ⅱ

-1>에서 Ball, Thames & Phelps(2008)의 분류에서는 지평내용 지식에서 다

루는 내용 (‘수학에서 주제들 간에 연결을 지을 수 있는가? 다른 사고의 가

닥(strands)끼리 연결지을 수 있는가? 나중에 오는 수학 교육 내용과 어떻

게 관련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이므로, Ball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림 Ⅱ-2>에 제시한 Ball의 MKT의 틀에 맞추어 정

리하면 <표 Ⅳ-5>와 같다.

본고에서 밝힌 각각의 종류의 지식들이 Ball의 MKT의 틀에 어긋남 없이 

배치되어 들어가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

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Ball의 이론과 차이

점이 있으므로, 세부적으로는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이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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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과내용지식

SMK

교수학적 

내용 지식

PCK

일반 내용 지식

CCK

전문화된 내용 지식

SCK

어문 규정 지식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KCS

언어 실행 지식

지평 내용 지식

HCK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

문법 교육

목적 지식

문법 체계 지식

개별 국어 문법 

지식

문법 

교수법 

지식

KCT
문법에 대

한 사회구

성 주 의 적 

지식

문법 체계와 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

유에 대한 지식

문법

교육

과정

지식

CCK

(각 지식마다 예시에 대한 지

식, 참고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

는 지식 필요함.)

<표� Ⅳ-5>� 문법� 교과� 교사�지식� 이론의�체계

첫째, 지평 내용 지식에서 차이가 있다. Ball의 이론에서는 다소 추상적이

고 모호하였던 지평 내용 지식을 문법 교육 목적 지식과 문법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문법 

체계 지식이 지평내용 지식에 속하지 않고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

식’으로 포함되었다는 점도 차이이다.

둘째, 전문화된 내용 지식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화된 내용 지식에 어문규

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performance) 지식이 별도로 존재하

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지식들마다 예시 지식과 참고 자료가 어디 있

는지 아는 지식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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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문적 문법 지식에서 차이가 있다. 학문적 문법 지식을 ‘범위를 조

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

의 의문과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그러

므로 ‘범위를 조정한 학문적 문법 지식’은 반드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

식’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문법 지식을 문법 체계 지

식, 개별 국어 문법 지식, 문법 체계와 학교 문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한 지

식으로 분화하여 교사가 단순히 개별 국어 문법 지식을 이해할 뿐만 아니

라, 전체적인 문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법 체계와 학교 문법

이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이해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 간 작용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교사는 어떠

한 순서로 교사 지식을 익혀 나가야 할까?

연구 결과 Ball의 MKT 틀을 기반으로 제시된, 문법 교사에게 필요한 지

식 6가지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일반 내용 지식(CCK)는 교과서에 

제시된 정도의 지식이므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

인 지식이 된다. 지평내용 지식(HCK)은 학생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궁

금해하는 지식이었고, 전문화된 내용 지식(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문법 교

수법 지식(KCT)은 공히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이었다.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식(KCS)는 교사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었다.

상대적으로 문법 교육과정지식이 덜 중요한데, 이는 김경희(2013)에서 볼

의 교육과정지식에 대해 논평한 내용에서도 지적된 점이다. 그러나 지평내

용 지식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 중에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교사(I교사, K교사)도 있다.

그것을 명시된 문장으로 아는 것 즉, 교육과정지식은 현장 교육에서 결정

적 역할을 하지 않으나,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본질은 

본 연구에서 밝혀낸 관점 지식과 동일하다.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을 열심히 곱씹어 사유하여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방식으로 지평 내용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평내용 지식을 획득한 후에 문서

화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의 흐름까지 파악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요컨대 

문법 교과내용지식 중 문법 교육 목적 지식, 문법 체계 지식, 문법 사회구

성주의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면, 국가 차원에서 문서로 제시한 문법 교육

과정의 깊은 진의(眞意)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지식들 중 축약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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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교사 내적 원인-자기고양적((Self-enhancement) 사고’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교사들은 흔히 자신의 지식 수준이 ‘괜찮은 편’이라고 낙관적인 사

고를 하고, 본인이 일반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학 내에서 일반 내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구

분하려는 인식부터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흔히 교수법만 알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없으면 교수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교수법이 어떤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많아도 문법교육에 대한 관점과 문법에 대한 관점(지평내용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교육에서 지니는 의미를 알 수 없다. 요약하면 

관점이 전문화된 내용 지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교

수법에 의미를 부여한다.

문법교육에 대한 관점과 문법에 대한 관점(지평내용 지식)에 따라 알아야 

할 지식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에 대한 

지식의 경우, M교사처럼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울 수 있게 다 대답해주어

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야 하는 지식’에 속하게 되고, K교

사처럼 실생활에서 언어 생활을 잘하고 말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을 목

적이라 보면 얼버무리거나 실생활 발음이나 어문규정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은 적절한 교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법교육에 대한 관점과 문법에 대한 관점(지평내용지식)은 ‘학생

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대답해 보는 경험을 해 

본 뒤에야, 즉 답변을 해주려면 전문화된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문법의 사

회구성주의적 지식이나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까지 필요하다는 것

을 깨달은 후에야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질적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법 지

식은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교육할 때 함께 교육한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교사 교육 순서를 정리하면 첫째, 가장 먼저 일반 내

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이해에 대

한 지식’→전문화된 내용 지식(교수법 지식 첨가)→지평내용지식의 순으로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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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활용한 교사 교육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다룬 논의들에서 얻어진 결과를 문법 교사 교육에 적용

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에 따라 교사 교육을 한 후의 결과를 기록하

고 성찰하여,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이론의 완성도를 꾀하고 교사 교

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1. 교사 교육 연구의 전제

교사의 지식이 짧은 수업 시간 동안 모두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지식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수업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보

유한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막상 수업 중에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고호근, 2010: 4). 이런 이유로 본 장에서는 학생과의 

수업보다는 교사 교육 과정을 연구하였다.

교사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당연히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

식이다. 이 지식의 실체는 Ⅲ. 6. 음운 교육을 위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

지식의 내용 실체(substance)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교사에게 제공하거나, 몇 개 차시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교육 방안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교육 자료는 적절한 맥락 속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교육 목표,

교육 방향, 교육 순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된 가운데, 학습자에게 최대의 학

습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용 문법 교과

내용지식 교육의 교육 목표, 교육 방향, 교육 순서, 교육 방법을 설정하는 

기준은 Ⅳ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교육 내용 역시 교사가 우선적으

로 알아야 할 내용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이는 

Ⅲ.5.(3)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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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염두에 둘 점은, 앞서 언급한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사에게 교과내용지식만 단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학생의 

의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의문을 질문 공탁 형식으로 

먼저 예비교사나 현장 교사에게 던져주고 교사들끼리 협의하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게 해보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에 따라서는 학생 의문만 교사들에게 던져 주고 이를 해결할 교과내용지식

(SMK)이나 교수학적 내용지식(PCK)은 교사들 스스로 찾아 해결하게 하는 

교육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교사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스스로 답

을 찾기 어려운 전문화된 내용 지식에 대해서는 자칫 오개념을 사용하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나 추

천할만한 PCK에 대한 마무리는 필요하다.

2.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교육의 설계

(1) 교육 목표

본고에서 교사 교육을 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설

정하였다. 교육 내용의 수준 상 중학교에서보다 심도 있는 문법 지식을 필

요로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독서와 문법’을 선택 교과로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Ⅰ장에서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교사용 교과내용지

식을 교육하는 목적을 찾아보면, 교사 스스로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

을 깨닫도록 하는 것, 문법 교과내용지식 확보로 교사와 학생이 문법 수업

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가지는 의문을 유연

하게 교과 내용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대상 문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며, 더 나아가서 문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인 ‘언어적 주체’를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에는 일반 내용 지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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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된 내용 지식, 지평 내용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교사에게 이러한 지식

들을 익히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었

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교육의 목표를 정하면 

‘고등학교 급에서 근무하는 국어 교사가 문법 수업에 필요한 학생의 이해

에 대한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 지평 내용 지식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획득하여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법 교육의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

성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문법 교사가 이러한 수행 능력으로

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정하여 스스로 자신

의 분야를 더 넓고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수행 능력로서의 

전문성과 자기 점검 능력으로서의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 교육 방향

'Ⅳ.1.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족 원인'에서 교사 외적인 원인으로 

지식에 대한 학계의 오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부족, 교사 교육의 

제도적 문제, 입시제도 하의 교실 환경을 들었다. 그러므로 ‘문법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과내용지식’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계에서는 문법 분야 별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

로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대학교육에서 문법 각론에 대한 교육을 가급적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는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풍부한 교사를 양성하게 하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질 좋은 문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계는 문법 

연구 인력을 공급받게 된다.

셋째, 교사가 교과내용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사용 문법 교과내

용지식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문법 교

과내용지식을 유지, 보수해 준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는 파편화된 문제풀이식 문법 수업을 지양하고, 단원

별, 교사별로 분업화된 문법 수업을 연속성 있는 수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획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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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Ⅴ-1>� 문법� 교과내용지식�양의�악순환과�선순환

(3) 교육 순서

본고 193쪽에서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 간 작용 관계와 교사 지식

을 논할 때 ‘교사 교육 순서는 첫째, 가장 먼저 일반 내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전문화된 내

용지식(교수법 지식 첨가)→지평내용지식의 순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정리

하였다.

(4) 교육 방법

교사들에게 지식의 재충전 기회는 필요하나, 교사들의 여건 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압축적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

의 나열은 문법 교과내용지식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더 높일 것이다.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의 내적인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질문의 중요성, 학생 교육과정에서 적용된 지식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

여 대화 방식의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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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내용과 예시

학습자인 학생, 교수자인 교사, 전달할 교육 내용이 존재하는 교수학습 상

황에서, 교사는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다음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

‘학생이 궁금해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사가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 

내용(일반 내용 지식) 외에 전문적으로 더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
전문화된 내용 지식,

지평 내용 지식

‘전문적으로 더 알아야 할 지식 중 교사들

에게 특히 부족한 지식은 무엇인가?’
→ 교사에게 부족한 지식

바쁜 교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행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전문화된 내용 지식, 지평 내용 

지식, 교사에게 부족한 지식을 정리된 형태로 제공하여 교사가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기 점검 능력으로 이 지식

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두 전문성 중 어느 것을 직접적인 교육 목표로 삼는가에 따라서, 교육 내

용도 달라진다. 그 내용은 <표 Ⅴ-1>과 같다.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과 자기 점검 능력으로서의 전문

성을 기르는 교육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교육을 받는 교사는 간

단하고 신속하며 쉽게 지식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연계된 방대한 지식을 섬세하게 살펴보거나 전체 체계를 가늠하기

가 어렵다.

자기 점검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교육은, 교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교사 면담 결과,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식’이 수집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에게 부족

한 지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교과내용지식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교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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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목표

지식 종류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
자기 점검 능력으로서의 전

문성

학생의 이해

에 대한 지식

학생의 의문과 요구에 대

한 지식을 정리된 형태로 

교사에게 제공함.

교사 스스로 본인이 가르치

는 학생의 의문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제

공함.

전문화된 내

용 지식과

지평 내용 지

식

학생의 의문과 요구를 제

공한 후, <표 Ⅲ-30>과 같

이 학생 의문별로 정리된 

지식을 제공함.

교사가 알아야 할 수준과 

범위의 제한선(guideline)을 

알려줌. 스스로 자료와 참고 

문헌을 찾게 함.

교사에게 부

족한 지식

연구 결과에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지식으

로 판정된 것들을 알게 함

학생의 의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

을 느낌.

<표� Ⅴ-1>� 교육� 목표와�지식의�종류에�따른� 교사�교육� 내용

지만, 지식의 부족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스스로 교과내용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는 교사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

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내기는 힘들다.56) 그러나 스스로 부족한 지식이 무엇

인가 느끼는 방법은 시간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지만 체감하는 것이기에 더 

큰 학습의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 교육을 할 때는 우선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수행능력으로서의 전

문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이 때 학습한 내용을 대표 예시로 삼아 타 영역

의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

적, 장기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56)  연구 결과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답을 꼭 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나타

내었는데, 이는 교사들은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면 그 무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

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내용 지식을 ‘모른다’는 것은, 본인

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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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내용

ⅰ.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육

대체로 교사들은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를 확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느끼고 문법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된

다. 그러므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육’은 그러한 자각과 동기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다음은 일반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하는 의문의 

상위 순위 목록입니다.

순

위
의문 내용

1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이런 거 왜 배우는 것인지요?

2 [외, 위], [개, 게], [외, 왜, 웨] 진짜 발음은요? 시범해 주세요.

3
왜 맞춤법과 소리가 다를까요? 왜 ‘~할게’를 [할께]로 발음하나요?

부엌에 왜 받침 ㅋ이 와요?

4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

라 발음하잖아요.

5
겹받침의 발음이 헷갈려요. 왜 “닭을”[달글], “맑다”[막따], 밟다[밥

ː따]가 표준발음인가요?

6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촛불’[초뿔, 촏뿔], ‘등불[등뿔], 냇가[내까]’)

7
겹받침 ‘밝다’, ‘밟다’, ‘삶’을  [sarm]처럼 ㄺ, ㄼ, ㄻ 다 소리 내면 

안 되나요?

8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표 8. 일반고 학생들의 의문 상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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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일반 내용 지식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교사 교육 시,

일반 내용 지식과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구분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ⅱ. 전문화된 내용 지식 교육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슐만(1986:8)의 content knowledge처럼 교육적으

로 유용하지 못한 단순 지식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이 지식들이 수업 현

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교육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활동 1>

학생의 의문의 순위를 확인하고 나서 드는 생각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2>

동료교사와 각각 교사와 학생으로 역할을 바꾸어 학생 의문에 대답을 

해 주는 연습을 해 봅시다.

<활동 3> (모둠 활동) 이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조별로 

조사한 후 발표해 봅시다.

9

탈락, 교체, 첨가 같은 큰 분류랑 음운 변동이랑 매치가 안 돼요

(예: “옳지”는 축약인데 “끊어”는 왜 탈락인가요? 자음군단순화(값

→[갑])는 교체 아닌가요?)

10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나요?

11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11 ㅗ, ㅜ,ㅣ와 반모음 ㅗ̆,ㅜ̆,ㅣ̆가 어떻게 다른가요?

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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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평 내용 지식 교육

지평 내용 지식은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

주의적 지식이다. 문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지식은 “왜 배우나요?”라는 질

문에 대답하기 위한 지식이고,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은 규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 ‘문법은 언중의 언어를 탐구해 공통

점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지식, 발음과 표기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지식

이다. 답변 과정에서 이들을 복합적으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즉, 학생 의문들 중에서 해당되는 소범주를 포함하는 질문(예:

"Q13. ㅐ, ㅔ 같이 구별 안 되는 모음을 왜 같은 글자로 쓰지 않나요?", "Q17.

ㅚ, ㅟ나 ㅐ, ㅔ처럼 교과서 모음이 현실과 다른데 왜 그런가요?")을 교사

들에게 대답하게 해 보고, 문법의 목적과 속성을 탐구하게 한다. 문법 교육

의 목적과 문법이 사회구성주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사마다 서로 다른 층위에 초점을 둔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실제 

교사 면담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조별 활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동 4>

다음은 일반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에 궁금해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 지식입니다.

(본고 <표 Ⅲ-30> 제시)

동료 교사와 역할을 서로 바꾸어가며, 학생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는 연

습을 해 봅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지식에 표시를 해 봅시다.

<활동 5>

다음 학생 질문에 대답해 줄 내용을 각자 작성해 봅시다. 같은 조원인 

교사들과 답변 내용을 모아 보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법의 속성

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 : “선생님, 교과서대로 발음해야 되나요? ‘발음’도 [바름] 대신

ㄹ을 살려서 [발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솜이불’도 [솜니불]

대신 [소미불]이라 발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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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사에게 부족한 지식 교육

음운 교육에서 교사들에게 부족한 문법교과내용지식은 조음 위치에 대한 

지식,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지식, 반모음에 대한 지식, 비분절음운에 대한 

지식 등이었다. 교수당사자인 본인들에게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러주면 미리 준비를 하여 더욱 성공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② 자기 점검 능력으로서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ⅰ. 교사용 문법교과내용지식의 의의 교육

자기 점검 능력을 기르는 것은, 외부의 연수를 통해 수행 능력을 직접적

으로 향상시키는 것보다 강한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를 요구한다. 그

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효용을 알고 자신에게 교

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소결론7과 

소결론8의 내용을 활용한다.

ⅱ. 본인의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점검 연습

앞서 소결론12에서 문법 설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의 종류

를 정리하였다.

<활동 7>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많으면 수업할 때 어떤 점이 좋을지 말해봅시다.

예시 답: - 자신감이 생긴다.

- 수업 디자인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해 줄 수 있다.

- 학생들의 탐구심을 더 자극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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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점검능력을 통해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하위 영역의 지식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교사 본인이 해당 문법 교육 

내용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사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

면 된다. 즉, 아래 표에서 ①~⑪까지 제시된 지식들에 대해 각 지식의 성

격에 맞는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표의 빈칸을 완성하는 과제

이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예시 활동을 만들면 

아래와 같다. 주의할 점은 ‘①④⑤⑥⑦⑧⑪은 반드시 근거를 교과서, 전공

서적, 구 국정교과서 문법 지도서, 어문 규정, 인터넷 자료에서 직접 찾아

서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결론13에서 교사들이 부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지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나름의 추론을 

하고 이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8>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

에 필요한 교사지식을 조원들과 함께 찾아 모아봅시다.

자기 점검 질문 조사 결과

① 일반내용 지식

② 지평내용 지식 중 문

법 교육 목적 지식

③ 지평내용 지식 중 문

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적 지식

④ 어문 규정 지식

⑤ 언어 실행 지식

⑥ 문법 체계 지식

⑦ 개별 국어 문법 지식

⑧ 문법 체계와 학교 문

법이 정해진 이유에 대

한 지식

⑨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⑩ 문법 교수법 지식

⑪ 문법 교육과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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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4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포함될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깊

이는 ‘교과서 문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뒤따르는 논란, 어문 규정에 대한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예시 답안은 아래와 같다.

자기 점검 질문 조사 결과 예시

① 일반내용 

지식

교과서에서는 ‘고모음 중

모음 저모음’을 어떻게 다

루는가?

고모음은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

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중간

인 상태에서 나는 소리, 저

모음은 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
② 지평내용 

지식 중 문법 

교육 목적 지

식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왜 배워야 하는가?

혀의 높이에 따라 ㅔ, ㅐ 의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라 

뜻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③ 지평내용 

지식 중 문법

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지

식

ㅔ, ㅐ나 ㅚ, ㅟ에 대한 규

범 언어와 현실 언어의 차

이는 어떠한가?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가?

ㅔ, ㅐ의 차이는 점차 없어

져 간다. 언젠가는 하나의 

음운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어문 규정만 이해하고 외우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법이란 것이 고정된 것

이 아니라, 각자마다 

grammar가 있고, 학자마다 

정리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관점이 많으니 쉽

게 정리해 놓은 것이 학교 

문법이다.”라고 이해하게 한

다.

④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제 4항 ‘ㅏㅐㅓㅔㅗㅚㅜㅟ

ㅡ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의 해설에서 모음  

<표� Ⅴ-2>� <활동� 8>의� 예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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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음가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⑤ 언어 실행 

지식

ㅔ, ㅐ나 ㅚ, ㅟ를 실제로 

발음할 수 있는가? 어느 

사이트를 보아야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는가?

국립국어원 우리말배움터

나 KBS 발음 사이트 예

⑥ 문법 체계 

지식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문법 체계상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음운은 분절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고, 분절음운

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으로 나뉘고, 단모음은 높이

에 따라 고, 중, 저모음으로,

혀의 최고점의 앞뒤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

뉜다.

⑦ 개별 국어 

문법 지식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대한 교과서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은 무엇

인가?

과거의 잘못된 문법 지식 

중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없다.

⑧ 문법 체계

와 학교 문법

이 정해진 이

유에 대한 지

식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모음은, 혀의 높이, 혀의 

어느 부분이 입천장과 가장 

가까운가(전설면이 가까운가 

후설면이 가까운가), 입술 모

양에 따라 구분된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른 구분이다.

⑨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

식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에 

대해 학생들은 무엇을 궁

금해하는가?

학생들은 ‘고중저’ 개념 자

체를 어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음운이 고, 중,

저모음인지 외우는 방법을 

어려워한다.
⑩ 문법 교수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을 혀 위에 빨대(sip sti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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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교육의 실제

(1) 교사 교육 대상과 과정

① 교사 교육 대상

본 교사 교육을 통해서 검토할 부분은 ① 교사들의 지식 수용태도 및 지

식의 유용성 정도는 어떠한가? 수용태도와 유용성 정도는 교사에 따라 차

이가 있는가? ② 필요한데 누락된 지식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발생 원인

은 무엇인가? 등이다.

지식 수용 태도와 지식의 유용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직 경력이 짧

거나 문법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필요한 데 누락

된 지식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 경험이 많고 문법을 전공

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문법 교과내용지식 정도에 

따라 수용태도와 유용성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

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교사가 필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연령은 비슷하나 

대학원 전공 분야와 문법 교육 경력이 다른 E교사와 A교사를 연구참여자

로 섭외하였다.

법 지식
학생들에게 가르칠 방법은 

무엇인가?

올린 채 의 ‘ㅡㅓㅏ’를 각각 

발음하면서, 짝의 옆얼굴을 

보고 혀의 높이를 확인한

다.(H교사의 수업 방법)

⑪ 문법 교육

과정 지식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대해 다루는 내용은 무엇

인가?

-국어 음운 체계에서 자음

과 모음, 비분절 음운이 보

이는 특성을 탐구한다.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

의 괴리를 조사해 올바른 

발음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

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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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코
드

성
별

연 령

(만)

경력

(년.개월)
학부 전공 대학원 전공 여부 교사 교육 일시

1 E 여 32 8년 국어교육
사범대 석사 졸업

(문장 교육)

2016.12.27.

11:00~13:00

2 A 남 31 1년9개월 국문학
사범대 석사 졸업

(소설 교육) 

2017. 2.22.

13:30~15:30

<표� Ⅴ-3>� 교사� 교육�연구� 참여자의�특징�

E교사는 교직 경력 8년 정도의 여자 교사이다. E교사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비 만남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이 음운 

교육에서 어떠한 점을 궁금해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학생들

이 사잇소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예외가 너무 많은지, 왜 ‘안간힘’[안

깐힘]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표준발음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개의 변동이 겹

친 경우 어떤 순서로 변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답

변하였다. KCS에서 학생들의 의문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질문들을 정확

히 알고 있었다. E교사는 대학원에서 문법을 전공한 교사답게 교과 내용 

지식도 풍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능시험 및 수능 모의고사에서 문

법 문제의 출제 경향이 변화한 것을 감지하고 있으며, 범시적으로 음운을 

고찰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문법을 매우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문법문제 풀이능력을 재정

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교사는 교직 경력 1년 9개월의 남자 기간제 교사이다. 면담하기 이틀 전 

면담 전 안내를 위해 연구자와 예비 만남을 가졌다. 인문대 국문학과 전공

자이며, 국어학보다는 국문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평소 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는 언어를 비실용적인 학문적 

잣대로 구분하고 옭아매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도 ’문법 수업을 왜 하는 거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편이다. 예를 들면 A

교사는 예비 만남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연구자에게 하였다.

“억지로 만든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가 웃음은 마음에서 우러난 행복한 

웃음이었다.’라는 말에서, 앞의 ‘웃음’은 동사이고, 뒤의 ‘웃음’은 명사인데,

수식어가 없다면 ‘웃음’이라는 말만 놓고 볼 때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문법에서 접두사는 형식형태소로 구분되는데, ‘헛-’같은 접두사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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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 대부분 ‘은/는/이/가’를 주격조사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영희가 

빵은 먹는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빵은’이 목적격이 될 수도 있음을 알

려주고, ‘은/는’이 보조사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은’이 보조사라는 것을 학

생들이 왜 알아야 하는가요?”

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교사 : ‘꽃이’는 [꼬치]로 발음하고, ‘꽃 위’는 [꼬뒤]로 발음하는데, 학생

들이 ‘적용시키는 음운 규칙이 왜 달라지나요?’ 라고 물으면, ‘맞춤법  몇 

조 몇항에 따르면 ‘-이’는 형식형태소여서 하고, ‘실질 형태소여서 그렇다’

답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왜 형식형태소에서는 연음이 되고, 왜 실질

형태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는지 물어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A교사는 3월의 바쁜 학교 업무 등으로 연구 참여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

함을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교사가 처한 외적 상

황이 고등학교에서 문법 수업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여건을 현실적으로 반

영하고 있고, 본 연구의 내용이 교사의 수업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

과내용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 올 필요

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② 교사 교육 과정

소결론5에서처럼, 교사들이 1회차 면담 때는 본인의 문법 지식이 풍부하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연수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제공한다면 교사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교사의 질문을 받아 교사가 수업 중 어려움을 느꼈던 

의문을 먼저 해결한다.

그 다음 학생의 지식 상태와 수준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학생 의문 목록을 

제공하여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송현종 2013:40). 소결론6에서 교사

들은 학생의 의문을 아는 일을 신선한 경험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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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순위 순서로 나열하여 다수의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

로 참신한 마음으로 주목하도록 한다. 그 다음 교사 스스로 이 의문에 대

한 답을 찾아보게 한다. 여러 교사가 교사 교육에 참여할 경우 의문 목록

을 먼저 제공하고 상호 토의와 조사를 거쳐 답을 찾도록 유도한 뒤, 앞서 

종합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제공하되 역시 대화의 방식을 이용한다. 명제

적 지식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예시 및 참고용 교수법 지식(면담 연구 중 

수집함)를 함께 제시한다.

(2) 교사 교육 결과 분석 

① 수용 태도 및 선정된 지식의 유용성 

ⅰ.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유용성

E교사와 A교사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보유 정도에 있어서도 차

이를 보였다. E교사는 사전 면담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

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어떠한 지식을 궁금해하

는 것 같은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학생 설문 결과 상위 순위에 있는 의문들

을 언급하였다. 학생의 의문에 대한 지식을 확인한 후에도 음장에 관한 질

문(Q3. 현실에서도 소리의 길이로(예: [눈], [눈ː])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

나요?)와 조음 위치에 대한 질문(Q6. 내 혀 닿는 위치가 교과서와 다른 것 같

은데요? ‘사람’과 ‘살’의 ‘ㄹ’ 의 조음 위치가 다른가요?), 음의 고저에 대한 

질문(Q2. Q 2. ‘소리의 고저’와 ‘억양’이 어떻게 다른가요?)에서만 약간 낯

설어 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큰 감정의 변화 없

이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E교사 : 음장이라는 게...허흐흐! “나도 구별 못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못하겠다... 맥락상 했던 것 같아요. “눈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

잖아?” 이러면서 그냥.. 하하하(들이쉬는 웃음) 근데 비분절음운이 나와 있

기는 하거든요, 교과서에... (중략)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올거다.” 하고 

대답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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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교사 : 탄설음 설측음 조음위치 차이는 제가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네요.

과학고 아이들이라면 궁금해 할 수도 있겠죠?

E교사 : 흐하하하하하! 고저... 이런 거는 제가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억양 안에 고저를 포함시켜서 설명할 것 같아요.(중략) 생각도 못해 본 

질문이네요.

반면 A교사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몇 가지 변화를 보

였다.

첫째, A교사는 학생의 의문에 관한 지식을 알고, 학생들에게 공감하게 되

었다.

학생 의문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A교사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였다. 그러

나 면담이 진행되고 학생 의문에 관한 순위를 차분히 시간을 두어 본 후에

는 학생들이 물어볼만한 지식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의문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의 순위를 보시고 드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대략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A교사: 글쎄요.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이런 질문 받아 본적이 없거

든요. 일부는 제외하고... 이런 식의 질문이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연구자: 제가 조사한 방식은 모 학교에서 개방형 질문지를 받고 31개의 질

문과 27개의 요구로 정리를 해서 체크한 것들을 순위로 정리한 것이거든요.

직접 손들고 질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A교사: 으흐흠.. 어? 아까 얘기도 9위에 있네요. 으흐흠.. 있긴 있네.

(1분 후)

A교사: 아 근데 둘 다(연구자 주 : 일반고 의문 순위와 과학고 의문 순위를 

뜻함) 애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 같아요. ... 이야! 과학고에서 조음위치를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음... (5초후) 근데 다 보면 궁금해 할 만한 걸 

궁금해하네요.

둘째, 학생의 이해 상태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경험하였다. 교사 본인만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시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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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생들이 왜 [말따]가 아니고 [막따]가 표준발음인가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A교사: 이거는 언젠가 [말따]도 인정될 거라고 제가 가르친 적 있어요. ‘짜

장면’처럼요.

연구자: 예. 그러면 기본적인 의문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

에서 이것을 [말따]라고 해야될지 [막따]라고 해야할지에 대해 궁금해서...

A교사: (갑자기 큰 목소리로) 아 그렇구나!

셋째, 자신의 수업 내용을 성찰하였으며 주의할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스스로 분석하였다.

연구자: (자음 모음과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귤’

같은 예를 보면은. 이걸 자음 모음으로 구별을 하면 [ㄱ] 하고 반모음 ㅣ̆[j]

하고 [ㅜ]하고 [ㄹ]하고 네 개의 음운이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별을 

하면 세 개예요. [ㄱ] [ㅠ] [ㄹ]. 그러면 애들이 반모음의 개념을 잡기가 어

려워져요. 중성하고 모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반모음을 구별을 

못해내요. 학생들이...

A교사: 아... 그거 좀 주의할게요. 흠.. 반모음.. 제가 자꾸 시험하고 연결해

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부화해서 얘길하지 못했네요.

ⅱ.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유용성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유용성은 교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학원에서 

문장 교육을 전공하고 교사 경력이 8년인 E교사에게서보다는, 대학원에서 

소설 교육을 전공하고 경력이 2년 정도인 A교사에게서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E교사는 앞서 ‘ⅰ.‘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유용성‘에서 소리의 고저와 억

양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고민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고저와 억양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자 “제가 잘못 알

고 있었군요.”한 후,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라고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는 대부

분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라고 반응하였다.

반면 A교사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간편화시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음운을 자음자, 모음자의 목록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A교사는 음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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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해 글자가 아닌 ‘소리’라는 점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다.

연구자: 자음은 학생들은 흔히 자음과 모음의 리스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글자인 거

고.. (A교사: 네) 자음은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좀 추상적

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개념화 되어야지 나중에 글자랑 덜 헷갈려 해

요. 이것은 음(音)이다. [ㄱ] [ㄴ] [ㄷ] [ㅂ] 와 같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이

다. 장애가 없이 나는 소리가 모음이다 라는 것을 구별을 해주셔야지 안 그

러면 나중에 이응 같은 경우에 많이 헷갈려 해요. ‘악’ 같은 경우에 글자에

는 이응이 있는데 그 이응이 음운은 아니잖아요. (중략)

A교사 : 근데 분절음운, 비분절음운 설명할 때 글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

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글자 목록에 들어 있는 게 분절음

운이고, 글자에 안 들어있는 게 비분절음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데... 위에 도움 주신 말씀이랑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연구자: ‘물’ ‘불’ 같은 경우도 [ㅁ](‘므’짧게) 하고 [ㅂ](‘브’ 짧게)하고 구별되

잖아요. 소리도 자음과 모음으로 끊어질 수 있으면은, [ㅁ](‘므’짧게), [ㅜ],

[을] 그렇게 끊어질 수 있으면 분절음운이다, 마디로 끊어져서 인식되지 않

으면 예를 들면 [말]과 [말ː] 같이요. 이건 소리 전체에 얹혀 있기 때문에 

끊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A교사가 음운의 개념에 대해 철자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예도 있었다.

A교사 : 그럼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반모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어

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연구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아구’ 하고 ‘야구’하고 같니 다르니?” 물어

보면은?

A교사: “다르죠!”

연구자: “그럼 어디가 달라?” 물어보면?

A교사: “(당연하다는 듯이) 철자가요.” 이렇게 대답할 걸요?

연구자: 하하하.. 철자가 아니라 소리에서요.

A교사: 아, 소리, 아 그렇죠, 소리가 다르지!

연구자: 철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어 화자면 소리를 들으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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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음운이 자음자, 모음자 글자의 리스트와 동일한 것이라는 암묵적

인 지식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경우, 음운이 소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음=초성․종성, 모음=중성’으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A교사는 학

생들에게 반모음의 개념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A교사 스스로 ‘자음=초성․종성, 모음=중성’식으로 동일시하고 있었고, 이

로 인해 반모음의 개념을 가르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었다.

연구자: 예를 들면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A교사: “물, 불을 뭐가 구별해주죠?” 학생들은 “자음이요.” “첫소리요.”

연구자: 그렇구나. 주의하실 점은, 초성, 중성, 종성은 음절 구성 개념이고

요. 자음과 모음은 ...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 그런 개념을 구별해서 가르치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

면 아이들이 초성과 종성을 자음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A교사: 잠시만요, 초성과 종성을 자음과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

연구자: 모음을 중성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곤란한 점이 생겨요.

A교사: 왜죠?

연구자: 왜냐하면 모음 중에 반모음이 있잖아요. 반모음과 일반 단모음이 

합쳐져서 중성이 되는 건데,

A교사: 그렇죠. ‘ㅑ’ 같은 경우.

(중략)

연구자: 그 때 선생님께서 반모음 가르치기 힘드셨다고 예비 만남 때 말씀

하셨잖아요.

A교사: 네.

연구자: 그 이유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중성하고 모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음이 나누어진다는 개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중성이 반모음

과 모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개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반모음

만 따로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 ‘불’ 같은 예로 자음을 가르치시는 예를 들었을 때 선생님

께서 초성과 자음을 같이 섞어서 개념화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런 걸 좀 

세분화해주시면 뒤에 가르치시기가 편한 거죠.

A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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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념을 임의로 통합, 간편화하기보다는, 원래의 개념 그대로 이

해하도록 해야 한다. 자음-모음은 자음-모음끼리 초성-중성-종성은 그것들끼

리 세분화하여, 자음과 모음은 음운의 조음 방법에 의해 구분(자음은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

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한 것이고, 초성-중성-종성은 음절 구성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의해 구분한 것임을 구별하여야 한다.

셋째, A교사는 자음군단순화가 탈락인지 교체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였다. 이런 경우 교사의 혼돈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혼란이 생기게 된 

배경을 밝혀주어야 한다. 자음군단순화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가 평폐쇄음화와 자음군 단순화라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을 포괄함으로

써, 체계에서 탈락과 교체 현상 모두를 포괄하게 된 데서 온 문제이다.

A교사: 닭 이게 (‘닥’을 쓰며) 이렇게 실현되잖아요? 표준발음은 [닥]이잖아

요? 치킨이... 이건 근데 보면은 ○○○○○학원에서는 이거를 탈락으로 가

르치셔요. “자,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교체였죠? 탈락? 아, 잠깐! 아

아 제가 헷갈리는데. ‘교체냐 탈락이냐’ 이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어느 문제집에선가 이게 정면으로 대치되어서 나왔거든요. 하나는 탈락이다 

하나는 교체다... 아, 이게 뭐였지? 네 말씀해 주세요.

연구자: 주류 의견은 탈락입니다. 소수 의견은 교체입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탈락입니다.

A교사: 학교 문법에서는 탈락 맞죠? 네,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과서

를 뒤적이며) 여기 어딘가에 교체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치가 교체잖

아요. 어라? (2초)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었는데?

연구자: 여기 표시 하셨네요..

A교사: 이걸 교체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연구자: 여기(교과서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라고 

나와 있고요.

A교사: 예, 주류 의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연구자: 이렇게 혼란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을 배우는데 그 용어 안에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가 다 들어 

있어요.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뭉뚱그려서 가르치니까 그안에 교체 

현상도 있게 되고 탈락 현상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 끝부분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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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런 식으로 또 구별을 시킨단 말이에요. (A교사 :

그쵸.) 그냥 쉽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음군단순화’가 또 나와서 이건 탈락이다 하니까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A교사: 네 맞아요.

넷째, A교사는 어문 규정이 그렇게 정해진 이유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학생들은 시험에서 이것을 [말따] 라고 해야될지 [막따] 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할 때는 ‘닭도’ ‘닭조차’와 같은 예를 들면서, 이

렇게 자음이 올 때는 [닥또] [닥쪼차]로 소리가 난다고 가르치시면 돼요. [달

또], [달조차]가 아니잖아요.

A교사: 근데 그것도 다 발음의 편의가 이유잖아요. [달조차]보다 [닥쪼차]가 

발음이 더 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리을 발음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연구자: 선생님 사실 그렇게 치면 [막따]보다 [말따]가 더 어려워야 되는 거

죠.

A교사: 어? 아닌데? 근데 왜 [말따]가 입에 착착 감기지? [발따]... [닥쪼

차]... [막따] [말따]... 어,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어 그러네. 아 그

러네? 그러네.

연구자: 그래서 발음의 편의로 설명하시면 만약 학생이 “저는 [말따]가 더 

편한데요. [말따]가 맞는 발음 아닌가요.”해버리면 교사가 설명이 막히게 되

는 거지요.

A교사: 아 그러네? 글쎄, 근데 왠지 느낌이 문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맑은 거는 정말! 리을 발음이 들어가야 더 맑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

렇게 생각이 되네요. [막따]하면 뒤가 막혔잖아요!

이런 경우 명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A교사는 본인의 암묵적 지식(막연

한 느낌)을 수업 설명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근거가 

되어야 교사 본인이 지닌 설명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학생들이 문법 

수업에 대해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

A교사와 달리 E교사는 본인의 문법 지식 체계 내에 오개념이 거의 없었

다. 다만 과거부터 ‘학교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예전(예:모음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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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과 오늘날 국어학계의 문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으로 가르쳐

야 할지, 그러한 경우 교수법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

지고 있었다.

연구자: 학생들한테 많이 받으신 질문은 뭐죠?

E교사 : “ ‘ㅜ ’ ‘ㅓ’랑 ‘ㅝ’랑 다 다른 게 아니냐. ‘ㅜ ’ ‘ㅓ’가 합해져서 이

중모음 ‘ㅝ’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중략) 해서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

지?”했어요.

두 부류로 이해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아, 이걸 글자 상으로 이게 합치

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었고요.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헷갈려 하는 부류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ㅜ ’ ‘ㅓ’ ‘ㅝ’를 

가리킴) 세 개 각각 색깔이 다른 음운인데... ‘ㅜ ’ ‘ㅓ’의 색채가 ‘ㅝ’를 발음

할 때 정말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블유 음

가와 뭐 이런 걸 설명을 해 볼까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중략)

연구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생님의 지식 체계 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E교사: 저는.. 결합은 글자 상으로 하되, 제 기억에 표준국어문법론에서 봤

을 때 ‘ㅝ’의 음가가 ‘ㅜ ’ ‘ㅓ’가 하나하나 합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 더블유 

음가와 ‘ㅓ’... 이렇게 합쳐진 것이라고...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가 난감하니

까, 애들한테 쉽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축약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아이들 머릿속에 발음상 축약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

요.

연구자: 사실은 이게 축약이 아니예요. 학계에서는...

E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흔히 잘못 알려진 학교 문법과 본인의 문법 지식

이 충돌할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느끼고 있었다.

E교사 : 8순위 질문...(‘잇몸’(이+몸)[인몸], ‘콧날’(코+날)[콘날]‘나뭇잎’[나문

닙]에 왜 ㄴ이 첨가되나요?) EBS에서 이거를 니은첨가로 설명했었어요. 작

년에..

연구자: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지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

이 많아서 애들이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E교사 : 수능 특강이 앞에 문법 현상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저도 가르칠 

때 그냥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차피 EBS에서 70%연계니까..

연구자: 하아.. 어허허(허탈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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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교사: 하하하...

이런 경우에 교사 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면, 본인의 문법 설명 방식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

요컨대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유용성은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문법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 A교사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이나 

질문에 대해 선택적 주목(남가영 2003:78)은 가능하지만 이를 언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정정-설명불능)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했기 때문에 

명제적 지식 제공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법 지식이 풍부한 편이 E교사에게는 문법 교과내용지식 교육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된 학교 문법과 학계에서 주류로 받

아들여지는 새로운 문법 사이 충돌이 생기거나, 수능 영향력을 지닌 교사

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설명해서, 소신껏 가르치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자신감과 확신을 줄 수 있다.

ⅲ. 수용 태도

첫째, A교사는 지식을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해 근심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

나 하는 등 어려움을 표하였으나,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화한 후에는 

수업에 적용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A교사 : 학생들 대부분이 ㅑ 발음을 그냥 이 플러스 아를 빨리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연구자: 그럴 땐 선생님께서 [j(오래 발음)][ㅏ] 그렇게 발음을 하셔서 학생

들에게..

A교사: (연구자의 말을 받아서) “앞에 살짝 나오는 ㅣ가 반모음이다.”

연구자: 예, 그렇게요. 아니면 ‘와’를 예로 들어도 되고요.

A교사: 애들에게 철자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ja]글씨를 씀.) “이건데 

요걸 천천히 해 봐라.. 앞에 나오는 여기서 요게 ([j]를 가리킴) 요렇게 되는 

거다.”

연구자: (A교사의 말을 받아서) “매우 살짝 지나가고 따로 발음할 수가 없

다...”

A교사: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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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네! 맞습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A교사, E교사 모두 본인

과 같은 가치관의 지식을 선택하여 취하였다. 또한 E교사는 학습자의 수준

에 따라 탐구를 위한 지식을 많이 줄지 또는 구조화 하여 지식을 적게 줄

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여러 가

지 관점을 고루 제시하여서 교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려 한 연구의 

의도가 적절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별로 문법 교육의 목적이나 규

범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에 대한 선호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자: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발음까지 구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발음이 같아진 현실을 인정하시는 선생님도 계

시거든요.

A교사: 저는 요 대답이 참 맘에 드네요. 저는 이쪽이에요.

연구자: ‘음운 체계 음운 변동 왜 배우는 것인지요’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E교사: (5초) 오오오.. 응응..저는 Y교사 같이는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연구자: 왜죠?

연구자: 문법은 그냥 변화하는 거지... 내가 너무 개방적인가? 파괴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라면 ‘정확히 발음하고 표기하면 혼란이 적어서 편리하

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걸 저도 말했거든요. 우리말이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의문을 품어보자. Y교사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이 변칙도 언젠가는 문법화, 규칙화 될 것 같아요. 문법은 파괴된다기 

보다는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구어가 좀더 빠르고 문어가 좀 더 느릴 

뿐. 그래서 구어가 문어를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 거죠. (중략) S교

사는 되게 신박하다! (연구자 주 : 매우 참신하다는 신조어).

셋째, A교사는 학생들의 의문을 접하면서 ‘규범화된 것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던 본인의 수업에 대해 반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

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다보면 학생들이 문법 수업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A교사: 저도 어떻게 보면 규범화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상도 이하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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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걸 보니까... 음 그래도 이런 질문에 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결을 해 주다 보

면 왜 이걸 배우는지도 알게 되겠지요.

넷째, A교사는 교사 교육 중에 학습한 지식들이 ‘필요한 지식’이라는 발견

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모든 지식이 교사들에게 부담과 의무가 되어서

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A교사: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건 대학교 가서 

전공한 애들이 배워야 될 게 아닌가... 학교 문법 수준에서 이런 게...참 애

매하네요 애들의 궁금증은 해결해 줄 필요성은 있겠는데... 이건 전공 수준

의 것들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연구자: 누가 뭘 해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A교사: 이건 음성학 음운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인데 학교 문법에서는 

어디까지 딱! 음.. 다루어야 할지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요런 것들도 다 답을 해줘야 하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따로 

불러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건데.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요런 궁금증을 촉

발시켰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줘야 마땅한 건데, 그러면 전공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완급조절 할지는 교과서를 쓰

는 사람들의 몫일까요, 현장 교사의 몫일까요?

이어지는 대답에서, A교사는 교과서 부록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연구자가 

이 지식들에 대해 ‘교사가 의무적으로 익혀야 할 지식’보다는 ‘교사가 언제

든 참조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를 기대하였다.

A교사: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차라리 교과서 뒤에 Q&A를 만들어서 요

런 거를 실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아직 기간제 교사고...어쨌든 

임고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물론 저도 연구자로서 문학 전공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한다 해도 저도 교과서에 반영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막상 

교사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 늘어나는 거거든요...연구자로서 석사 논문을 

쓸 때는 “문학 이론을 이렇게 실어 놔봤자... 차라리 문학의 기본 속성을 더 

가르치면 좋겠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교과서에 실리면 교과서가 

더 골치 아파지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엄밀히 말씀 드리면 현장 교사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중략) 부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사람들이 교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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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쉬운 거예요”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말투도 좀 조

곤조곤하게 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

겠네요. 말투가 친숙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수준이 낮아진다고 교과서 집

필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눈높이를 맞춰주면 좋겠어요. “부록: 이

런 게 궁금했지?”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으로 A교사는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교사 교육을 접하였으나 교

사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러한 종류의 교사 교육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

다. 특히 대화형의 교사 교육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했다.

A교사: 재밌네요. 교사 교육이 이런 거면 두 손 들고 환영입니다. 저는 뭔

가 받아 적고 외우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니까 좋네

요.

이를 통해 볼 때,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교육은 교사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학습 의욕을 향상시켜준

다는 점에서 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누락된 지식의 존재 여부와 발생 원인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데 누락된 지식이 발견되었다.

첫째, E교사와의 면담에서 ‘모음 축약’이 교과서에서 교체가 아니라 축약

으로 다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앞서 ‘Ⅴ.3.(2).①.ⅰ.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유용성’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모음 축약’의 문제는 선행 연구 중 배영환(2010:108), 이래호(2011:372)

에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오[o]+아서[asə]→와서[wasə], 쓰[s'ɨ]+이어[iə]

→쓰여[s'ɨyə]는 축약인가 아니면 교체인가? 배영환(2010:108)에서는 이 현

상이 활음화 현상이며, ‘축약’으로 보기 보다는 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이래호(2011:372)에서는 “선행 음운이 반모음(w,

y)으로 바뀌는 교체의 과정을 거쳐 축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체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선행 음절이 반모음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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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었다 할지라도 후행 모음과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한 음절을 이루기 때

문에 축약으로 다루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모음 축약

도 축약의 훌륭한 예가 되기 때문에 각 교과서에서 축약의 예로 모음 축

약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모음 축약’ 용어의 문제는 기존의 문법 체계로 배운 교사들의 관점(모음 

축약)과 학계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문법으로 배운 교사들의 관

점이 충돌하는 사례이다. 이상신(2014:224)에서는 반모음화를 ‘모음 축약’으

로 볼 때 생기는 모순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숙(2015)에 따

르면, 2011개정 고등학교 교과서 6종 중에서 4종이, 중학교 교과서 16종 중 

13종에서 ‘모음 축약’을 축약의 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문법에

서는 ‘모음 축약’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EBS 수능 교재

까지는 이를 모음축약으로 보았다. 다행히 2018년 수능특강 교재에서부터 

이를 반모음화로 바로잡았는데, 아직까지도 혼란의 소지가 있다.57) 이에 더

불어, 예비조사를 한 J고등학교 학생 반응 중에 “쏘+이+어는 왜 다 발음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네 -HR138”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모음 축약’에 대

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지식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58)

둘째, A교사와의 면담에서는 유음의 뜻에 대한 지식이 누락되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A교사 : 파열음이라면 ‘툭 터지는 거다’ 하면 쉽게 말해서 파열되면서 나

는 소리다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는 데, 유음만 “이거는 흐를 유 다.” 이러

니까, 애들이 “이거랑 리을이랑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음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유음은 왜 흐를 유를 쓰나? 그걸 제

가... 애들한테 그냥 “흐를 유 기억해.” 해요... 왜냐면! (3초 침묵) (매우 의

아하다는 표정으로, ‘뭐’를 높은 어조로) ‘뭐’가 흐르죠?

연구자: 사실 영어 Liquid의 번역인데, [l]이든 [r]이든 영어 발음을 하는 사

람들한테 느낌이, 계속 미끄럽게 흘러가는 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선생님께

서는 혹시 우리말을 하실 때 유음에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57) 포털사이트에 2018년 EBS 수능특강 237쪽 2번 문제에 대한 문의가 다수 존재하고 이

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 

58) HR-138에 대한 답변은 세계 다수의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모음 충돌(hiatus)을 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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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전혀요! 헤..

연구자: 자음 중에서 [ㅋ] [ㅌ] [ㅍ]나 이런 것들... 그것보다 격하지는 않지

만 [ㄱ] [ㄷ] [ㅂ] 이런 것들은 잠깐밖에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을...’, ‘ㄹ...’

(연구자가 [l], [ɾ]소리를 계속 유지시킴.) 이런 소리들은...

A교사: 우리 말에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짧게 내는데? 이게 왜?

연구자: 그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A교사: ‘알―’, ‘르―’ 근데 ‘그’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

연구자: 그건 모음 ‘ㅡ’ 때문이고요. 자음만 발음하면 [ㄱ]하고 끊어지죠.

A교사: 알겠어요.

단순히 [ㄹ]음 하나만으로는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음이 반복되는 예시를 제공하거나(7차 생활국어 교과서에 나온 

예시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 용어가 미국언어학에서 주로 사

용되는 용어 ‘liquid’를 번역한 것에 근거하여 [l]이나 [r]의 흐르는 느낌을 

느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셋째, 문법 교육의 목적에 관한 지식은 더 실질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A교사는 ‘탈권위화되는 사회에서 인생과 사회 생활에 기본이 되는 지

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문법 교육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기

본이 실질적인 유용함(타인에게 좋은 인상 주기)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

였다.

A교사: 공식적인 개념, 규범, 정전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요즘 너무 탈권위

화 되는 게 아닌가. 학생들에게 “학문에 기본은 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

지 마라”하고 싶어요. 요즘은 너무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만 찾지만 어려

운 것도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규범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지키고 가급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켰으

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맞춤법일수도 있

지만 기본은 음운에서 출발하잖아요.

특히 이 얘기는 꼭 해줘요. 너희들이 누군가를 꼬시려고 하는데, 카톡이나 

대화방에 오타 작렬하면 너희에게 선입견이 어떤 게 생기겠니? 선입견이란 

게 무섭단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그거 얘기하면 애들이 “오홍~” 하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스펠링이 ‘굳이’인지 ‘구지’인지는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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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인식 저변에도 그게 깔려 있어요. 이건 책을 많이 읽어야 아는 거거든

요. 철자가 책에 딱 박혀 있는 걸 보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수업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걔는 책 많이 읽

은 애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애들이 

확 와 닿아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껄렁껄렁한 애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결

국은 나이가 들면 공부한 애들,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법 교육의 목적은 매우 실

용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것 외에도 직업적

인 실용성 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누락된 지식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교육과정상의 모순

과 본 연구 설계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교육과정상의 모순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학교 문법의 지배적 관점이 현재 국어학계의 지배적 관점과 다른 

경우 발생한다. 본 연구 설계의 불완전함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

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이해

숙(2014), 이해숙(2015)의 연구에서 이미 교과서 지식이 현재 국어학계의 정

설과 달라 국어학적으로 비판 받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이 결과를 본 

조사의 설문지에 넣을 수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과정 내용

으로 ‘교육 내용’이라는 변수를 고정시키고 학교 문법 내에서의 지식만 취

급한다고 전제하고,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철저히 예비 조사의 결과만

으로 본 조사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과거에 배운 잘못된 지식으

로 현재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수능 풀이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잡아

내지 못했다. 결국은 교사 교육 시, 교과서 음운 단원 교육 내용 기술의 문

제점, 과거의 문법 지식과 오늘날의 문법 지식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교사 교육 결과 다음과 같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동일한 문법 교과내용지식 교사 교육도 교사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

가 컸다. E교사와 같이 교사가 이미 문법 교과내용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교육 방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쳤으나, A교사와 같이 문법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지닌 잘못된 문법 지식이 

수정되고 문법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법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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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A교사의 경우 ‘학생의 이

해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나서, 학생의 이해 상태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수업에서 주의할 점을 스스로 점검하였고 

지식을 수업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사 교육 후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표했다.

둘째,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에서 ‘전통적인 학교 문법 방식’과 ‘개방적 

사고 자극 방식’의 설명을 나누면, 교사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누락된 지식으로는 모음 축약에 대한 지식, 유음의 뜻에 대한 지식,

‘보다 더 실질적인’ 문법 교육 목적의 지식 등이 있었다. 누락된 지식이 발

생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상의 모순과 연구 설계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넷째, 교사들은 전문화된 내용 지식이 임용고사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의무화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나, 교사 생활 중이나 임용 고사 준비 중에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은 희망하고 있었다.

다섯째, 대화식의 맞춤형 교사 교육이라면 짧은 시간의 지식 교육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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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문법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교사의 풍부한 교과내용지식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시도이다. ‘지식 위주의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일종의 강박처럼 문법교육학계에 

퍼져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시도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깔고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법 교육 학계에서 교사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은 교수법 지식에 관한 것이며, 문

법 교과내용지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 이유는 문법 

수업에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교사들 대부분이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식 위주의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사는 

지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교사들은 문법 수업에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잘 보유하고 

있는가?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많아 봤자 수업엔 아무 소용없는 것일까? 교

과내용지식과 교수법 지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본 연구의 결과는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첫째, 어떤 교사들은 문법 수업에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잘 보

유하고 있지 못했다. 음운 영역에서 교사들에게 부족하거나 교사들이 부정

확하게 지닌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다수 발견되었다(소결론13). 음운 영역에

서 교사들에게 부족하거나 교사들이 부정확하게 지니고 있는 문법 교과내

용지식은 설측음의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에 대한 지식,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에 대한 지식, 표준 발음에 대한 지식, 소리의 고저와 억양의 

차이에 대한 지식,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지식, 반모음에 대한 지식 등이 

있었다. 부족한 지식과 부정확한 지식은 경계가 불분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족한 지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 본인이 나름의 추론을 하고 그 결

과를 본인이 믿으면서 부정확한 지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었다(소결론

13).

둘째,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많은 것은 문법 수업에 도움이 된다. 문법을 

가르칠 때 교사에게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수업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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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소결론7). 또한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탐구심을 더 

자극해 줄 수 있다(소결론8).

셋째,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법 지식은 교사들에게 공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와 깊이는 어느 정

도일까?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가 만능은 아니기에, 또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등 

각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국어학적 지식을 국어학자들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에 문법 교수학습을 위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선별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할까?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범위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

의 범위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문법 개론서, 음운론 전공서적의 기본 

지식과 어문 규정이다(소결론3).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깊이는 개론

서 내용을 다 외우고, 대표적인 사례와 예외를 몇 개 알며, 교과서 문법이

나 어문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뒤따르는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이

다. 결국 개론서의 수준을 넘어 각론서의 수준까지 닿는다(소결론4).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실체를 제시하

는 것은 가능하였다. 학생의 의문과 요구 사항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문헌 연구와 교사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이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가능하였다.(소결론14)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음운 단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문

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해당

이 된다. 일반고 학생들이 음운 단원 수업 중 가장 궁금해하는 의문들은 

음운론을 학습하는 이유, 현실에서 구별하기 힘든 음운의 표준 발음 실연

(實演), 표기와 발음이 다른 이유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초적이고 근

본적인,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음운 체계표, 개별 음운 변동 등에 밀려 

잘 다루지 않는 사항들이라는 점이다. 반면 과학고 학생들은 보다 심도 있

고 탐구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였다.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탐구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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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사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교과내용지식은 달라진다. 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화된 내용 지식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과 학생의 

개별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본고 161쪽).

일반고 과학고 공통적으로 음운 규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 요구, 교과서에 

예시를 풍부히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반고 학생들의 상

위 요구는 주로 ‘교과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용 문법 교과내

용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업 중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어간, 어근, 어미, 접

사 등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구, 기호화, 암기법, 보조교구 

등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본고 161쪽).

앞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실체를 밝혔는데, 그 하위 영역을 종

류별로 정리하면 세부 학문 문법지식(=전문화된 내용지식), 문법 교육의 목

적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 어문 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예시에 대한 지식,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소결론 12와 <표 Ⅳ-5>).

이러한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교사들은 주로 학부 수업과 임용고

사 준비 중 획득하고, 교사가 되어 문법 수업을 하고 학생 질문에 답하면

서 유지를 한다. 그러나 문법 수업이 파편화되고 교사에 따라 문법 교과나 

단원을 가르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점점 잊어

버리게 된다(소결론 9, 11). 이에 더해 과거 문법 이론으로 배운 교사들이 

현재의 문법 이론을 접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점이다. 2018년 이후 수능 준비 교재에서 ‘모음축약’이 ‘반

모음화’로 바뀌었는데, 즉 축약으로 보던 현상이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 대

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모음축약’이 지배적인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학생의 요구를 교사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애초에 배운 적이 없었다

기보다는, 배웠으되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할 만큼

의 자세한 지식은 사라지며 암묵적인 지식만 남는 상태로 되는 것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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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사는 본인이 배운 적이 있으며 암묵적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명시적인 언

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이게 가능할 정도로 알기 위해서는 수업 전 다

시 해당 개념의 정의와 예시에 대한 지식을 환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본고 

166쪽). 교사 본인의 문법 지식 수준 평가가 1차 면담 때는 낙관적이다가 2차 

면담에서 학생들의 의문을 접하고 나서 낮아지는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다.

교사 본인이 ‘일반 내용 지식을 가진 것’ 또는 ‘암묵적 지식을 가진 것’을  

‘수업에 충분한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알고 있다’고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는 

것을 깨 주는 것이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다. 학생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안다면,

이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미리 자료를 조사하고 지식을 마련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미처 준비를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교

육하는 출발점이 된다. 교사들은 학생의 의문과 요구를 아는 것을 신선한 경

험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문법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문법 교육

의 방향에 대해 전환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본고 170쪽)

교사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전문화된 내용지식’을 학습할 

의욕을 갖게 되고, 전문화된 내용지식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의문에 답하는 

일이 전문화된 내용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지평내용지식’에 관

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 교육의 순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

지평내용지식은 말 그대로 거시적인 지평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만약 교사

에게 이것을 먼저 교육하면 문법 교육의 목적과 문법이 사회 속에 구성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알고 나서 전문화된 내용 지식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깨달음은 교사가 문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의미 있는 것이지, 교사에게 일방적, 당위적으로 제

공한다고 해서 와 닿는 것은 아니다.

교사 교육을 실제로 행해 본 결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문법 교

육 경험이 적고 문법 지식이 적은 교사에게서 두드러졌다. 학생의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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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본인의 문법 수업에서 설명하지 못하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문법 교육이 원래 어렵고 사람들을 옭아

매는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해소하였다.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사 역시 오래된 학교 문법과 학계의 주류 문법이 충돌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수용하는 태도 측면에서, 문법에 대해 ‘비실용적 잣

대로 사람들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교사는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을 접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표하였으나 교육 중에는 본인 수업에 

적용시킬 아이디어를 내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교육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

였다.

누락된 지식도 발견할 수 있었다. 누락된 지식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

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학교 문법의 지배적 관점이 현재 국어학계의 

지배적 관점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며, 연구 설계 측면에서는 현재

의 학교 교육과정 내용으로 ‘교육 내용’이라는 변수를 고정시키고, 임의성

을 배제하기 위하여 철저히 예비 조사의 결과만으로 본 조사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교사 교육 시에는, 교과서 음운 단원 교육 내용 기술의 문제점,

과거의 문법 지식과 오늘날의 문법 지식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연구 초반 ‘확인을 계획한 목적’이었던 부분, 즉 1.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내용, 범위와 깊이, 하위 영역 규정, 2. 교사용 문법 교과내

용 지식의 효용 확인, 3.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의 부족 여부 확인과 원

인 분석에 대한 결론들을 정리하였다.

연구의 잠정적인 목적으로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이 별도로 존

재하는지, 문법 교사 지식의 하위 영역 간 작용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본고에서 밝힌 각각의 종류의 지식들이 Ball의 MKT의 틀

에 어긋남 없이 배치되어 들어가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 이론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평 내용 지식을 문

법 교육 목적 지식과 문법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지식으로 구분하는 점,

전문화된 내용 지식에 어문규정 지식, 어문 규정에 맞는 언어 실행 지식

(performance)지식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학문적 문법 지식에서 차이

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으로는 문법 교과만의 교사 지식이론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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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겉으로는 별다른 질문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 보

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지식을 패턴화하고자 하

며, 새로 접한 명제적 지식이 자신이 이해한 바와 다를 경우 실습해 보거

나 경험을 떠올려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 문법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체화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드러내지 못한 많은 질문

과 요구를 품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배경 지식과 예시,

정리 요령 등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습량 감소를 지향하

는 교육 과정 개편으로 인해, 맥락이 제외된, 축소된 지식만 제공되는 경향

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과 요구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이들이 요구하는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편하

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교육 내용에 더불어 이들이 요구하는 

풍부한 배경 지식을 교과서나 교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다음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풍부한 배경 

지식은 현재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지식으로 수단

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식이다. 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편하면 전통

적이고 핵심이 되는 지식을 오히려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풍부한 배경 지식을 교과서나 교사가 제공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게 된다. 교과서와 교사 중 어느 쪽이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수업 시간이 충분하다면, 음운 교육의 난점을 해결할 지식들을 모

두 교육 내용화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가 별도의 

연수나 학습을 하지 않고 교재 연구만 하더라도 학습자의 의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교재가 완결성 있게 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업 시간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

식까지 모두 교육 내용화 할 경우 학습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쪽날개

나 각주 등 아무리 작고 부수적인 내용이라도, 일단 교재에 활자화되어 실

릴 경우 모두 시험에서 평가 가능한 내용이 되어버린다. 이는 ‘학습량 감

소’라는 현실의 요구와 배치된다.



- 232 -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운 교육 내용의 총

량은 증가하지 않도록 하되, 음운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지식들을 가급

적 교사 지식의 범위로 두어 교수 학습 상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사 개인의 연수 노력이나 반성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모든 

교사들이 자기반의 모든 학생들의 수요 분석, 수업 보고서를 쓰기도 어렵

고,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 어느 자료에 존재하는지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

한 지식’을 활용하여 교사용 지도서가 실속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화

된 내용 지식,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용 지도서

의 내용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 양성 및 연수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문법 교육에 

대한 교사 지식 습득이 일상적인 교사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

다. 본고에서 연구한 음운교육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문법교육 각 영역 전

반에 걸쳐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육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들은 본인이 일반내용지식(CC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과내용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교육학계 내에서 일반내용지식(CCK)과 전문

화된 내용 지식을 구분하려는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사용 문법 교과내용지식이 지닌 내용상 체계상 특징을 밝힌 

점, 문법교육 내용학에서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일반 내용 지식를 서로 분

리해야 한다는 점,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범

위를 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수준과 교사

용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획득 및 활용 방식을 보여 주었으며, 부가적으로 

학생이 언어적 주체로서 문법을 탐구하는 데 무관심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설계상의 근본적인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의문과 요구를 알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J여고 교사의 역

량에 따라 학생의 의문과 요구의 내용이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강남의 J여고 학생들이 보통 정도 학력 수준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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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비해 학업 열의가 높고, 상대적으로 문법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

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교사 면담에서 문법 변화의 통시적 양상을 알고 싶

어 하는 학습자의 요구에 “애들이 이런 요구도 하나요?”라고 답변하는 교

사들이 있었다. 그 이유가 교사들이 학습자의 의문이나 요구에 관심을 충

분히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지레 낮추어 보고 판단한 

결과라면 본 연구의 의의가 크겠지만, 만약에 애초에 설문지 자체가 J여고 

학습자들에게서 나온 의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보통 수준의 학교

의 학습자들의 의문이 부풀려진 것이라면 연구의 의의는 감소된다.

질문지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세한 질문들이 떨어져나갔다. 본 연

구는 결국, 빈도가 높은 질문 중심으로 교과내용지식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내용지식 전체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면 ‘고모

음, 중모음, 저모음을 잘 모르겠어요.’는 학생 의문에서 빈도가 낮아 교사 

질적 연구에서 질문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상당수의 교과서가 

오류가 있게 작성되어 있으나(전설모음, 후설모음을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

느냐 뒤에 있느냐가 아니라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로 단순화시켜 교

육하고, 혀의 최고점도 입천장이 곡면인 점을 생각할 때 입천장과 가장 가

까운 곳이 최고점이 되는 게 맞는 개념인데, 단순히 혀가 높냐, 낮냐로 단

순화시켜 교육한다. 공명음을 ‘울림소리’라고 써서 유성음과 혼동을 주는 

오류도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교과서에 정리된 형태의 지식으로 단

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서로 별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경

우, 설문 조사 및 질적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적연구 참여자 교사들이 면담에서 본인이 아는 문법 교과내용지식을 이

미 PCK로 변용시켜 대답해서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만큼의 문법 

지식을 다 측정할 수는 없었다. 연구자가 최대한 재차 질문을 해 연구참여

자 교사가 해당 부분에 대한 교과내용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

에 없었다.

음운교육 연구 이론의 진전이 더 필요해서 발생하는 한계점들도 있다.

음운 지식을 보여 줄 예시들(즉각적인 이해를 돕는 전형적인 예시들, 탐구

를 위한 전형적이지 않고 애매한 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동영상 및 구강 모형에 대한 요구를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

생들은 조음기관이 움직이는 모습을 엑스레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싶

으나, 엑스레이 동영상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를 촬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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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 또한 분리 조작해 볼 수 있는 조음기관 모형이 있으면 좋겠다

고 요구하지만 이러한 교구가 제작된 것이 없다.

교사 의문 31개 설문 결과는 “교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를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이것이 질적 연구 결과 실제로 잘 아는 것과

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못했으나 지금의 질적 연구 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교사의 지식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가 더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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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Knowledge for Korean Grammar

Teachers

: Focusing on Phonology Education

Lee, Haesuk

The true enjoyment in classroom comes from the successful bonding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over the course of sharing contents in

the curriculum, not from jokes or some events. To this end, teachers

should be flexible in responding to students' unpredictable questions. In

line with this, they are required to obtain a thorough knowledge of

subjects an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student's level of

comprehension in classroom. However,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 and 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KCS) for grammar

education have not been fully investigated yet, remaining unresolved.

Therefore, I scrutinized students' questions and demand in phonology,

and investigated whether teachers' were equipped with expert

knowledge enough to resolve student's enquiries. Through the interview

with teachers, I also examined what is missing in teachers' knowledge

and what should be shared among them, suggesting and classifying

SCKs of grammar education for teachers. In addition, I elucidated the

process of acquisition, decay, and reuptake of teachers' SCKs as well as



- 246 -

the reason of teachers' lack of SCKs that should be improved through

teacher training.

In chapter Ⅱ, I established the concept of subject matter knowledge

(SMK) for grammar education through literature search, and explained

the relation between SMK and KCS.

In chapter Ⅲ, I suggested the selection principle of SMK for phonology

education. KCS for phonology education was studied through students'

questions and enquiries, and SMK for phonology education was studi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eachers.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ere puzzled about why they have to

study phonology, how they demonstrate the standardized pronunciation

that are hard to be distinguished in everyday conversation, and why

the pronunciation is different from the spelling. In fact, these issues,

even with their significance in education, were not fully discussed in

schoolwork compared with Phoneme Chart or each phonological rule

that are one of the main questions found in the school examination 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terms of students' requests, they

enquired about the explanation of exceptional rules, a great number of

examples, and detailed descriptions about grammatical concepts.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and science high school had

compatibility as well as differences in their questions and enquiries

which teachers' expertise should consider with respect to SMK. In

science high schools, teachers should adjust their SMK according to

students' high level of knowledge to aid their advanced learn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on teachers showed that they felt obliged to

know all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from students, sympathizing

with students' request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eachers, the

substance of SMK for phonology education was revealed, and teachers

were found to have insufficient SMK in some points.

Subdomains of SMK for the grammar education are an educational

purpose knowledge of grammar, a social constructionism knowledge of

grammar, a modified academic grammar knowledge, a knowledge of

regulation of Korean (Eomungyujeong), and a knowledge of standard

pronunciation performance. SMK for grammar education, being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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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undamental for the grammar class, enables teachers to be more

confident, empowers them to apply their perspectives on grammar

education to the class, and improve teachers' responses to students.

Overall, the present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ly, it

unveils the specialty of SMK for the grammar education. Secondly, it

argues that teachers should have the expertise in grammar education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ubjects. Lastly, it suggests that SCK

and CCK should be dissociated from each other.

Keyword : teacher knowledge, SMK,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 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KCS, Phonology

Education, Grammar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0-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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