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l 머리말 

문엉 교육과 잊g업 교육의 판게 징립율 위한 용!Ii 

<;;)( 例 >

I 어리얄 
n 왜 앗용'U인m 
m 초중고교 교과서의 맞춤，~ 쿄육 실태 
N 운냉 쿄용과 맞훗엉 ;;['1-의 관계 
V 푼엽 교육과 맞충엽 교육의 내용 채계화 
VI 문냉 ;;[육과 잊충엉 교육의 교육과정 셰계화 
m 푼엽 쿄육과 맞웅엽 교육의 교재 셰계화 
~ 푼엔 교육과 맞충냉 표육의 교수 학습 해계화 

K 잊용양 

민현식-

그홍안 한글 맞충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깊이률 더해 왔으나 맞충볍 

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어떤 위상올 갖고 어렇게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드울었다 규벙 오용에 대한 실태 조사는 척지 않으나 오용 예 

방울 위한 교육 'l，kζ써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도 같 

은 현^J-이다 1;;1-7차 교육과정에서도 표기 규병 교육은 체계적으로 배려 

• 이 연구는 2));'학년도 서울대학교 츄어교육연구소 지원으로 =년 g원 14일 서울대 
극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앙요한 것옹 수정한 것임 

.. 서올대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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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잊춤법 교육을 정검하고 바랑직한 

맞충엉 교육의 체계화 냉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의에 양서 j맞춤법’의 개념을 분영히 할 펼요가 있다 흉상 맞춤법’은 

￠*LF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규착， 또는 @한글 맞충법’(I쨌)의 동의어로 

도 쓰인다 ‘잊충법’과 유사한 용어틀로는 ‘갱서법， 표기엽， 청자엉’ 퉁이 

있다 ‘정서엉’은 ‘표기엉’과 ‘작문’ 전반에 경친 개념으로 ‘맞충엉， 청자법’ 

보다 넓게 션이며， ‘표기엉1은 학술적으로 잘 쓰이고 ‘외래어 표기법， 국어 

의 로마자 표기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철자엄’은 ‘맞충엉’보다도 더 좁게 

쓰인대이익성 !!ll2) 

그런데 우리가 굳이 ‘표기엉’ 대신 ‘한글 맞충언1 또논 j맞충볍1올 씀은 

한글에 의한 맞춤법 교육이 ‘표기엉 교육’의 가장 쩍심이고 ‘한글 맞춤 

엉’(I됐) 규정에 대한 교육도 그 안에 포항외므로 ‘잊충엉’이란 용어률 일 

부러 쓰고자 한다 따라서 ‘맞충볍 교육’은 ‘문볍 교육’ > ‘규엉 교육’ > ‘표 

기법 교육.' >'맞충법 교육’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견제한다 

n 왜 맞충업인가) 

1 잊홈업 교육의 이상과 현실 

우교육 또는 우체계 :iR-욕 속에서도 체계적 교육의 효과흘 이루어 낸다 

연 그런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문제흘 맞충엉 교육에 칙용한다연 

다용의 주;싼1 가능하다 

.최고의 맞충엉온 없마 표준어가 이상적 가공 언어이듯이 최고의 이상 

척 맞총엉도 가공의 허상이다 이상적 표준어 및 맞춤법의 제갱이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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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지't"일 뿐이다 

최고의 맞충엉옹， 표기법용 의식하지 않으여， 문엉 지식 없이 터득하고 

시용할 수 있는 표기엉이다 

최고의 잊충엽 교육은 특영한 체계적， 영시적 교육 훈련 없이도 잊충엉 

율 터득하여 장 사용할 수 있도욕 해 주는 교육이다 

위 주장은 본 논의에서 맞춤엉 교육을 체계척으로 하자는 주장과 모순 

되어 보이지안 위의 전제는 상당히 이상적으호 타당성이 있으으로 우리 

의 체계적 맞충법 교육혼은 위 정신을 기본 인식으로 하는 엉위 안에서 

‘최소한의 ’체계성’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체계성’이란 교육파갱'l，"에서 교 

욕 내용을 과도히 정교화히지는 딸고 교과서 개발자와 교사의 교육척 자 

율성을 않이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서 정교한 기술을 

피한다고 하여 되는 대로 아무형게나 무질서하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정 

도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전제 하에서 우리는 왜 ‘최소한의 체계적 맞춤 

엉 교육’이 휠요한지 그 이유를 다옹의 문제로 제기하.JVr 한다 

(1) 단순 문앵흉응 낮다 

우랴의 초중고 맞충엉 교육은 일정한 체제 히써}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문법 교육에서Z*r 맞충법 교육은 거의 다루지 않으며 고교 문법에 

수록원 것도 l!ffi년 6차 교육과정기의 문엉 교과서부터이었다 일정한 체 

계적 맞충볍 교육이 없어도 우리가 한글올 익혀 낮은 문앵룡의 언어생활 

을 영위합은 긍정적이다 이는 배우고 익히기 쉬용 한글 덕훈에 맞충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체계 

객 맞충법 교육이 없어도 표기 생할을 잘한다연 문자 교육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글은 흉흉한 문자로서 우교육의 교올1 우의식의 교육이 

라는 이상적 교육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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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 문앵짤옹 높다{αlCD국가 중에서 문해력용 척하위) 

위와 같은 이상척 모습과 달리 αlCD에서 앵한 문해력 초사는 다른 결 

과를 보여 준다 이희수 외(때1)， 장영링 외(었껴)의 보고에 따르연 이lCD 

는 ‘국채 성인 문혜력 조샤ω뼈naia때 뼈Jlt ü tð>cy surv밍 IALS)와 ’국 

제 성인 문해력 및 생활 놓혁 조샤(MJIt ü tð>cy and !ile 51에s Surv，앙 

따↓)로 산문 문해력(πuse ütð>cy), 운서 문해력(_tü떠a:y)， 수량 

문해력('11때1titative li떠a:y)율 조사하는데 한국이 산문， 수리 능력은 중간 

정도인데 각종 의약풍 설영서， 전자제품 사용 설영서， 구직 원서， 봉급 영 

세서 퉁 일상적 문해력옹 ll%나 부실히여 αlCD 회원국 영균 ll%와 큰 

차이가 나 αrn 조샤묶 중 척하위로 드러났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문서 문해력은 αrn 국가 중에 재일 나 

와 기초 국어 교육옹 울론 대학 교양국어 교육도 강획해야 함융 보여 준 

다 이논 읽기 능력의 기초률 이루는 어휘력 교육이 부실한 탓인데 어휘 

력은 단어의 ‘발옴 능력1 표기 능력， 의미 능력찍 3차웬척 중앙 능력이므 

로 세종 덕분에 한글온 쉽게 배웠지만 그것올 한용하여 국어 능력올 기르 

는 데는 얘우 방심한 결과라 하겠다{부록 I 창고] 이런 문해력의 부실은 

기초 규범 문법 교육의 ￥실로 인해 생활문에 비문， 비논리의 글이 영랑 

하는데도씬인이 있다 

문해력은 단순 문자 혜옥 수준의 단순 문맹률보다 중요한 것으로 국민 

의 실절 문맹줄로 간주된다 이런 결과는 한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 국민 

은 않아 단순 문앵융용 낮지안 문서， 도표 퉁융 정확하게 。1해허는 문해 

력은 형연없어 문서 운앵융이 높옴을 보여 준마 

띠라서 (])처렵 세종 먹용에 국민 일반의 1단순 문앵툴’온 낮아 이상적 

우교육의 교육융 보여 주고 있더라도 (2)처렁 싣질 문앵용’이라는 문서 

운해력이 최저 수준이라 항은 현대 한국어 언중의 어휘력이냐 문엉 능력 

에 큰 걸t‘이 있음융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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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 배우기 쉴다 보니 (1)의 단계는 국민 누구냐 엽게 도달하지만1 

(1)의 단계에 안주하연서 어휘역이 바탕이 되는 전문적 읽기 능력은 매우 

부설해졌다 (1)은 세종대왕 덕분에 해결하고 있지만 (21는 전적으로 국어 

교육의 책임으로 교싸 교육과정 셜계자， 교과서 개방자1 표기법 교육 연 

구지틀의 책잉이라 하겠다 

따라서 문혜력 향상융 위혜서는 맞충엉 교육융 기반으흐 한 어휘력 향 

상의 방안01 일갱한 션략 하에 최소한의 세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충법온 어휘 억숭의 훌할정이기 예푼이다 

그동안 맞춤엉 영역은 쓰기에서나 소용되는 것으로 국어과 내부에서나 

운법 영역어 서 나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지 옷해 왔다 교육파쟁을 보연 국 

어과 욕본에서는 다옴 경우에안 표기업1 표준어 규정올 다운 적이 있고 

맞충엽 자체의 원리 교육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7.차 국어 교파서에서 

는 부록에 표기엉 규정올 수록하는 정도이었는데 부록으로안 그치고 정 

규 단웬 속에서 맞춤엉 교육올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해 오지는 않은 것이 

마 단지 다옴 교육과정 시기의 ‘국어’ 교과서에서 맞충법올 다룬 경우가 

있다 

2차 교육피갱 중학 2-2 맞충엽의 기중 표준얄의 기준 

5차 교육과갱 중학 3-2 표준어의 기능 

7차 교육과정 중학 3-1 생안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1 맞춤법의 가능 21 잊충영에 잊게 쓰기 

고교 ‘운법’ 교과서에서도 ‘옴운， 형태소 단어1 운장안올 다루고 표기 

규법은 다루어 오지 않는 것이 전통문엽의 태도이었다 그러다가 l흉년 

국정 홍일문엉시대에 틀어와 문장올 넘어서 화용론이나 텍스트언어학의 

영향으로 문법 안에 ‘이야기 영역을 설정하였고 l!!ll년에는 의미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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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반영하여 ‘의미가 설정되었으며， 1됐년에는 실용적 문엽 교육의 일 

환으로 비로소 ‘규범’이 단원으효 설정되었다 1~년 ‘고교 문엄’의 국어 

규벙은 ’맞충법1 표준어1 국어순화’ 정도의 영역안 다루었으나 그 후 XJJ2 

년 ‘고교 문엉’에서는 외래어 표기엉파 국어의 로마자 표기엉도 포효닝셔 

표기 규벙의 벙위가 확장되었다 

。l처럽 전용적으로 문엉 교뻐서의 맞충엉 교육 소외 현상은 대학 학 

문 문법에서도 마찬가지라 ‘맞충엄’은 형태흔이나 옴훈흔 션공자들의 부 

차객 관심 분야 수준이었다 

2 잊홈법 연구와 ‘문자 언어학’의 대두 

언어학에서 운자는 언어보다 위계가 낮은 2차적 체계 정도로 인식되어 

문지흔 또는 문자회에라는 영역으로 언어학의 말석 정도로 인식되어 왔 

다 그 내용은 문자의 가씬 문자 발딸 과정， 문자 유행 갱도로안 구성되 

고 이것의 용용 분야로 정서법， 표기업， 맞충법， 규엄론이란 이름으호 문 

자가 다루어질 때 한 자리를 차지할 뿐이었다 오히려 문자어l 판한 판심 

응 기호학 같은 데서 더 판심융 울 정도이다 

그러나 구어와 문어 문제를 구분하여 다루고 문자론이나 표기엉 연구 

에서 문자가 단순히 소리의 시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정틀이 제기되 

연서 문자의 독지성을 강조하는 연구틀이 나타나게 되었대Voc뼈 1949, 

1뼈 1!& 이익성 1971, 1m, 1!!J2) 

이러한 문자의 옥2얘에 대해서는 Voc뼈(1949， 1976)의 연구 이래로 최 

근 독일올 중심으로 ‘문자언어학(잉nfìihrung in c1e schriftl맹매stik)이란 

이름으효까지 알천하고 있다 옥일은 1~년부터 정서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문자와 표기엉 연구가 실용걱 혐안으로 대두되어 ‘문자언어학이란 

개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용야는 문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입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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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땅의 문제 운자 유형과 문자 체계， 문자의 역사 자소폰(추없앓)， 정서 

엉， 문자 형태학(typoø때1Y)， 운자 언어 습득 및 교수혁업에 이르기까지 

넓게 다루고있다1l 

실제로 오늘날 우리 생할은 구어나 문어가 모두 중요한 위치를 '1지하는 

데 쓰기나 읽기 영역과 같은 전흥적 문자 영역에서부터 현대의 인터넷에 

서의 글쓰기와 휴대폰의 문자 에시지(앉>15)， 택스트의 시연(α'eSe1tation} 

에 이르기까지 문자의 역할은 얘우 중요하여 단순히 구어 기반 문엄 연구 

안으로는 언어와 언어학올 옹션히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맞충법 훈야가 비록 문지혼과 판련하여 언어학에서 크게 주목 

받시 옷해 왔시안 ‘맞춤엉’은 언어학의 종합 학운 영역이라 할 만하다 맞 

춤엉의 규갱은 음훈론1 형태폰， 어휘폰， 의미폰， 통샤론， 당화론， ̂I.회언어 

학， 사전학， 언어정잭학 퉁이 종합적으로 결t~)o1 산출되기 때문이다 맞 

춤업은 언어 공동체의 교양 수준을 반영하는 통일왼 언어공동체의 결정 

체로서1 맞충엉 규정틀에 나타나는 이흔적 배경을 보연 다옴파 같은 세부 

언어학의 영역들이 핀여한다 

[잊충엉 원칙의 종앙 과학성] 

(~) 융용흔적 원칙 g기는 방옹융 충실히 반영한다 양옹 앤영의 요옹주의 

원칙 

얘 올1 당， 아우1 억다 가다， 하다’ 둥 대부푼의 단어는 말옹대로 객는 

다 

(니 형태흔적 원칙 표기는 안순히 말융'fr올 얀영하지 않고 기온 영태즐 

고려한다 형태 고정의 표의주의(형태주의) 원칙 

예 ‘없다←엉다 억다-억어[어거1 억는{영는} 얽히고설커다’처럼 기본 

형올밝혀 직기도한다 

1) 문자언어학써 대해서는 크리스야헤르.Àtol트 지 깅종수 역('4fJI) 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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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흉사용적 원칙 표기는 문엉 구조용 반영한다 조사와 어미 연화， 되어 

쓰기 문채에 용'"객 고려흘 한다 

에 이것용 찍이요 저것은 공쩍이& 그것옹 꽃이요[땅융온 같으나 문 

엽 기능으호 ‘ 오- 요‘를 구용한다l 

("1 어뼈의이흔적 앤칙 용융아의어 연얼 g기냐 욕수 표준어 요기의 노력 
예 한~I어 용음이의어틀융 한자 영앵 표기하혀는 주장옹 이런 차원의 

표기 노력이다 [이상]이한 소리안으로는 용융이의어올 구별할 수 

없어 ‘以上-행엠 -)，!1;t’이란 한자로 구영하여 시각적 가치로 소리 

의 한계용 극욕뼈 용자의 득쩌융 보여 준다 표현 규정 9항 

[웅잉잉에서 ‘기슐자에재는 장이’ 그 외에는 ‘-갱이’가 울는 형태 

흉 요한{로 상는다·라는 규정처렵 g기에 어휘의이혼격 고허가 

개잉의기도얻다 

(01 당화흔적 앤혀 문자는 글양 자료의 당화 차앤으로도 소용용 위한 표 

기 션략이 고려왼다 

예 문당 의식에 의한 등여쓰기， 대문자1 문정￥호 등이 판여하고 강초 

표시로 고억셰용 하거나 일중융 치거나 하는 퉁 때스트 글항 연집 

융 논하는 용차형태엑K띠@혀1Y1옹 당화 차원의 영역으호도 융 

수있다 

(비 역사언어악혀 씬혀 요기즐 컬정힐 때는 역샤씌 어웬융 창고한다 국어 

사，어핀용이판여얻다 

에 우에’는 혀앙 가아니라 1출에얘서 유혜얻다 희앙， 사혀r의 ‘~ .... 

는 아씌도 션흉 한자융얘 근거힌다 ‘잇다 굿다’의 ‘λ’도 현째는 ‘<‘

융과 판계가 없지안 중셰 이래의 션용칙 요기용 존중함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사전이 국어학의 여러 분야가 어울려 안드는 종합 결정체 

로 볼 수 있듯이 맞충엽도 위의 제 영역이 종합하여 안틀어내는 종합 결 

정셰이다 국어학 연구의 종합 결과울로서 국어사전이나 한글 맞충엉의 

수준아 국어학의 수훈율 보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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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홈법 교육 읽기와 쓰기 교육의 기초 

사랑이 말올 귀로 듣고 그것올 인지하는 과정파 글올 눈으로 읽으며 

인지하는 과갱은 같은가? 그러나 인간이 문자를 보는 순간 어떤 인지과 

정올 흥해 의미 해석을 하는지는 영확한 결혼이 없다 과연 인간이 인지 

하는 단위가 융소-융창단어 중에서 어느 것인지， 운자로 왼 글의 인지파 

정이 융소론적 과정인 알옴 개잉을 거쳐 의마 해석올 하는지 아니연 말융 

개업 없이 문자흉 직정 인지하여 의미 해석올 하는지 여전히 정셜은 없 

다2) 

발옴 개입설(發압介入짧)응 귀로 읽는대rea:ling by ear)는 판정어 서 

청각설(용%짧)이라고도 하며 ‘발옴-의미 。l론’이라고도 한다 또한 에니 

키아 문자가 발음을 반영한 최초의 표옹주의 문'li'f는 데서 속칭 ‘에니키 

아 이론’(Ph:lenican thrOIY)이라고도 하고 기저 옴소에서 알옴을 거쳐 상부 

의 의미 해석으로 진앵한다는 뜻에셔 ‘상t'셜’(bottan-\φ thrOIY)이라고도 

한다 영어교육에 서 옴훈 교수업냉mics) 교육은 얄옹 표기의 대웅 관 

계를 익혀 단어를 익히게 하는 상홍엘 전략에 따른 입기 교육의 천략율 

보여준다 

일옴 우판설(윷흉Ii\뼈없)운 눈으로 임는다ire때ng by eye)는 판점에서 

시각설(iI!흉짧)이라고도 하며， 알옴 개입이 없이 문자 형태에서 직접 의 

미 해옥에 이른다는 견해이기에 ‘문자←의이 이론’이라고도 한다 또한 중 

국의 한자가 글꽁 전체로 의미 파악올 하므효 속칭 ‘한자 이론’(0피Eε 

thrOIY)이라고도 하고 상부의 의미에서 기저 융소로 진행한다는 뭇어서 

‘하향셜’(tq>- φwn thrOIY)이라고도 한대crys때 l!B7:zm 

21 문자와 단어 엉에 그리고 읽기 과정애 젠한 연구서로 l상ie Heræ잉1(l9:Q)에 다양 

한 문자소리의 인지 이흔 요형툴융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다운 내용은 흉저(l9}}) 

에서도소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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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기 관정어 서의 이론인 청각설과 시각설올 쓰기 판정의 이론으호 바꿔 

적용송변 표기엉 이론인 표융주의(ihn<ici.ru 이론과 표의주의“<H:gr었1Íd.ru 

。1론이 원다 청각설에 따르연 모든 문자는 말옵융 거쳐야 하므로 ‘문까 

소리’ 즉 ‘자소 옵소1의 전환 규칙이 존재해야 하며 이런 전환이 !:!로 간 

결할수록 효율적인 읽기를 이훌 것으로 본다 이러한 표옴주의의 이론은 

일쩍이 마국 구조주의 학자인 에<eI!947l에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이미 이 

기윈!!m)에 소개원 바 었다 

반연에 시각설은 문자 영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운자 해 

독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태도로서 쓰기 관정의 맞춤법 이톤으로는 표의 

주의(협태옴소주의) 이폰과 갑다 시각성에 따르연 모든 문자는 방용옴 

거칭 필요가 없이 직접 개녕파 흉하므로 문지←소리의 전환 규칙이 중요 

하지 않으며 문자발융의 대용이 n로 간결한지의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l문자다음소(多쯤없)， !음소;다문지{多文추)의 대응이 않아도 잉기 

능력에는 운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어려서부터 익혀 온 문자쟁황을 통 

해 시각적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띤 단어의 글꽁옹 인지하는 순간 기 

억에 저εL해 둔 글휠과 일치 여부를 판단허여 강별히는 능력만 았으연 되 

는것이다 

이러한 표의주의 이론은 V잉lEkll앵)의 주"t올 바탕으혹 하는데 이며 

이익성11인1， 1인n에서는 문자가 말의 대역기호가 아니란 정을 부각시켜 

운자-소리-의이(=개념)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문지-의이(=개념) 

로 직접 연결왼다는 정올 밝힌 바 있으며 그 중거로 문자 표기가 표옴에 

붕총설(툴항리)한 영역으로 문자의 보수적 표기를 가리키는 역사적 관습 

표71싸stocical Sl성뼈)와 기본형을 동일하여 객는 형태옴소주의 표기엉 

의 존재률을고 있다 

이상에서 살씬 청각설과 시각설은 서로 그옐 듯한 주장올 내에워 쉽사 

리 시비를 7f리기 어협다 언어습득의 관정에서도 유<>f71 아동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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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척 문자쟁휠에 익숙하지 옷하므로 단어를 보연서 하나하나 발옴해 

가며 인지하는 경향이 농다 그래서 영어교육에서는 어휘 교확” 소리-문 

자 판계를 활용하는 옴운 교수업(야mics)이 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 

단 정상적 문자생활로 업어툴연 시각설에 따라 운자 형태안 보아서도 의 

미를 파악하게 원다 속독은 그런 과쟁을 지지한다 따라서 cry없](!9l7 

211l은 이 두 견해가 문자 해독의 일연틀안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 모두 

단일 오형으로 용합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다룬 시각설과 청각설의 논한은 읽기 문제와 관련되고 표의 

주의(형태옴소주의)와 표옴주의(융소주의) 논란은 f기 운제와 판련되는 

데 이틀은 근온적으로 발옴과 표기의 상관성이 시각 및 청각의 인지 운제 

와 어떻게 연판되는가의 문저 이 다 따라서 일갱한 맞충엽에 따라 형성왼 

어휘를 인식하는 문제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 모두 판여하므로 잊춤법을 

단순히 쓰기 영역의 교열 수준의 내용으로안 보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 

다 맞춤법을 통한 어휘 학습은 단어에 대한 뇌의 인지 기억파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 모두의 토대 능력이 되는 것이므로 “맞춤법 교육은 어휘 교 

육의 출발점으로서 입기와 쓰기의 기초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떼 그똥안 우리나라에서는 맞충엉은 쓰기 교육의 퇴고 단계에서나 

고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연에 영어교육에서는 읽기 교육의 기 

초가 되는 옹용 교수업(Jix>nicsl이 유아기부터 시적j-õ~겨 초퉁 교육에 이 

르기까지 아동틀에게 표기와 얄옴의 상관성을 익히연서 어휘를 습득해 

읽기 능력을 알달시켜 가는 방법으로 체제척으로 활용되어 왔다 

응용 교수업띠mcs)이란 ‘입문기 지도에서 기호와 소리의 관계에 중 

정을 두고 읽기와 스옐령을 가르치는 땅엉~(a 'Way 이 teaching reOOir영 aOO 

S성h‘g that stresses 1he syrrixJl-었I피 떠aha히1ip. usOO eS(Xri따ly ìn 

뼈m때 instru::timsl(TL벼ris & Illilblges 00. !됐)으로 응용 교수법 

에는 훈석적 융용 교수엉(analogical Jix>nicsl과 종합적 옴운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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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l뼈c JÌ!OOics)이 있다 전자는 전체 후분 접근법1 연역적 앙엉올 써 

서 시각격 문자 인식 학습을 흥해 딸읍 인식 'i'습으로 단어를 인식하며， 

후지논 부분 천체 접근법， 귀납척 방영올 흥해 소리 청취 단계에서 문 

자 인식 단계로 나。까 단어를 인식하는 방엉올 쓴다3) 

이러한 옵훈 교수법은 19세기부터 영어 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옴운 교수법에 의해서도 입기 능력이 힘i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 

로 l!Øl년대부터는 총체적 언어교수법(얘lOIe 때뺑ge)이 대두되어 이 두 

교수법은 논쟁올 얼이게 된다 총체적 언어교수법은 아동의 독서 동기， 

001:.:질의 문학 자료 제공， 많은 독서 기회， 의이에 초정 두기(focu녕 m 

I'l"l'ming), 액락올 통한 단어 추휴과 양용하기 동올 원리로 한다 두 이혼 

의 척렬한 찬반 논쟁올 거치연서 응용 교수업이나 총체척 언어교수법은 

모두 유용한 교수엉으로 인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융용 교수엽(JÌ!OOics) 

교육의 원리에 따라 맞충엉 교>j(스웰러북， 양.n.，. bOOI‘ 잉역Iing iXXJk)나 

옴훈 교수볍(JÌ!OOics) 자료를 용하여 표기 교육을 1-8학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앵해 오고 있다41 이들 맞춤법 교재， 융훈 교수엉 자료들은 

대제로 다옴 하위 영역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구성되어 있다히 

31 이국 워싱턴주 jl.용과정의 용어 용예정얘는 다용과 앙은 정의월 보여 춘다 
!D:mric awareæss: ~ 잉lity 10 """ _, "" _아e irdiviò.때 잉ros 

(j.'Ò::mIe>) in 뼈g 앤'" 
(hrics: 1æ ~ that th.re is a α""""" 떠atiooshiv 어- """"" 

(U. 잉ros d_ 때""앵리 arXI gl((:itlll::S Ühe Iett(n; arrl ~얘s thm 

""""" .... 었rosm 빼"'" 때_1 -""에영"" ，쩌'eIlf:'S& A gtn'l찌 ~oftre 잉n닝 _dw이d‘ 
뼈매:Ii!ll' rhytres. syll왜e;..잉 """"" 

41 이공의 스앨려와용 맞총엉얀 다우지 않고 어찌 문엉 영역융 포깐하E 있다 
51 용웅 a수엽("""'1의 이온서로는 Ama D. Cmïs(I뼈， ).L_I쨌) 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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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용 융운 교수 유형(Vow녕 .nn;cs_1 

앉"，，"0 써 / ÙI‘g VOW녕s / Schwa/aα，，; 빼abIeS / ~ ""u따~ / 

[jJi>tIn영S 

(21 자융 융운 교수 유형(Coosmmt Ifmics '"때nsl 

Cmsooant tig<때15 I stxrt vo뼈 • """""'t 

(31 시각어휠잉ght mros~J과 고빈도어툴{hjgh fre:JUtnγ 빼<isl 

우리나라에도 $년대 이해 총셰적 언어교수엄이 틀어와 유행하고 있지 

얀읽기 교육에서 득히 입문기 아동에게는옵운교수법올통한맞충볍 교 

육에 대한 관심도 총체적 교수엉파 함께 활용할 열요가 있다 

영어와 국어는 옴훈 구주 표기 융절 구조가 달리 영어식 옵운 iι수엽 

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니지안 한글 전용의 대세 속에 어휘력 발달기에 

있는 호둥학교 저학년 아통틀의 어휘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한글 맞춤법 규정올 점검하고 자융과 모옴， 빨옴 규칙 둥을 고려 

히여 한글 잊충엉을 입운기 아동 및 초중고교 교육에서 어떤 구조와 체계 

로 가르쳐 잉기 능력과 f기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파옛파 한글옹 표옴푼자라는 꽁홍정이 있으므로 표 

융문자흘 위한 맞춤엉 교육에 유용한 툴은 장고할 펼요가 있다 주목되는 

것응 이러한 응용 교수엉이 자칫 단순한 연어 양1 ξ엉"'1 되어 지루힐 

수 있는데 모든 활동올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어휘 ξ」습으로 숭화시켜 읽 

기 능력흘 ~양시키는 방엉으로 쓰고 있어 우리도 이를 주목하고 적극 활 

6) 시각어(Sight ‘σæ)란 111 새호 매우는 문장에 나타냐는 ‘모르는 단어호 운역올 용 
해 뜻용 유추할 수 잇는 것융， (낀 용성학적 규척(_ruIoI， 즉 용운교수영융 용 

혜 애용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언어동호 단어용 보고서 즉시 기억뼈 낼 수 있는 단 

어00<πrlby 앵htl룡 안힌다 측 충용'1 외우고 있어， 한 눈에 보고 앙아.;j};껴야 하 

는 딘어율융 양한다 가영 a. tæ, arrl, b.rt, so, 에ι l "" Æ, "'" ‘ .... γ， it, tlJ:re, 
of. m at. 써 h in. to. haI. wξa 웅올 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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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입문기 아동틀에게 빌옴을 홍해 맞충법과 어휘 

'1낳을 익히게 다양한 놀이로 구성하는 옴운 교수업은 우리의 한글 맞춤 

엉 교육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옴올 일깨우l 준다 맞충엽은 단어 

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 단어 인지의 출발정이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 

맞충법 교육이 그 딴초가 왼다고 보고 맞춤엉 교육올 흉한 어휘력 교육 

강화 병얀의 차원에서 ‘맞춤법 교육’의 셰계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m 초중고교 교과서의 맞충볍 교육 실태 

현재 우리의 맞춤엉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맞충업올 다루고 있는 

초퉁학교 ‘쓰기’ 교과서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도휴 한다 

1 초등 국어의 잊홈업 교육 

현앵 초퉁 국어 교피서어 서는 쓰기나 입기 교육과정에서 맞충엉 ξ‘습 

융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응 아니지만 맞춤엉 판련 내용으호 볼 수 있는 

것을 다옹과 같이 쓰기 교과서를 중심으료 보여 주고 있교 부차격으로 

읽기 교파서에서도 보여 준다 

“ I 쓰기F' 
←→~새로용 O냄으효 

l 앙끄 |2 얘우는 우리 |차예에 맞재 냥'f흘 써 융시다j며 12-1꺼 
싱어요 1 한경용더 1 

영터 

끼 초등학교의 자료 성대 정리는 악사과정 강보션 선생이 수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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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얘이있는 양 긍써흉 야르재 써 용시다 (Rl l)-31J 

2 느낌융 2 이야기보때려 

나누어요 한갱옹더 

염터 

융려 주는 원올 '1르게 양아 써 용시다 (Rl 44- 4'51 
1 어리왈 맞대고 용련 을지용 찾아 '1강Q 고쳐 써 용시다 tw 4;-47) 

3 야헝>11 글써셜 아프게 써 용시다 (w. 48-Æ!) 
생각해요 

2 생각하는우리 글써용 바E게 써 5시다 tw 54-ffi) 

한경용더 바료깨 받아쓰기 (w. !iHÐ) 

1. 'II}용옳 댐야서 을써용 바g게 써 용시다 (11). í{)-7l) 

&아용융 2 다정한친구 
주고영。}요 한정용뎌 

영터 

[쓰기 1낀 

l ‘ 보고 를.Jl !:.’'l.n 
1 상상의 2 내가안t는이야기 글자융 바은 순서로 써 융시다 (w. 14- 15) 

날개용여요 한경용더 

영터 

l 생각이셔호다훌예 
2 이렇재 a 하냐 되는우리 즐'1흘 바흔 순서효 썩 봅시다 빼 34-‘:E) 
하연 

한킬용더 좋겠어요 
성터 

1 채야가 옳옳 

3 내가 2 중거용하루 흘써활 '1를제 썩 봅시다‘ (때， 54‘ffi) 

얀을었어요 얻질용더 

영터 

I 하나생 차근차긍 

4 바강q z 성여보고정리하여 글써윤 '1르께 써 용시다 (w, 74-75) 
전혜요 한겔옴더 

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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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손에손상고 

한걸융더 

영터 

[쓰기 2-11 

L 2학년이 외어 

l 친하게 2 고용얄고훈 01용 

칙내요 
한정응더 

영터 

l 소중한알과글 

2 흥풀 01올 

2 우엇훌 
잦융j까J' 

3 신냐는 여앵 

한걷용 더 

영터 

l 일의 재이 

3 영융 
z 이야기 쪽으로 

영쳐요 
한경용더 

염터 

l 올바른주장 

A 내생각 2 친구에게 
어예요? 

한걸융더 

영터 

글써용 '1료깨 써 용시다 (çp, æ-æ) 

운장 쭈호용 '1프게 쓰는 방엽、g 알아용시냐 
(w. 10-13) 

문장 '1-.호 (Ill 15-17) 

글씨용 야강I ，쓰는 빙엉융 알아용시다 10 a;) 

글자의 모양융 생각벼여 을써융 '1르게 써 용시 
다 (α "') 
’", 격’의 요양” 주의하여 을써잘 바강” 써 용 
시따‘ (p. 29) 

지옹과 오융올 구엘3애 용시다 (w.l)-3川
자용과 모용융 요아 균자융 얀을어 용시다 
〈찌;l 3HÐ) 

비용글씨，오용，지용 

'L, 1::, E, 2’의 보뺑 추외하여 글써툴 '1랭 
써 용시다 (p. 95) 

용리게 쓴 글자 (w. 62-6이 

‘。， 닝 a’의 모양에 주의하며 글씨용 아르게 써 

읍시다 (w. 'itl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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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쯤의 눈뿔 
λ，^， ;;1:..’의 묘암” 주의하역 글써표 바료제 써 

s 상상의 
봅시다 (~ æ-89) 

나라호 2 여。￥기의 흥장 

이냐요 한경용 더 

엉터 

잉 2 ..... 4- 1 생약1 

μ깅 얄하71. 듣기 εIJ 

l 여러가시의경 긍써용 바강” 써 용시다 1.1잉 

l 생각의 2 앙깨 의논하기 

열'H할 모아 한견융더 

염터 

l 우리틀의 시 글써흉 tlt!!Jll 써 용시다 (. 찌) 

2 쩍속의 2. o1ok기 세계 글써용 tl}!약” 써 용시마 (p. 45) 

진용따라 한견용너 

경E1 

l 하나씌 따져 보여 글씨용 "f.르께 써 용시마 (1<> 6셔-ffi1 

3 숭71~용 
2 째달논향거용 긍써원 "f르기U 써 용시다 (p. 73) 

눈으-" 
한 정응 더 

엉터 
망옹응 강운데 뭇이 다르에늘이다f느리다， 
옥정。V옥거라 종이대조리다1 (1<> (Q-염) 

1 c낌융상허 

4 항옹 2 잉온세상 않온이야기 
찾아서 한 정옹더 

영터 

l 도란도한오순도운 글써용 바르게 써 홉시다 (L, Il) (p. 121) 
"냥융 힌경용너 
옐고 

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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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l... 6-1 생약] 

[융2 알하기 1 튿기， 쓰개 

l 시와앙깨 

1. \1}용의 경융 2 이야>1 짝으로 글써용 바르게 써 융시다 (w. 24-2)) 

따라 한경융더 

영터 

l 주위올둥러 보연 

2 살여 얘우며 
2 여러 갈래의 깅 

한경용더 

영터 ‘띠다와 억다’ (w. !jj-없 

1 따뜻환마융 

3 삶의 우늬 
2 향기로용이야기 글씨흉 바르게 써 용시다 "' 811 
한경용더 

영터 한블 앗총영에 맞게 고쳐 쓰기 (p. $) 

l 생암흑얘서 

4 운재와혜경 
2 지혜용오。} 글씨콩 바르게 써 융시다 (w. 110-111) 

한경옹더 

엉터 

l 정든친구을 글써용 아프게 써 용시다 (w. 132-133) 
s 소중한안냥융 

한걸융너 
기억하여 

염터 

전체적으로 맞춤엉 관련의 어휘 학습 활동은 빈약'f여 ‘글씨를 바강” 

써 봅시다’라는 서체 활동이 않고 혼동어 사례(늘이디/느리다， 옥철。U목 

거리1 줄이대조리다 동)에 대한 ξk습 활동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 

이다 이는 혼동어에 대한 관심이 휠요호k융 보여 주는 것이나 영어 표기 

법 판련 교재틀에서 체계적 학습 단계가 구축왼 것에 비하연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81 근본척으로 영어에서 '1는 옴용 교수엉올 풍한 어휘력 확장 

같은 것올 거의 시도하고 있지 않으니 어휘력과 표기력이 항께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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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초퉁학년 저학년 단계에서 어휘력 확장이나 맞충엉 표기의 이해 놓 

력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옷하는 것이다 

2 중학 ‘생활국어’， 고교 ‘국어’ 교과서의 잊홈볍 교육 

체계성의 부족파 개발자들의 주란성과 임의성의 문제는 7차 중학 ‘생활 

국어’의 운업 단원틀에서도 나타난다 국문법의 체계적 지식 교육은 7차 

‘생활국어 교과서의 문엉 교육이 처옹이자 마지악인데 7차 중학 ‘생활국 

어’의 다옴파 같은 단원 배치는 몇 가지 문제정융 지넌다 

[중 H J 
4 국어 생항의 반성(국어지식) 

11 외래어1 은어， 비속어， 유행어 21 국어 생활 안성하기 

후혹 교정부호/혼동하기 쉬용 얄 

[중 1c깅 

2 낱알과 형태소(국어지식) 
11 융정과 어절， 냥알 잉 형태소 

5 낱알의 의마(국어지식) 

11 동옹이의어 21 다의어 
후욕 띄어쓴7V.핵의 로아자 표기엎 표준 호갱어 

[중 2-1l 

3 국어의 언어척 욕징과 용운{국어지식) 

11 국어의 언어적 욕징 잉 국어의 융운 

a 영어 맞용엄 쿄재(스옐러확‘ -~에ι ... ψ，，!xrl이의 사a 얘 대혜서 는 중고αxm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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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I}~ 쓰기(쓰기， 국어지식) 

11 바른 훈장 즈기 21 올바흔 국어 생활 

[중 2 깅 

2 낱알 형성염과 국어의 판용어(극어X 식) 

11 낱말 형성엉 21 국어의 판용어 

5 일화의 기능과 표현(국어지삭 알얽송하}ν끼l 

11 얄3화@의 여러 가지 기놓 21 발화의 기놓올 고혀히애 말하기 

[중 3-I] 

2 바르고 갱와하게 쓰기(쓰기 국어지식) 

11 맞충엉의 기능 21 맞충엽에 맞게 f기 

4 융용의 변동(국어지식) 

11 융절의 끌소리 규칙 21 옴운의 동화 31 옹용의 축약과 당학 
6 냥4용한의 언어(말하기， 국어지식) 

11 냥용한언어의 차이 21 냥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부록 한을 맞충엉/간추련 표준어/쭉한어 얄기 

[중 3 깅 

2 운장의 구조(국어지식) 

11 문장의 구조 21 문장의 주성용 

31 운장의 부속 성분과 독렵 성용 41 중의적 표현 

5 웅사의 종류(국어지식) 

11 안어의 용류 21 용사의 욕성 

부흑 "쩌 써야 좋은 말툴/이릉당고 생겨운 우리말등잉파 냉새 동에 판한 

앙툴 

위에 따르연 우리 문범 교육응 초퉁 단계에서 운영 풍사와 성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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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와 개념의 제시를 극도로 억제하여 전혀 제꽁하고 있지 않다 그 

러다가 중학 1학년부터 문법올 체계적으로 다루는데 융운 현상과 용사와 

성분 개념을 중학 3학년이 되어서야 ‘생활국어’에 처옴 제시~1'는 체계이 

다 문장의 오류를 설명빼연 용사나 성분 지식 학습이 초등학교어써 선 

앵되어야 6운데 그런 학습이 없으나 오류를 셜영활 도구 용어와 개녕이 

없게 왼다 영어 교사툴이 국어 교사틀에게 국어 시간에 용사 개념올 좀 

가르쳐달라고 주운한다는 이야기는 초퉁학교 조기영어 교육으호 인해 영 

어의 용사 개념율 국어 용사 개녕보다 언저 <]-.습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서 이런 주문은 당연한현AJ-이다 잊충법 원리 학습도중학 3-1에서야다 

루는 것도 너무 늦은 학숨이며 반대로 로마자 표기는 중학 1-2에 나오는 

것은 난이91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얘우 기이하다 

때7년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용사 개념 교육이 현앵 중학 3학년 

에서 중학 l학년인 7학년으로 하향 조갱되어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그러나 맞충법 원리 교육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할 옴운 체 

계의 이해는 중학 2학년(8학년)에서 중학 3학년(9학년)으로 올라가고 옵 

용 변동 규칙의 이해는 중학 3학년(9학년)어 서 고교 1학년(10학년)으효 한 

학년썩 각각 띨려 올라가 융용 규칙율 고교에 가서야 매우는 현상이 생기 

게 되었다 역대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늦게 융운 규칙올 배우는 교육과 

정이 되어 옴훈 변동 현상과 잊춤법 연계 지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울지는 

의문이다 

l재정 교욕꾀녕12001 고시1 ) 10억언(고교 1 년) 운업 영역 쩌2뻐 

{낀 1 。두용뱀， 오융조화， 구개옴화‘ 설욕용화， 경용양 당학 생 동의 
| 옹훈규칙 이해하기 

국어의 g운 | 
1 얘어의 융운 셰계와 연동 규최에 띠라 바르게 잉기 

규a 융 얀다 | 
1 。용용 규칙과 표준 안용，Jl기의 판계 이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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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현행 ‘고교 국어(상， 하)에서는 운법 ξ써웅이 ‘국어지식’의 이릅 

으로 일부 단원에 나오지만 어휘 교육과 연계원 맞춤엉 교육은 전무한 상 

황이다 

선택 교과인 ‘고교 문엉’에서는 규범 단원이 8장에 나와 맞춤엉，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향뼈 ‘맞춤엉1에 대한 

이론적 교육의 체연을 유지하고 있다 

N 운법 교육과 맞충엽 교육의 관계 

맞충엉 교육은 문엉 교육 얀의 규범 교육에 속하며 규범 교육 안에서 

는 표기법 교육에 속한다 맞춤엉 교육의 체계화는 근본적으로 문업 교육 

의 체계화 및 규벙 교육， 표기법 교육의 체계화흘 전재로 한다 띠리서 맞 

충볍 교육의 체계화는 운언 교육의 체계화 문제와 판현지어 논하여야 한 

다 

푼법을 배우거나 가르치려연 0，'습자들이 운법 학습에 통기를 갖도흑 

자신이 배우는 괴옥의 성격과 가치를 앙고 임하도륙 해야 한다 동기 없 

는 문법교육이 실패하듯이 한글 맞충엉 교육을 논하혀연 이 부문이 문법 

교육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왜 가트!치고 배워야 하는지 분명한 교과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학습 동기 유딸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문엉 교육응 @엉주 교육과 φ규엉 교육과 @문화 교육의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그러하듯 ‘본질 원리→태도’로 냐누어 

겁근하는 것파 유사한 태도이다 ‘본질’에서 웬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 

념을 다루듯이，(D엉주 교육응 모든 언어의 문엉 및 연어의 규벙에서 기 

초 단위가 되는 1용훈， 단어， 운장1 당화’라는 언어 단위 벙주에 따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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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해하는 교육으효 ’옹올 교에발옴 교육)， 단어 교에어휘 교육， 

용사 교육)， 문장 교웹성용 교육)， 당화 교육’으로 구성된다 ‘의마 단위에 

따른 ‘의이 교육1는 ‘의이’가 ‘어휘 의미， 문장 의미， 당화 의미1로 나뉘므로 

각각 단어， 운짚 당화 영역의 하우1 영역에서 ’단어 의미 교육， 문장 의미 

교육1 당화 의미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5뼈야 한다 이러한 엉주 

교육’은 운언 지식의 이해에 초정을 두므로 지식 운업 교육’이라 부룰 수 

있다 

@규뱅 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과 유사한 것으호 모든 언 

어 문엉에서 규엄 샤항의 원리를 익히는 것으후 한글 맞춤엽， 표현， 외 

래어 표지 국어의 로마자 표기 퉁과 같은 표기 규벙 교육， 표준 말융엽 

교육과 같은 발옴 규벙 교육， 비운 예'lIι올 위한 문장 규엉 교육{어엽 교 

육)， 표준화법 교육과 같은 당화 규엄 교육으로 구성왼다 이러한‘규벙 교 

육’은 문법 지식을 생활언어에 적용하여 규범지식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생활 문엉 교육'01랴 부흘 수 있다 

@문화 교육은 현앵 교육과정의 ‘태도’ 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운법에 

나타난 용시적(역썩)， 종시적 운영 판련 언어문화 현^J-을 다루어 언어 

와 언어문화에 대한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이다 역샤적으로 문법과 관 

련한 국어새문자 연진샤1 표기 변천사 어휘 연천새 운장 연천새 당화 

연천사 => 문체 변천사~I， 국어문화시{독서생휠샤 작문생휠~f， 화엉생활 

사의 운법 판련 생환문화사와 국어 사건사 국어 인뭉사 동을 포항)와 가 

정언어， 교실언에 언온언어1 공공언어， 기업언어과 국가의 어운 정잭 퉁 

91 표기 연친 어휘 연진 운장 연친 당화 연천옹 묶으떤 푼체 연천사로 묶융 수도 있나 
이는 개찌기 국어의 문세잔 아용 깅영천(!9Ð) 흔괴l!!lll애서처정 문셰익 요소*.H. 
기 요소 어휘 요소 훈장 요소 당'} 요소호 판 경우얘 가능한 표현으-"- 이려 되연 
학어시흩 팍어 문셰사로 바씌 4'i응 수도 있다 국어 운얘 안당사는 깅안진(l!E3) 깅 

앵첼mm， 193끼1 종고11앵)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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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현대의 운법 판련 국어 생활문화 전안을 다루게 왼다 이러한 1문 

화 교육’은 운법과 운화를 연계하여 문화 지식으로 숭화한 것이므로 ‘문 

화 문법 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 이상의 체계를 갱리하연 다옴파 강다 

[운엉 교용의 내용 영역] 

φ 엉주 교육{지식 문법 교육1 

- 융용교육 

안어(어휘) 교육 

- 문장교육 

당화교육 

언어 일반 욕성 

@ 규엉 교에생항 문법 교올1 

알융 규앵 교육 표준 양용엉(I!IIl) 교욕 

• 표기 규엉 교욕 한효강훌회J!훌웰효효 

표준어 규정(I!IIl) 교육 

외래어 표기업(IiHi) 교육 

국어의 로마자 표기엉C2lXI) 교육 

- 어여규엉교육 

- 운장규엉교육요준문법교육 

당화 규엉 교용 g준 화영(I!!J2) 교육 

@ 문화 교육{문화 문엉 교육1 

- 국어새요기 발융， 어휘， 문장， 당화의 연천A님 국어 문채사) 교육 01 

101 학어사 a육융 훈화 표육얘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용이 가능하다 앙용， 표기 어여 

운장， 당화의 연천사 자세가 문엉 단위의 연천샤이므호 극어 연천애 대한 구조적 

지식이기 때운이다 이 정 예푼에 학어샤 지식옹 ‘2 식 운엉’ 욕으로 이선 소숙히여 
가르창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의 국어궁푼학파에서 학용으로 이해하는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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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화사{국어 생활샤 국어 사건사 국어 인울사) 교육 

- 현대 운영 생활 문희{가갱언어1 교실언어， 언론언어， 꽁꽁언어， 기엽언 

어 동의 문엉 문세 국가의 어문 쟁잭에 대한 태도， 판정) 교욕 

위의 체계에 따르연 한글 맞충엄 교육은 @규범 교육의 표기 규엉 교 

육 안에 존재한다 맞충엉 교육은 문법 능력에서도 어휘력과 표기력을 기 

르는데 기여하는데 어휘력과 표기력은 동션의 양연파 겉아 훌리할 수 없 

는 것이라 영어의 웅훈 교수엉(이mics)처럽 입문기 이동 단계에서 한글 

을 처옴 익힐 때부터 양용과 표기의 상판성 이해를 통해 어휘력이 와장필 

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런데 엉주 교육과 규범 교육은 분리휠 사.'8J이 아니라 엉주와 규범 

사항은 교육과정양1서 일접하게 용합하여 설계하고 파매 개열이 이루어 

지며 교실어서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가명， 엉주 교육에서의 옴운 

교육과규범 교육에서의 알옴규엉 교육응용리휠 성질이 아니라응용체 

계에 대한 범주 이해 교육을 제꽁하연서부터 발융 규엉올 자연스레 습득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일하게 연계하여 통항적으호 기술되고 교육 

되어야한다 

사 교유용 그런 >，씬으로 엉근이 옐요하지안 초중고표의 국어 푼영 쿄육 안얘서는 

국어샤 즉 묶어의 .~천사용 문화적으로 껑근히여 요7싸 어휘샤 문장샤 당화‘F올 

포팔하는 국어 운얘사 차뀐으호 엉근하여 가르챙 수 있다고 온다 바로 운써는 문 

화적 정긍이 가능하므로 용화 교욕 차원으로 정근하는 시도용 하는 것이다 현실칙 
으로 충고교의 문엉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온 조상을의 언어생활과 판련하여 생안 
운화λ}적 성은을 많이 보이고 있는 정도 이러한 태도용 갖게 하는 현실척 이유이기 

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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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운엽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화 

l 온질， 원리， 태도로서의 내용 

맞춤엉 교육의 내용을 정컵하기 위해서는 문엉 교육에서 가르치고 배 

우는 내용부터 무엇인가 알아보자 이는 여러 판점으로 성근할 수 있는데 

우선 현 교육파갱에서 제시한 본질， 원리， 태도의 요소는 교육과정의 내 

용을 어느 정도 잘 압축승뼈 구조화한 것이라 이 개념올 적용한다연 다옹 

과 같은 내용틀이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다 

[문엉 표육의 내용 체계회l 

(1) 본질 언어란 우엇인가? 

언어 신비성 우주 안웅 인간의 갱신과 육셰의 신비 퉁융 당구하듯이 

인간이 빚어내는 언어의 신비흥 당구하고 이해할 핑요가 있다 

언어도구성 언어란역사속에서 인간의상율이해하고자기삶의목 

격을 세우고 삶융 기록하고 삶율 되휠아보고 창초적 상올 엮어 내는떼 

중요한도구이다 

(21 원리 언어의 구조와 생성과 소용의 원리는 무엇인가? 

언어 구조성 언어올 구성하는 체계의 원리풍 이혜한다 

언어 창조성 언어 생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언어 소홍성 언어 소용의 원리릉 이해한다 

(31 태￡ 언어를 흥해 언어 자셰1 개인L 사회， 문화 퉁융 어영게 용 것인가? 

인간관계 욕에서의 언어의 중요성， 언어와 사랑의 판계플 보는 바캉직한 

태도흉기른다 

언어판 언어올 보는 태도률 이해한다(주술적， 종교적， 철학적 이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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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판) 

언어 문화판 언어로 형성되는 문화흘 이해한다 

언어 사회판 언어로 형성되는 사회륜 이해한다 

언어 심리판 언어로 형성되는 심리와 샤고즙 이해한다 

언어 학습잔 언어 학습의 바람직한 동기 흥"1. 습판， 가치융 기른다 

따라서 위의 체계를 ‘맞춤엉’의 상위 영역인 ‘표기엉’ 교육의 내용으로 

적용하연 다옹과 감이 적용할 수 있다 

[표기영 교육의 내용 셰계화l 

m 본걷 표기염이련 우엇인가? 
문자 신비성 인ι}이 말올 하고 문자를 넬냉히}여 글융 쓴다는 것의 신 

비율 이해한다 세계 문자의 알당1 죠상틀의 문자생멸λf. j{기법 연천 

사흉이해한다 

문자 도구성 문자는 상올 기록하고 삶융 외융아보고 창조적 싫흩 엮 

어 내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한글 맞충영 웅의 표기법은 한민족 운화 

사에서 어언 의의응 가지는지블 이해한다 

121 원리 표기엉의 구조와 생성과 소용의 원라는 우엇인가? 

표기 구조성 표기영용 구성하는 표기영 체계의 원리를 이해힌다 

표기 장조성 표시엉 생성과 표기 체계의 장죠직 개선과 변화의 원리 

응이해한다 

표기 소용성 표기영 &싼파 수용， 소홍， 정작 변화의 원랴응 이혜~따 

131 태도 표기멍을 용혜 언어 자찌 개인과 사회 운화 속의 문자 생앙파 표 

기엉용 어떻게 뻐댄 것인가? 표기엠의 중요성， 요기업을 보는 바당직 

한 태도는 우엇인가끼 11 

요기 문지판 문자와 표기법융 보는 태도융 이해tκf.I표기볍응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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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운가? 체계적으호 배워야 항 이유가 있는가.?) 

표기 문화관 표기로 형성되는 언어문회율 이혜한다 

표기 사회판 표기로 형성되는 사회(표기엉으로 인한 사회적 갈퉁과 

혜결 문제， 영채하 한글 맞충엉 연천사와 조선어학회 사건 동의 사건 

사)릉이해힌다 

요기 싱리판 표기로 형성되는 표기 문체의 심리와 사고율 이해호따 

요기 억$양 요기영 억숭의 바랑칙한 동지 흥미， 습핀， 가치툴 7띈다121 

2 지식으로서의 내용 

운법 '"욕의 내용 구성은 앞에서 제시한 은질， 원리， 태도로시의 구생 

과 달리， ‘지식’ 판정으로 내용올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표기법 교 

육 그리고 그 하위에 속하는 맞춤엉 교육의 내용도 이러한 지식 판정으로 

찾아보연 다옹 각 헝에서 i로 표시하는 곳에서 찾올 수 있다 

(]) 문법 영역 내￥ 지식 

@ 국어 구조와 생성의 지식 교육{지식 운엉 교육] 

이것은 국어 구조 단위(융용， 형태소 단어， 구와 절， 문장， 당화)에 대한 

11) 7;차 쿄육，}정의 태도 영역온 통7} ， 흥"}， 융표 가치라는 네 기준으로 구성외어 있다 

12) 얘도와 판경히어서는 않"""αn))가 제기한 다용 g혐도 잊충엉 표육의 중요성융 

깨달제한다 

우4}한 의사소용의 첫정옹운 잊충엉용 장 갖추는 것잉니다 

당신의 잊충엉 사용 실대는 딩신의 인칙융 어영게 영가합 것이라고 용니까? 

Savant(3)))}용 훈세는 사장이다’라는 알치영 ‘잊충엉옹 우아한 안냥의 젓결옹’이고 

잊충엉온 인격이다’라는 사실융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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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녕， 체계를 이해하는 내용올 뜻한다 이 지식은 자기 언어와 주연 

언어 현상의 훈석 도구이며1 국어 이해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시 대조적 

이해의 도구이고、 국어 규병을 체득， 실천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다 

언어 일얀 언어의 일반적 욕성 .. 문자의 욕생， 맞충엉의 일반 웬리 

융용 용소의 개녕 ， 자옴과 모융， 알융 규칙， 표준 얄융‘ 맞춤엉 씬리 교육 

단어 형태소와 단어의 재녕， 풍사의 개녕파 욕성， 표기영 i 맞충영 원리 

교육 

문강 용장과 성용의 개녕， 푼장파 성훈의 종류， 내포와 접속 .. 잊충법 

원리 교육{문장 부￡ 띄어쓰기의 원리) 

당화 당회의 개녕과 종류， 앙회 구조와 당회 규칙1 액꽉괴 소용， 문어와 

구어 ‘ 구어와 문어，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로 인한 언문울일치 현상{축 

약 웅의 융운 연통과 표기의 파리)의 이해 

@ 국어 규벙 지식 교육{생혈 운업 교육l 

이것은 국어 생활에 펼요한 국어생활 규범 관련 지식이다 

표기 규벙 얻글 맞충엽(띄어쓰기1 푼장부호 포함1， Jt준어 g기， 외래어 ， 

효마자 표기엽I!JJ~앤@ 도업 핑요J， 주뚫13) .. 맞충엉 규갱 익히기 교육 

알용 규엉 요준 일용법 요춘어와 땅언의 가치， 표준어와 양언의 이중언 

어 사용 능력 함양 .. 맞춤엉과 발융 상완성 이해 교육 

언어 여절 규엉 국어생항의 예절 규뱅(표준화엄) 

국어 사전 규엉 국어획H문엉악)의 종합 과학으로서의 사전의 이해 i 국 

어앤융용흔， 형태온 동)의 종합파학으로서의 잊충법융 반영한 국어 사전 

13) 수화 교유도 장애인과의 소용옹 위한 배려 치원에서 초중풍학교 표육에서 욕앙 횡 

동에서쭈터 정진적으호 도입안 뭘요가 있다 서구의 초등학교 교재툴에서는 S"'" 
냐딩냉@올 채시하고 있는 경우츰 용 수 있다 종고1:m7) 창고 



36 욱어교육연구 제a징 

의이해 

한글 맞충엉 교육은 규범 교육 그 중에서 표기엉 교육의 가장 중심에 

놓인다 그리고 교육과정상의 내용 구성이냐 교과서 구성에서는 문엉 교 

육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 지식과 규엉 지식을 같이 연계， 배치 

하고 가르쳐야 효과적이다 

@ 국어 문화 지식 교원문화 운엉 교육] 

국어 및 국어 생활의 역사와 당대의 언어문화 현상올 이해하는 내용으 

로 국어샤 국어 운화사{국어 생힐샤 국어 사건샤 국어 인울사 퉁)， 현대 

문엄 생힐 문화 판련 지식올 말한다{졸고 없13) 

국어새 국어 운자샤， 요기사1 어휘^l， 운장^l， 당화사{=>국어 운채사.) • 

잊충엉 생힐사교육 

국어 문화^K국어 생안-At， 사건^K수난:A}， 훈동시)， 인융사) . 맞충엉 생 

활~A}， 샤건샤 인을사 교육 

국어 문엉 생활 문화 국어 사회， 국어 심리 국어 정보화， 얘셰 언어， 가 

갱 언어， 교실 언어， 언흔 언어， 흥공 언어， 기영 언어， 어문 갱잭 퉁 ‘ 맞 
충엉 용화 교육(사회의 채 영역파 표기엉 문화) 

특히 맞충엉의 문화 관련 지식은 태도 교육에서 중요하다 맞충법의 기 

본이 되는 한글 제쟁의 배경λh 맞충엉을 만든 조선어학회와 회원틀의 일 

제하 저항적 언앤동샤 되어ε|를 시작한 서재멸1 한글 맞춤엉파 운엉 

연구에 헌신한 주시경， 칙현배 둥의 인울사 갇은 것도 맞충엉 사용의 필 

요성， 맞충엉 학습의 동기 유발에 좋은 교육 재료가 원다 141 

141 때로는 외국의 규엉 교육 욕히 요기엽 표육의 사혜의 소개도 우리의 규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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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영역과 타 영역의 흥합 수앵 지식 

운법 교육의 내용올 형성하는 것으로는 국어과 내 타 영역인 독서， 화 

영， 작문1 문학 교육파 관련 되는 내용을 통합 교육 내용으로 마훌 수 있 

다 

ID 문엽과 독서 특서와 어휘력 독서 감상푼에서 옥서 자료의 언어 요소 
기술 • 맞충엉과 독서 표육 읽기 놓력융 위한 융용 표수엉(Tfmics)15l 

@ 운영과 화엉 대화의 쩍심어， 영연설의 언어 욕정， 半를엎， 11 흥JlHtJ 표 

현의효과 

@ 운잉와 삭운 쿄영 진안 프로그캠 검색어 이용 글쓰기(실콕에서 주제어 

검색하여 자료 수집하게 • 잊충입과 직싼 교육{표기 a옐 능력) 

@ 문엽과 운학 시 학웅낭독， 시어‘ 요현 학습， 왜러디 오작하71)， 소설의 

언어 문체 이해 i 맞춤냉파 문학 판련 교에시어의 당규엉성 따위) 

(3) 문법파 타 교과와의 흉합 수행 지식 

문엉 영역은 국어과 내부 영역뿐만 아니라 역샤 철학， 정치1 경제 사 

회， 과학 둥 타 교과 학문과의 통합 수앵도 기능하며 이들에서도 일부 맞 

충엉 문저가 나타난다 

태도낀 일깨훈다 가영 문장부호ßI 중요성융 다푼 장경연 억1m도 영어킨 사항필 

이 문장l츄호의 중요성에 대해 갖는 태도관 우리와 비교송얘 새용게 각성시켜 준다 

151 현재 개정 국어교육I↑정에서 용운 교수영띠"'" 과 비슷한 것은 1학년 잉기 교육 

I}정애서 다용 사항 정5'J! 나온다 

川 난앙파 원영 정확하게 1 。난자 일기 
소리 내어 읽논다 1 。당자의 싹잉 열기 

。연하는 쇼려애 주의하연서 소리 내어 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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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운엉파 철학 언어철학， 언어논리학 
@ 운법과 사회 사회언어회H인종 지역 제충 새대 성영)에 따흔 다문 

화가갱언어 성영어， 지역어 소사 억습뻐) ‘ 맞충엉과 사회 문채 교육 
(다문화가갱의 언어문파， 용신언어의 탈규엉성 문쩨 이해) 

@운영파역사 역사용어， 역사드라아의 언어 오류 .. 맞충염과 역사문 

제교육 

@ 문엉파 에유 스포츠 용어， 외래어 표기 

@ 문엽과 파한 과학 전문 용어， 외래어 요기 

@ 문법과 얘숭， 문엽과 싱리 동 기타 수않응 학문툴의 어휘 요기 문제와 

연계할수있다 

이상 OH3)에서 제시한 운법 교육의 내용 지식파 판련히여 이들 내용 

에서 ‘로 표시한 맞춤엉 교육의 내용들융 추출하여 종tt하연 다옴과 같 

이구성왼다 

[맞충엉 교육의 내용 셰계화] 

11) 잊충엄 내j유 지식 

ID 구조 생성 지식 잊충엉 지식의 내격 원리 교육 
맞춤법의 총론원리 

띄어쓰기의 총흔원리 

운장부호의 총흔원리 

øit엉 지식 규정 및 규갱 외 사혜 익히기 

맞충엉 규정 익히기 / 규정 외 사항 익히기(규정 외 혼통어헤) 

엌어쓰기 익히기 

161 샤회'1에 향토 판연 학슐 단원이 우여외고 있풋이 국어파에도 지역 향토 힌닮으로 

학생융의 지역 앵언 민속 조사와 강용 향토 억슐을 의무적으호 쭈피할 쩌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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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부호익히기 

국어 사전 향용하기 

@ 문화 지식 맞충엉 용화 이해와 맞춤법의 태도 표육 

맞충법 생활 문화 이해 잊충영의 연앵， 일탕， 오용 문화의 이해 

맞충영의 문화샤 훈민정음 창재 이후 한글 생활사; 사건λh 인울사 

잊충엉의 태도 교육 맞충엽 교육에 대한 흉기 홍'1 ， 습관， 가치의 형성 

교육 

(Z) 영역간 용양 수앵 지식 잊충엉 교육과 국어과 내부 영역 용앙 수앵상의 

지식 

맞충엉과 쓰기 교육 어휘 표현과 요기의 교정 글꼴 변화， 문서 연정 퉁 

융 뭇*뜯 문자 형태획K=때ly)!7) 땅식 

맞충엉과 읽기 교육 어휘 이해와 목해 학습 읽기올 위한 응용 교수영 

(Jimics) 

맞충엉파 화엄 교육 구어(양용)와 문어(표기)의 i 이 이해 

맞충엉파 문학 교육 문학 작용의 망언 g기 시문엉의 영당 g기 이해 

(3) 교파간 홍영 수앵 지식 잊충영파 타 교과 학문과의 용앙 수행상의 지석 

, 맞충엽과 타 교과 모든 타 교과 속에서 맞충영 문제흘 알견하고 이해힌 

다 가령， 전산언어짝에서 맞춤엉 교정 프로그령이 개얄되는 것， 장고언 

어에서 맞충엉 g기와 상용의 광고 효과 동용 다훌 수 잊다 

17) 문자 형태앤다이포그얘D!，""""빠y)은 용자나 익스트의 긍촬， 연갱 셰채 퉁의 이 

적 연화용 나타내는 앵식으로 현얘 사회에서 문.7l와 표기엉이 인쇄 얘셰올 거치연 

서 다양한 에슐작 성득적 소용의 전략으호 채시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중가하고 

있응융 보여 훈다 달리 표기 운채흔의 이콩으호 연구되기도 힌다 이에 대해셔는 

크리스타뒤프시에트 저 깅종수 역cr:m)의 '*l장 상:i!. 



4<J 국어교욕연구 셰n 징 

3 맞홉업 교육의 내용 규정 쿄육과 규정 외 교육 

‘맞충엉 교육’은 ‘한글 맞춤법([9'8) 규갱’만의 교육을 뜻E뀌';7f 아니연 

규정 외의 허다한 혼동 표기 사~들도 다루는개 한글 맞충법 교육1은 

‘한글 맞춤엉’([됐)어 서 제시한 )-57항 및 부록{운장부호 규정)의 규정은 

울론 이들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한글 맞춤업 사%에 대한 교육 천안올 

모두 포vr하되， 여기서는 성격이 다른 외래어 표기엄， 국어의 로cf.자 표 

기영은제외한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쨌)에도 상냥수가 옵용， 형태 판련 맞춤법 사항 

틀로 용 수 있는 것틀이 있다 ‘옥수수/강냉이， 꼬리별 상염， 우레/천퉁， 꼬 

깨때때， 거랴대 대다1와 같은 순수 어휘 형태론 차원이 아니연 대부분 

‘한글 맞춤엉1의 테두리로 흉수하여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의 

상당수 항목도 j맞충볍 교육’에 포필하여 다루어야 한다 

위의 한글 맞춤법과 표현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규정 외의 사례틀도 

상당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글 맞충법 규정은 한글 맞충법의 주요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안 이틀 규갱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예로 ‘으 

스대다-요시대다.， 눈곱 눈옵.'처령 언어 연화나 옴운 현상으로 인한 수 

않은 맞충법 혼기에 따른 혼동어군이 국어 어휘부에는 영존하고 이런 혼 

동 현상에 대한 체계적 주의 환기 교육1 예땅 교육을 통한 맞춤법 교육도 

잊충엠 규정 교육 외로 필요하기 때운에 맞춤업 교육은 단순히 규정 교육 

으로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왼마 이런 사례는 융용흔적 혼 

동어 목욕{모음1 지음어서의 혼동어 목옥)과 형태흔적 혼동어 옥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맞춤법 규정에 일일이 영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 

고 맞충법 규정 외의 사항으로 언어 변화로 인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므로 실제로 많이 블라는 부분이 이 부용이라 맞춤법 교육은 오히 

려 규정 호댁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다양한 혼동 사헤을올 평소에 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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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사에틀이야말로 국어어서도 음운 교수엉 

어ntics)과 강은 맞충엉 교육이 미쳐야 항 영역이 매우 광대항을 보여 준 

다18) 

[유정 외 혼동어 사에1 

A 옹훈흔적 혼동어 자응， 오옹의 연이에 따른 혼동어군 

[11 자융 혼동어의 사헤 

객쩍다) 엇쩍나， 공빼기 합추{d. 곱시둥이 1， 끄료다， 재언이， 수영， 컨짤하다 

닦달하다둥 

[21 오웅 혼동어 
7~;자마 아지랑이， 까딱하연IID7)， 나무라다 당기다{중용 7낸용-) 앵 

기대을융-)， 뜨개질!， -건대， 헤얘다， 게거풍{개거풍’1， 너스레 퉁 

B 형태흔적 혼동어 

국어에서 형태옹훈폰척 지도가 7냥한 것으로 씨시옷 표기와 같은 합성 

어， ‘ 。V'I'와 같은 파생어 영역이 있다 다옹 1Jl, 121, 1이은 맞충엉 규정에 

서 다추고 있으나 (4)는 규정에서 다우고 있지 않은 썩어쓰기 영역이라 이 

는규정 외에 속한다 

lJl 시이시옷 판연 합성어 i 한글 맞충앵 규갱어서 다루고 있옹 

121 중앙 ‘ 한글 맞충법 규쟁에서 다루고 있옹 
131 합성어와 전문 용어의 구영괴 띄어f기 • 현긍 잊충엉 규정어 서 다루 
고있옴 

에 복&써(앙성어와 파생에 띄어쓴기 문제 

I~) 영사구{좌측]와 합성영λH우측]의 구영 동형어의 %에 표7[ 

아당 71, 두안강 가 / 강까 뱃까 수옷가 

(8) 이하 옥옥은 흔저{!ffil}얘서 이이 나운 옥옥으호 학어 어휘펙 와대정 위한 옴운 표 

수영 자료호유용하다 



42 국어a육연구 세a갱 

가지 끌， 추어 끌 / 손끌1 내리끝 

를옐， 큰일/큰길，흔욕， 큰비 

꽃 애당 선용 서비스 / 꽃7봐 찢컬， 찢가제， 꽃앞 꽃양， 꽃써 7f융 

하늘1 가용 "f다 / 가올바랑. 7f율이 기용냥 

우리 집， 우리 회사 / 우리나라， 우리글1 우리알 

( ~) 정두 여쟁어와 판앵사의 경우 

〈정두사파생어의 에〉 

구시대，구학운 구제도 

애당， 매시간， 얘한가지 

옐소리1 영것. 열천지 별걱갱 

온이용，본야당，용에 

신세대，신기용，신인 

• 
헛소리1 헛절용， 엇일， 헛되다 

헛손질， 헛션화， 헛안냥." 

〈완앵사 구의 예〉 

구도융자구총옥'i

얘 회계연도 애 경기 

엘 이상한사랑 

온사건용안건 

신표육파정， 신개양지 

션 세계， 전 칙원， 션 노동력19) 

• 
• 

이상의 사례는 국어 맞충엽도 풍부한 어헤톨 흥해 광범위하게 까다로 

운 부용틀이 않고 영소 익히지 않으연 안 되는 것잉융 보여 주며 영어 융 

훈 교수엉(Jimjcs) 교재나 맞춤엉 표재("성 ... lxxl<l애 웃잖온 혼동 유의 

어 사헤와 유형이 않옴율 보여 춘다 

19) 전소)뺑 r한지어 영사앞에 즈여J 묘든’또는·전셰’의 웃융나타내는 양’션 국민 

/전 세껴V전 a권2..<. 씬 영아버지의 운정이 냥아 있야/선 대왼이 하나가 되어 전 

쭈얘서 숭리하였다 〈융션 Jl.중국어대사'l!> 

W) 엇J성사， <D ’잉'1- 영사 앞얘 용어J ‘이유 없는’， 보암 없는’의 웃융 더하는 갱두 

샤 ’헛걸용/엇고생f헛소훈/헛수고 <21'일'1- 동사 앙에 g어J 보랍 없이 장옷‘의 

뭇올 더하능 성두사 ’헛상디앵디디디앵보대엇억다 [←쩌(앨)←시 〈충전 요춘 
묵어대사것1> 그언에 냥기섬 고영근{I잊B 173)에서는 ’엇용 건앵사에 넣었으냐 g 
춘국어대사견용 정우사로 쳐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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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운업 교육과 잊충앵 교육의 교육과갱 체계화 

문엉 교육과 맞충염의 내용올 어떻게 단계적으로 위계화하여 가르철 

것인가? 그똥안 문엉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직판에 의해 설계 

되었다 'JJJl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융과 같이 얘 학년별로 문법 영역 

율 설영하고 있는데 기춘이 무엇인지 울용영하고 여러 문제접올 보여 준 

다 이 중에서 맞충엉 판련 사흥L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1학년 운엉(초동 11 

(11 힌i긍 자모의 이톰괴 소리. 인되 

끼 소리외 g기가 다. 수 잉용률 이해힌벼 

(3) 문징 부효의 이를괴 으임을 잉κi 

2학년 문엉(초등 2) 

(1) 소리를 용동하기 쉬운 닐얻을 정Sf'ðl게 얻융tfCI 

。 a중 1살용에 대한 규정이 잊용융 알기 

。지주 ’ 용하는 낱알의 요중 말용 일기 
。낱얄융 정와하게 'l..1..용하허는 태도 가시기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월올 정확하게 표기효!CI 

。한글 맞충엉 규정이 있용올 앙기 
。자주 A 용하는 낱앙익 바은 표기 앙기 

。표기와 소리가 다쓴 낱알융 정확히}재 g기하기 

(3) 낱월과 낱월 간쩍 의미 판계률 이혜t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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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문엽(초퉁 3) 

(11 국어사전애서 낱월 횟느 방업훌 εκ} 
。국어 용사의 기초 개념 이얘하기 

。용언의 기본형 앙기 
。국어사천 찾눈 i쌍볍 얄거 

。국어사전의 효용성파 7)치 이해하기 

(2' 소리가 동잃환 낱말툴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 노 현상훌 운석효봐. 

(3' 의도에 따학 여러 중류의 문장으로 요현할 수 었융훌 싫영효κ} 

3학년에 나오는 용언의 기본형 알기 같은 것은 맞춤엉 교육에 중요한 

원리 교육이 될것이다 

4핵년 문엉초퉁이 

마파잃강끓희 人「용 앙상율 이해한되 
{2' 축어 농잉 잉율 이해힌κi 

(31 운장을 구성히는 성문율 문석힌κt 

5학년 문영(초풍히 

미T끊강강표짙희 특성을 잉고 의At소용에서의 억힐율 이째인P 
α) 딘어의 사전적 의미와 운액쩍 의미. 구얻히고 효괴찍으로 A냉한lCj 

m 시간 요언 앙식율 이해~IC) 
씨 일@는 이 을는 이 상g 매셰 동에 띠입 언어 시용 앙식이 당"Gp，잉을 인디 

6엑년 문영초등 6) 

대쿄굵질펴「외래어 1 외국어의 개녕을 앙고 려 어에의 ~~을 이해힌되 
비 은장의 연곁 핀재를 이왜흰되 

(3' 운징에 =인 호용 핀계의 적징성을 민연힌때 
에 힌띨의 의의. 앙고 우수성율 잉영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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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연 대체로 l학년부터는 3학년까지는 융융혼， 형태흔척 단 

위인 옴운1 단어 차원의 이해에 집중하고 4학년부터는 의미(어휘 1， 문장1 

당화 차원에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언어 단위상 상향식 구 

조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서는 이런 언어 단위 

적 상향적 배치가 무너지고 뒤섞인 영F싱융 보인다 

7학년 운엉(중11 

맘)Q끓nHÄi에 얘년 언어 앵 잉식의 ，~엠을 뿌’E씩 
(2) 판용 요힌의 개념괴 효괴톨 이해t'Cf. 

(이 울A 의 개녕 룬류 기준， 특성을 이얘g때 

씨 g언 의호에 띠리 A땅 • 피웅 B힌이 딩피 시용g율 인다 

(5) 지A 어가 을의 구호외 의미에 nπ1는 영양율 문석한되 

의이론 소한인 판용 표현부터 나오는 것을 보연 중학교부터는 상호댁 

이 아니고 오히려 언어 단위상 하형벅 접근으로 보인다 용사폰이 l학년 

에 언저 냐오고 조어론(단어 형성법)응 다옹과 같이 2학년에 나옹도 상향 

식 구성으로보기 어엽다 

8학년 문법(중2) 

(’ ) 낭힌과 욱f쩍 언어 :.i: tol톨 비교힌!Q 

α) 여허 용류의 어휘. 비교히고 그 A냉 앙상융 실영인되 

U) 국어 단어 §싱업율 이얘하고 ‘용힌되 

(이 문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혜석되는 힌상율 이빼힌!Q 

I잉 딩회니 글의 의미 해석예 상핑 액릭이 핀여힘을 O 빼 t'Cf 

8학년도 어휘， 문장， 당화를 도입하여 제시하고 다옴 9학년에서 운장 

쩌임새 당화 특성올 가르쳐 문장， 당화 비중이 크다 그러나 9학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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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언어 일반성(언어의 규칙성1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1 창조성)과 옴용 

론 영역이 나오고 있어 하홍씩 구조를 보여 춘다 이는 1%년， 1!Ð1년 고 

교 문법 교과서가 옹훈을 단어， 운장 뒤로 툴였던 발상과 상흉하는데 7학 

년에서 언어 일반성， 융훈， 단어， 용사를 집중하여 가르치는 상향식으로 

~이 체계로는 타당하다 왜냐하연 언어 일반의 이해를 연저 제시 힘이 언 

어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익히게 하려는 동기 유발의 측연에서 적 

절하고 용훈 체계나 변동 규칙의 이해가 언져 나와야 합도 표준어 발옴 

교육을 위해서는 융훈 발옴 교육이 조기에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접 

어 서 중학교라연 저학년에 언저 나와야 하며 이런 정어서 운법 지식 애열 

구조는 상향식이 적절하다고 용 수 있다 

9학년 문법(중이 

믿패허락듀적성 사회성 억시엄 기흥성 징조성 뚫 O 혜뻗 
(zl 국어의 용운 세계를 이뼈힌엑 

(3) 운앙의 짜임새톨 설영~Iq 

에 딩회 또는 글 구성의 기온 개엄율 이에~<객 

이) 힌딩써의 언때 문회적 !성괴 가지톨 이얘힌입 

10학년 운영(고JI 

(. ) 국어의 역시를 이뼈힌되 

(2) 국어의 용운 규칙율 인되 

비징연애따른 g힌앙식율잉되 

에 국어의 로마지 E기업과 외래어 g기업을 맡고 정획하게 사용힌입 

(5) !!띨의 잉째 g리외 인빌의 특징성§ 요때 

이상어 서 초동 2학년에 ‘한글 맞춤법’이 제시왼 이후 중둥 단계인 중학 

l년 - 고교 l년의 문법 영역에서는 한글 맞춤엄에 관한 언급이 전무하다 

초퉁 2학년에 한글 맞충법’이란 용어가 처옹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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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아도 왼다 억지로 관련지어 가르친다연 한글 

맞춤엉 부분은 중학 2학년 단어 형성엠1 중학 3년 옴운 체계 이해， 고교 l 

년 응용 규칙에서나 형태음운흔적 겁근으로 연결히여 가르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초퉁학교 단계에서 상향식 교육과정을 택하고 중학교 

에 와서는 ‘생활국어’에서 ‘단어 당좌옴옹문장 단어(용사Y로 구성히얘 

상헝」하향상향의 혼돈을 보인다 개정 교육과정도 중퉁 과정(중l • 고11 

은 단어-당좌옴송운장-당회-옴훈1으로 상향하향의 혼돈올 보인다 특 

히 옴용 학습이 낱말보다 뒤에 나오는 점은 영액한 하향식의 성격이다 

그런데 하향식으로 하연 기본 단위인 응훈， 단어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 

해가 늦게 나오거1 되논데， 7차 교육과정에서 용사 부분이 뒤늦게 9학년 

(중3)어 서야 나와 용샤 개념올 아주 늦게 가르치는 교육과정이어 운제이 

었는데 이번 개정 교육과갱에서 용싸는 7학년(중11으로 갔지안 융용 부운 

이 9학년(중3)， 옵운 규칙이 10학년(괴)으로 늦어져 선숭한 대로 융운에 

관해 기장 늦게 배우는 교육과정이 되었다 

한글 창제 관련 사항은 6학년파 10학년에 두 번이나 나온다 7~ 에서는 

풍사 학습이 9학년이었던 운저 점이 있었더니 이번에는 언어의 기초가 되 

는 옴웅 변동 현상의 당구툴 고l어 서나 한다는 것이 외어 이 역시 바랑직 

한 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외국어 학슴을 항 때 옵운 현상융 처옵 배우 

게 되는데 우리는 고l에서냐 함으로에 외국어 입운시에 나타나는 방옴 

교육의 기초 지식장} 국어 융훈 교육을 통해 춘비되지 않은 채 초웅 영 

어나 저 2 외국어교육을 받게 되어 버렸다 
종합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운제가 되는 것은 초둥학교냐， 중 

학교 과정에서 맞충범 교육은 초퉁 2학년에서 한 번 나오고 있어 맞춤엉 

규갱 l응7항올 어떻게 가르칭 것인가의 체계적 겁근을 문엉 영역에서는 

전혀 보여 주고있지 않다 

문장부호의 경우논 초동 l학년에서 다루고 있으나， 찍어쓰기’는 ‘쓰기 



48 국어교육연구 제a성 

영역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 ‘띄어쓰기’ 교육은 실종되어 있다 반연에 l 

학년 ‘읽71'에 찍어 읽기’는 다루고 있어 대조격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띄어쓰기1라는 용어 자체가 안 냐옴응 띄어쓰기 교육올 소흩히 보는 태 

도라 하겠고 무의도적이었다연 공청회 퉁에서 충용히 갱토하지 웃한 아 

쉬용이 크다 。1 'lI-을 보연 요컨대 맞춤법 규정에 대해 전연척 체계적 관 

싱올보이고있지 않다고할수 있다 

교육파정응 대강화와 정교화의 두 모순왼 원칙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맞춤법을 한 언 다루든 띄어쓰기률 선혀 안 다루던 문제휠 바는 없다고 

힐 수 있다 교파서에서 교과서 개발자가 장의적으로 자유홉게 융흥영 있 

게 반영하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파서 개발지틀이 맞충볍 교유을 애 

려할 것이란 보조l이 없기에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다 

영어 교육에서는 맞충엄의 발달 단계에 대해 Coxl찌11328←3421에서 

표기 학습 발달 단계률 다융과 겉이 설정하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알달 

단계별 표기법 교육이 휠요하다 

@ 의λ냥용 이전 안계(Prro:mrunicative: Pre9:tJ:d 뻐뼈"'""'''''''' 2~ 

새l 문자와 유사한 것흘 그리는 시기 

@ 안읍생적 단계1!3a때ll"l!Iic:Kiπk맹161 말 1ξl년 촉 5-j;세) 운'1:가 단 

어를 안든다는 것용 인식하고 자옴올 중심으로 문자가 뭉친 단어를 인등 

@ 용성적 당겨 _1학년 중간^， 6써) 등은 소리의 순서대로 운지을 

나영한다 소리와 기호의 관계륭 인식한다 

@ 이행기(Transitkr비 1학년 알 Z학년 촉 6←7세) 소리와 푼자의 판계가 

형성되어 간다 오류 표기에서 규벙 표기로 이앵하여 간다 

@ 관습기(Cæventioo띠 2-4학낭 7용에 맞충냉 관습에 칙용하여 간다 

@ 형태 룡사기〔뼈deric & Syntætic: 5-8학년， 10-1쩨 용운 g기 형태， 

용사걱 판계용인식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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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위 단겨 가 영어 청자엉의 경우이지안 아홍 말달의 보연성율 생각 

한다연 국어 잊충볍 발달에 적용하여도 우방하다 @,151,@ 단계가 우리 

의 초퉁학교에 적용되므로 우리도 2개 학년썩 끊어 알달기를 나눌 수 있 

다 이는 피아제(l'Iagetl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απrete 

이xntic.x때 $쟁e: 7-11세1 형식적 조작기(fmm! 야 .... 뼈외 stage 1 1-15세) 

에 걸치는 시기가 왼다 안일 이 시기를 현 개정 교육과정보다 더 정교하 

게 교육과정올 설계한다연 교육과정보다 세일한 지칩과 방향을 당은 세 

부 교수요목표가 안들어져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맞춤법 부문의 교수요목도 배치해야 한다 위의 영역영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배치하는 방안은 다융과 같은 방안이 가능하다 

[맞춤엉 교육의 나선형 상헝씩 교육과정l 

맞춤법 교육이 포항외어야 할 국어과의 문엉 영역 교육파갱에서 문 

법 영역 언어 단위멸 구성은 나선형 교육과정을 지홍댄다낀) 

운엉 영역 교육과정의 구성은 7차 교육과정에서 취한 ‘본질， 원랴， 태 

도의 3개 영역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언어 시용의 공시적 장연이 

나 상황， 흉사적 샤건 상횡올 뭇하는 ‘액략을 통~하여 ‘본질1 원리， 태도 

액략의 네 가지로 설갱하도록 한다 

- 구조 지식파 규범 지식은 통합벼 구성한다 본질과 원리를 통~하 

여 이해하고 당구하도옥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구초 지식(지식 운 

영)과 규볍 지식(생활 문법)은 흥협석뻐 @옹운과 발웅 규엄， (ÞOI휘와 표 

기 규범，@문장과 문장 규벙(어엉 I，@당화와 당화 규범(표준화법)의 네 

211 나선형 쿄육과갱은 피아제(fugrtl의 인지 이혼용 껴숭한 브우너(Brum-I가 1 안한 
것으호 똥임한 지식올 단순 셔l!'욕-t!"}'는 것이 아니 라 제속성， 계엽성 용앙생 웅의 원 

리에 따라 。F동 인지 양당 안거 에 따라 지식의 양과 질융 정진적으로 싱화하는 심 
화 학융올 용"겨 안전찍}슐에 이르도묶 히운 교육과정융 앙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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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성한다 이를 언어 단위멸 구조와 규벙의 홍합 지식을 문화 

지식의 태도 교육이 고려된 액릭(다양한 공사척， 통시적 언어 상황)에 적 

용하여가르친다 

본질(언어일반)은 언어 일반적 흑성올 디루는 것이l 액락(문화)은 

언어문화 현싱F을 다루므로 초퉁 3학년부터 도입한다 

- 태도(동71， 습관) 흥미， 가치)는 국어에 대한 태도 형성으로 중요하므 

로 초동 1학년부터 도입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동 2， 3학년에 단어， 맞충법 개념이 도잉되므로 

용사 교육도 사울의 분류 활홍을 흥해 단어 분류와 쯤사 이해 활동으로 

이어져 자연스업게 용사 개념올 숭득하도록 하다 초퉁학교 용사 도엽은 

국어 단어 학습과 외국어 대조 ~습i 국어사전 이해를 위해 필요하고 서 

구어 서 쯤사 용어가 초둥 저학년에 도업됨을 참고하였다Z2) 

- 매년 모든 단위 항목옹 싱화시켜 나간다 초퉁 저학년은 표준 말융과 

단어를 익혀 가야 하므로 옴훈， 단어 영역 중정기’로 셜정하고 이어 단어， 

운짚 당화 영역으로 중첩 확대한다 가령 중국 쓰기 교육과정은 문장부 

호를 전 학년에 용산시키고 미국 워싱턴 주의 읽기 교육과갱은 초퉁학교 

저학년부터 표기와 얄옴 교육의 연계를 흉한 옴운 교수법(rlmicsl올 전 

학년에 고르게 지속 배치하고 있다{부록 2-) 중국의 ξ기 쿄육과정， 부폭 
2깅 마국 워싱턴 주의 읽기 교육과정의 도표 창괴 이는 우리의 현뺑개 

정 교육과정이 문엉 항목올어느 한학년에 한번 저시하고끝나는경향 

을 띠는 것'*는 다른 방식이다 

단지 애 학년 과다한 문엉 항목을 부과하연 학습 부당이 크므로 옴훈， 

단어， 문장1 당화 영역을 홍합적으로 묶어 배치할 수 있도록 2개년을 1개 

뽀양깅)으로 구성하여 2년마다 주기적으로 충청 심화하도록 한다 

Z2) 초풍짝교애셔의 용사 개념 도잉얘 대한 주장옹 쏟고JJJJJIJ 장"]!. 

잉)‘f}!ßì: 이란개녕옹중국의 R육파정에서 강H 학년용 l개 혁안으료묶어 R유피갱융 



한을 잊충엉 교육의 쩌계화 냉안 51 

I~) 초퉁 1, 2 학년 융웅’1 단어 영역 중정기 

(c) 초퉁 3, 4 학년 ‘단어’， ‘문장 영역 중정기 
(<!) 초동 ,6 학년 ‘단어’ 푼'lI'， ‘당화’ 영역 중정기 

(0) 중학 1, 2. 3 학년 ‘옹훈， 연어， 운장， 당화’ 영역 홍합 심화기 

(8) 고l 학년 ‘단어， 문장 당화’ 영역 용함 싱화기 

이상의 구성은 냐선형 교육과정의 춰지와 상향식 구성을 복합한 것이 

라 ‘나선형 상향식 교육과정’이라고 부흘 수 있다 위 툴올 다융의 블로 

바쩌 교수요옥올 0표로 하연 교육과정 설계시 ‘문엄’ 영역의 틀로 활용하 

거나 교과서의 문법 단원 개발시 설계도로 휠용할 수 있다 

문 엠 

빠걷 원리(구소와 생성파 규냉의 원리 이혜와 당구) 윈f 얘도 

여‘ 
@용용과 

@ 어'1와요기 규1성 
@문장과 @당화와 동71 1 

뻐어 안용큐'1 어엉 화'tl 흉미 1 π 

엘인 
옹~ 

g춘 
어휘 

잊충 의어 문장 외래어 
푼장 어영 당화 

g중‘ 습판 

넬옴 'tl 쓰기 부호 로아샤 화엽 7μ11 

0 0 0 0 0 0 0 
2 0 0 o 0 o 0 , 。

3 0 0 0 0 0 0 0 o 0 0 
4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6 0 0 o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o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o 0 0 0 0 U 0 0 0 0 0 0 0 

10 1 0 0 0 0 0 o 0 0 0 0 0 0 

11 선 택 파 갱 

12 션 액 과 정 

기승하는 양식융 1깅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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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어휘와 표기 규엄’ 영역어 서 맞충법1 되어쓰기， 운장부호의 교 

수요옥을 단위의 계열성， 규정의 위계성， 난이도를 고려히여 학년별로 구 

성하연디융과같다 

[잊충엉 띄어쓰기 문장우호 교용의 제제1 

l학년 자모의 융기을 알고 자옹과 요옴 표기흉 구열한다14항) 

조사는 융여 쓴다셔l항) 

마침표블익힌다 

2억낭 왼소리와 두융엉칙융 중심으로 익힌다15-13항) 

의존영새 안위영사는 되어 쓴다 142， 43항) 

pt，칭1!， 반정융 익힌다 

3학년 기용형에 따른 요기엉용 익힌다114-a;항) 

의존영샤 수 띄어쓰기릉 익힌다 142， 44항) 

안정， 따용l!.용 익힌다 

4학년 양성어， 파생어 판련 잊충엉과 시이시옷융 익힌다127-31 항) 

연경어 띄어쓰기. 1용절어 융여쓰기블 익힌다145， 46땅) 

따옴1!， 묶음표용 익힌다 

5학년 준앙의 맞충엉올 익힌다132-41항) 

의존용언 되어f기흘 익힌다 1<fI항) 

묶옹요 이용표를익힌다 

6학년 기타 규예히핀7양)의 맞충엉융 익힌다 

성명， 정운용어 띄어쓰기을 익힌다 14'3항) 

이융요 드러냉표 안드러멍표를 익힌다 

7학년 소리 중심의 규정11←13항)파 규정 외 사혜를 익힌다 

띄어쓰기 41 -44항용 중심으로 익힌다 

마칭표 만껑을익힌다 

8학년 형태 중십의 규정114-31항)과 규정 외 사례즐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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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기 45-47항율 중잉으로 익힌다 

따옴요 묶용표 이용g를 익힌다 

9학년 준알 중심의 규정132-41항)과 규정 외 사에흘 익힌다 

띄어쓰기 쟁-9)\1-，융 중싱으로 익힌다 

드러냉표 안드러냉표윤 익힌마 

w학년 툴리기 영거나 어려훈 맞충엉 사행규정 외 사혜)올 중싱으로 익힌다 

툴리기 엽거나 어혀훈 띄어쓰기 사혜용 중심으로 익힌다 

다양한 문장부호률 종~하여 익힌다 

이러한 전체 나열식 교육과정은 이국이냐 중국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다 우랴의 현행 교육과정 배열은 교수요옥을 선택 애치하는 방식이라 

한정왼 내용을 배치하는 어려웅이 있지만 전체 나열식은 모든 교수요목 

을 고르게 얼여 놓고 매 학년마다 표현이나 목표 요소나 목표 분량올 조 

정하는 식으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 특정이대부옥 2 중국， 미국 워싱턴 

주의 교육과정 잡고) 

우리는 ‘맞충엉 교육의 체계화’라는 용어를 택하였는데 ‘체계화1는 엄정 

한 ‘위계화’1.빼"""，1 개념율 포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위계 

~는 총체적 위계빼globa! 왜뼈"，1와 국부적 위계화~ocal ~I로 

나눌 수 있대BroM1 = :ffl-3731 맞춤법 교육어서 총체척 위계화는 총 

돈 교육，1-3항) 옴운흔적 규정14-13항) 형태흔적 규정114 웠항)으로의 

상향식 위계화흘 설정하연 총체적 위계화가 된다 또한 l용7항에서 난이 

도를 판갱하여 쉬운 규정부터 어허용 규정의 순서로 배치하는 총셰격 위 

계화도 가능하다 국부적 위제화란 예컨대 시이시옷 규정을 가르첼 때 맞 

춤법 31항의 고유어，고유어 합성어를 한자어로 왼 합성어보다 언저 가르 

치는것 따위툴말한다 

맞춤법 교육의 위계화는 맞춤엉 규정과 그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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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성질인데 분석자아다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주판적일 수밖에 없 

다 더육이 그동안 맞충볍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에 새상 이 

런 체계회에 대하여 반대도 않을 것이마 따라서 우리의 맞충법 체계화는 

교육과정에서 총체적 위계화나 국부적 위계화 개녕올 수용하여 개략적으 

로제안히는것이다 

우리가 한글 맞춤업 규갱 1-$항과 부록 문장부호까지를 규갱의 난이 

도에 따라 배치한다연 다옴 A. B 유형으로 간결히 구성항도 가능하다 

A 펼수 이흔 셜영이 핑요한 규정 총흔 1-3항;10←12빵 두용엉칙，1I헝 사이 

시옷규갱 

a 이흔 셜영 었이도 시각적 인지로 자연스쩨 터득할 수 있는 규갱 명소 
잉기 교육용 용해 시각 인지 학습으로 충분하다 5-9항 왼소리， 구개옹 

화， 모용 규정， 32-4)항 준알 규정， 51용7항의 기타 규갱은 설영이 없이도 

터득되거나 눈으호 익혀 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A를 중싱으로 연성하연 되고 B는 평소 생환 

속에 터득되므로 맞춤엉 교육 내용으로 굳이 강조하거나 연성하지 않아 

도되는것이다 

m 운엽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교재 체계화 

문엉교육의 내용올 교째로 어떻게 구성하여 가르칠 것인가? 교육과정 

은 대강화와 정교화의 조화로운 기술올 하는데 교육과정이 부갤하더라도 

교과서가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교재의 기능은 중요하다 

문볍 지식이든 맞충엉 지식이든 교과서에서는 ‘문엉 단원 교육’과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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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단원 교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맞충법 관련 탄원 명칭 하에 맞충엄 

이론에 대한 설명 교용을 하는 땅식이다 후자는 독립 운업 단원 교육은 

아니더라도 국어 교과서의 모든 단원 속에서 ‘익힘 황동’이냐 ‘날개 표시’ 

로 익힐 사흥l이나 주의해 지도할 사빵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1) 문법 단원 교육 독립 단연 제시 방식 

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특정， 우리말이 걸어온 길， 표준어와 방언 동 주 

요 주제를 옥링 단원으로 설영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운엉 단원 

틀은 교과서를이 이런 전략올 주로 택하였t:f. 이 방식은 문엉 교육을 독 

립 단원으로 제시하는 땅식이라 말송171 ， 듣기， 쓰기， 읽71. 문학 영역과의 

용합 학습과는 별도의 차원이다 

이처럽 우리알의 역사1 문엉 엉주 설영， 맞충엉 원리와 주요 난해 사항 

따위와 같이 주요 이론 설영 부분은 앙으로도 독립 배치g빼 。l론 학습올 

유지하여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용과 같응 방식도 더 도 

잉되어야한다 

(2) 비운영 단원교육 다은영역의 단원속또는단원끝활동제시 방 

식 

앙하기， 듣기， 얽기， 쓰기， 운학 영역파 같은 비문법 단원 ξk습 후 그 단 

원의 글강에서 주요 문법 사.~올 뽑아 생활 자료 속의 문엉 의식올 환기 

하고운엉 힐똥을 져시히는 방식이다 이때 한글 맞춤법도같이 다풀수 

있도록 한다 매 단원 속 날개 활동이나 단원 끝 훨동이 가능한데 택스트 

좌우 여액 날개에 지냐치게 과다한 설영을 다는 것은 전체 독해에 땅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맞충엄 사항은 날개에 달지 않고 각 소단원이나 대단원 

끝의 휠동에서 다둥이 좋다 

특히 그동안 국어 교과서들이 분법 활동올 비운법 단원 속어 서는 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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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옷함으로애 타 영역， 타 교과와의 홍합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옷 

했는데 현재 개발 교과서툴어서는 。l런 비문법 탄원 속 웅용 활동이 적극 

도입되기를기대한다 

(,) 운엉 구죠 개녕 익히기 해당 단원에서 나온 주요 딘어나 새로운 문엉 

지식을 추출하여 란련 지식융 간단히 소개한다 

(L) 국어 규엉 익히기 맞충엉， 표준어 판련 규갱 향옥용 성영한다 

(디 국어 문화 상띠기 어안 언어예절1 다언어문화를 소개한다 

(2) 황풍하기 매 단원에 국어 놓력 중진， 창의척 상상력 활동 문제블 채시 

한다 

양융 활동 주의양 J!.준어 말융 익히기 

어휘 휠동 고유어 익힘 활동{고유어 낱말앙 안툴기 퉁) 

한자어 익엉 항동〈주요 개녕 한자 새깅， 와생 한자어 익 

*’기) 

문갱， 당화 활동 문장 오류 고i 기， 당화 구성 다등기 1 국어 창의격 

상상력 연동 

(0) ￥흑 활동 주요 문엉 맞충엉 판련 사항융 부륙으로 재시하는 앙식이 

다 이련 부혹 제시는 과거 교파서툴에서도 않이 나타난 바 있다 적어 

도 한긍 잊충법은 저학년에서는 항목영로 요약'}여 요약 항목으효 제 

시하.j)， 고학년 교재에서는 규정의 원용 전셰을 넣어 규정의 전셰플 

파악~f는 것은 권장함 안하다 그홍안 대째로 맞충엉1 표춘어 규정이 5 

차 교육과정 이래 고교 교과서의 ￥혹에 지속적으로 실혔다 

m 운엽 교육과 맞충법 교육의 교수 학습 체계화 

운엉 교육의 내용을 어떤 방엽으호 가르치고 배융 것인가?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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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엉 교육의 교수 학습 방엉을 맞충엉 교육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l 탐구 교수 혁습 귀납적， 연역적 팀구 

운법 교육의 새로훈 시도로 깅광해()댔7:1211에서 당구 학습 오형올 다 

옹과같이 제시한바있다 

「 문재의 정의 

L 가설셜정 

E 가설의 경중 

E 경론도출 

n 결흔의 적용빛영반화 

이 방법은 주입식， 암기식 문엉 교육율 탈며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또는 

협동학습으로 탐구 안견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상의 교수학습으로 유용하 

다 그러나 이 앙엉응 시간 소요가 커서 충실한 시간 확보가 판건이다 당 

구는 흔히 자료 제시를 홍해 귀납엉으로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구 

는 연역엉올 통한 당구학습도 가능하대까lOIllOOJY = 21굉) 맞충엉 

교육에서도 맞충볍 규정을 중심으로 규정의 타당성 입중올 위한 당구， 오 

용 현상올 통한 규범 원요성 인식을 위한 팀구 훨똥이 가능하다 일반 문 

법에서 가르치는 께시 훈련’(1W) 모형[제시(πe;entatioo) - 연ii<"χtiæl 

- 생산((l"Odoctiooll이나 과제 훈련’(T!T) 모형[과제Htask) - 교수 활똥 

(tff앙j • 과저112(ta의씨을 맞춤법 휠동에 서도 웅용함도 가능하다 특히 맞 

춤엉은 ‘형태 주옥 헬똥’ (Iocu외멍 ooloonl융 통해 ξk습2써 게 주목시키고 

시각적 인지(a쩌떠>ess)가 가능하게 한다(ur 'ðJ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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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당구 학습에서 부딪히는 것이 운제정올 지닌 규벙 표기틀의 사례 

이다 가령 ‘ 이， ir를 보자 이것은 원래 논란이 많은데 국어사전틀이 

「 받침 밍어 서 ‘이/히1 선택을 마음과 같이 달리 하고 있옹은 융훈흔적으 

로설명이 얀왼다 

(,) 그한1. 깊숙이， 벽벽이1 수욕이， 소옥이， >1+'1. 시무륙이 
(니 가득히， 어쪽히” 똑똑히， 넉넉히， 송칙히， 옥쪽'1 

이들도 어느 한쪽으로 ‘ 이1나 ‘ 히1로 기계적으로 통일하든지 또는 복 

수 규정으호 허용한다연 표기의 갱당성이 확보휠 것이다 

2 원리 교수 ξ염 

문법 교육이냐 맞춤법 교육은 웬리를 설영하거나 원리 문제를 당구하 

도흑 학생틀의 협동1 토론학습을 흥해 진행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 가르 

쳐야 ~I-는 사혜로 맞충엉의 총흔 사항올 표옴주의와 표의주의의 판계로 

셜영하는 것이 멸요한데 이는 다옹 (가)-(바) 단계별로 정진적으로 어려 

워지는 항목을 나누어 설영할 수 있대졸저 l됐) 

가 냐l 나녕 다 라 '1-
표옹주의 쩍 엉다· 듣다 잡기 무업 뻐꾸기 국따렇다 

채기· 엉니· 틀어 지용· 너무 개구리 널따랑다 

채글. 엉서· 툴어서 자비· 마중 영루기 널찍하다 

표의주의 잭 었다 듣다 장기 웅엉. 뼈쭉이 굵다랑다 

찍이 없니 듣어· 강옴 넙우 개물이 넓다렇다 

쩍율 없어 듣어서· 장이 맞용· 영욱이’ 넓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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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적 교수&을 

맞충법 교육은 앞에서 다룬 시각설의 주장처럼 명소의 시각적 인지 학 

습에 의해 눈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렵고 이상적이다 영어 

맞춤엉 교재틀에서는 단어 학습의 첫 지칩으로 ‘Look at tre wonl!'(단어를 

보래)를 제시하곤 한다 이는 다옹과 같은 현생써도 드러난다 

• 다옴 요기어 서 어느 것이 맞는지 고프시오 

(,) 개구리 재굴이 

(L) 꾀꼬리 꾀혈이 ( 

(ε) 뻐꾸기 뼈쭉이 ( 

(2) 영루기 영륙이 ( 

(0) 영다라 영달아 ( 

(닝) 덩다리 덩달이 ( 

위 문제를 측정하여 보연 (, 비 얀용이 사랑마다 다르다 ( ，)은 대부 

훈 정당올 맞힌다 그러나 (L，r:: ， 2.， O겨)에 이르연 햇강려 한다 특히 꾀 

왈꾀괄， 빼쭉빼쭉， 영륙얼룩’에 익은 세대에게는 ‘꾀팔이， 빼폭。L 얼룩이’ 

에 당하는 경우가 제엉 냐타난다 ( ， )의 ‘개구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시각적으호 인지하는 단어라 툴리지 않는데 ‘얼루기 영륙이’에 이르연 오 

류 빈도가 높다 유머의 소재인 ‘덩다리’도 언중응 ‘영틸이’를 썼지안 원리 

상 한글 맞춤법 잉항에 따라 ‘덩다리1로 해야 한다 이를 단어 전체를 판통 

하는 원리는 같은데도 사랑마다 오류가 달리 나타냥은 시각적 인지의 판 

습 때문이다 다옴 사혜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골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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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트러지다 ) - 흉트러지다 ( 

흐터지다 용어지다 ( 

흐트리다 ) - 흉트리다 ( 

맞는 것은 ‘흐트러지다， 흩어지다 흩트리다이다 이들도 논리적으로 용 

석하여 보연 수긍할 수 있으나 ‘훌트리다’에 대해서는 거부강율 갖는 경 

우가 많다 쭉한어는 ‘흐트리다’를 인정하고 있어 냥북이 다르마 

홈트리다없 용) 

<IF훌뜨리다@ 꺼리흥 흥트리다/군시툴융 각 l휴대로 흩트리다 

CF훌뜨리다Ø l용가짐올 흩트리디/그녀는 항상 긴갱탑}여 정신융 용트리 

지않는다 

흐트리다 li)a:r흩뜨리다의 상옷 <2>'싹j 흩뜨리다’의 용한어 

‘넘어뜨리다 끊어뜨리다’는 ‘ 어 뜨랴다1이고 ‘깨트리다’는 깨(어)뜨랴 

다’의 축약으로 볼 수 있는데 ‘쏟트리다’는 확실히 어근 직접 결합형이라 

‘훔’이 타당하다 표기란 합리적 원리에 따라 수용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합리적 원랴률 따르다 보연 ‘흩/ 흐-’의 사례에서 보듯 남북한이 기본 

형을 달리 취하거나 기본형의 변이형이 불가피하게 달리 나타나 시각적 

혼동올 주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맞춤엉 학습은 원리 

학습 외에 시각적 인지 학습이 평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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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맺음말 

우리 국민 일반응 세종의 한글 덕분에 낮은 단순 운앵한올 자랑하고 

있으나 고학력 전문언을용 문셔 문해력(-ι litaa:yl에서는 αrn 

최고의 ‘실정 운앵률’율 강고 있다 이는 문해역의 ￥실 닷인데 그 기초는 

결국 어휘력의 부싱 탓이다 잊충엉 ξ냥f은 어휘 학습의 출안이고 어휘력 

강화의 엽운인데도 지금까지 우랴는 잊충엉 교육올 학교 문엉 교￥”서 

소흉히 해 왔다 쓰기 기놓의 퇴고에나 훨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영 

어 교육에서는 옴운 교수엉(，roicsl올 통해 어휘 표기 얀f올 읽기 능력 

용 위하 학습법으로 힐용해 왔다 

이에 본고는 문엽 교육 안에서 맞충엉 교육의 위상융 찾고 문엉 교육 

안에서 맞춤엉 표육의 교육과정1 교째， 교수 학습의 채계화풍 시험적으로 

모색하였다 최고의 맞춤엉온 ‘생각하지 않J!， 표기엉융 의식하지 않으며， 

운법 지식 없이 터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기엉”이고 최고의 맞춤법 교 

육은 “륙별한 체계적， 영시적 교육 훈련 없이도 맞춤법을 터득하여 잘 사 

용할 수 있도욕 해 주는 교육”이한 이상돈을 견지하연서 앙으로도 한글 

맞충엉 교육’이 국어 어휘력 신장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운해역 tJ..oo~ 

기여하는 펼수 도구로 인식되도옥 다양한 앙엉올 오색*때야 힐 것이다· 

힘고문흰 

깅팡해O!!17l， r국어지식교육용." 서올대학표 출딴'1-. 

깅팡혜 외(앉:9)， r국어지삭 당구" 액이갱 

• 용 논훈운 :ml.<31 우고외었으여 :ml. az 싱사가 시싹외어 aXJ3. 6. U 싱사가 싼 
료와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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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해력 조새。l희수 외 2001) 

αiCD가 :ll여개국옹 대상으로 1!!WI91l년에 걸쳐 수행한 OECD 국제 

성인 문해력 조새l뼈띠어131 Adult ule'æy Survey 머LS)의 결과에 대해 

한국은 axll년에 OECD의 국제성인운해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별도 조사 

하였다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매LS)는 정수에 따라 1. 2동급(단순 정보 

안 해톡하는 능력)， 3동급(복잡한 일상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문식 능력)， 

~ 5퉁급(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 둥 5단계로 분류한다 

OECI미와 캐나다 통계청이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운해력 조사에서 한 

국은 고도의 정보 처리 놓려올 가진 ~ 5퉁긍에 해당송HE 비율이 23개국 

(스위스는 3개 언어켠 별도 실시)의 평균 16.2"'<에 크게 뒤진 2.4%에 그쳐 

첼~1([5%)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졸 이하 학력자의 문해력 수준은 중하위권이었지안 대졸 이상 학역 

지논 산운 문해력 19위， 운서 문해력 23위? 수량 문해력 21위 둥 최하위권 

이었다 한글올 단순히 읽고 쓰는 국인은 않지얀 숫자， 운서， 도표 퉁올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해력은 떨어진다 

학력에 따른 문서문해 정수률 비교한 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스쩨렌이 1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옴으로 독일， 

덴마크 순이었다 한국은 헝가려1214.1 갱)와 비슷한 정수 분포흘 보였다 

고퉁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에는 스셰덴이 :m3정으로 가장 높았 

으며， 다옹으로 네덜란드 체코 순이었다 한국은 Z원9접으로 최하위인 철 

'11(239.0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션체적으로는 최하위권에 위치하였다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역시 스웨엔이 정1.2정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옹으로 노르쩨이， 핀란드 순이었다 한국은 :ffi.9정으로 청래의 

:l'6.2정보다 낮아 조사에 참가한 전셰 국7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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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l, 학역 수준애 비하여 성취하는 

문해역옹 상대적으로 낮은 연이며， 특히 대졸자의 경우 문해녁이 다튼 나 

라에 비하여 낮용 것으로 초사되었대표l 참괴 

‘문서 문해릭’용 %정 안정으로 환산한 정수는 Zfl5정으효 세계 찌개 

국 중 l~'을 차지었으며 l위는 스혜앤{Th6정)이었다{표2 장괴 

언글 잊충엉 쿄육의 세져J} 냉안 

[.1[1: t，1i역어 띠튼 국가긴 은해럭 징수 비교{문서 운빼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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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tIι OI:CI)::3:XX)), Utcm:y in tre Irúmrnticn Age FmaJ Rαnt d tre lntCmatiOOaI AdJlt 
U떠æy SUrVeYI 01 JI수 외 3))1l, r한국 성인의 용해 실태 잊 α'xll 국세 비교 죠사 연 
구J. ~녁교욕개잉씬j α'xll가 앙여개국융 대상으혹 l뻐 - l!IB'년에 걸쳐 수앵언 국셰 
성인운에죠사 경i써 한국용 때l년에 CffiJ의 극찌성인푼예조사 도구톨 사용하여 연 
도죠샤한 경'1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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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없 국기간 문서 문에혁 에꾀 (딩쩌 엉쉬 

문서운얘녁 5 g 영균 B g익한위) 

찌나다 133.9 2<l3 ""3 "il :m.' 
욕쩌 'MI2 2D.I ""1 317.8 lìl.l 

이원갱드 1"'7 z!i3 :5l3 :ro6 3<i3 

에영란드 ""-. JiU 2!!i9 319.0 lii6 

§강드 162 181.1 :m9 2743 :m2 

스‘g 218.6 Zl6.0 :n:;.6 3씨 4 3ll3Jl 

스위스(프냉스어권) 1Sl.8 2<\9 27<1 313.5 :!il.6 

스위스(싹인어센 117.1 2412 'ðfJ.7 3132 :Bl.l 

이국 125.. ZlJ.I æ7B 3158 :11\0 

오스，..헤힐 '1야 1(17 2<\0 2733 314.1 lil!.O 

엔기에를앤더즈어켄 11!l.' 2512 2182 3142 :!il.6 

뉴갱헨드 I5l.8 :mg JiU 312.0 :ms 
영공 1(l3 ZlJ2 æ75 31<4 ll4.6 

갱에 m, 187.7 2189 'ðD.7 ""-0 

세E 1006 249.9 282.9 3188 :ma 
엔마크 2115 'ðD.3 :mg :，.;β lil.7 

연란드 뼈9 "". 2!Il2 3ai. 3722 

헝가리 1"" 213.5 249.0 "" .. 3씨12 

노료쩨이 3lI.5 "". 2!!i9 :!lI3 ""5 
포르우경 927 1lÐ.6 ZÐ.' Ji!.6 314.1 

‘r"에니아 læl 1"" ZlIB ""5 3Z7.' 
스위스(01별려o}어권) 167. 찌3.8 η10 m. 3<i2 -g흑 l ‘1.2 196.7 ZJl5 27‘4 316.4 

자Jl; 이여수 외(a:xJH， r한긋 성인의 용해 실태 빛 이;rn 국세 비교 죠사 영구ι 안국요 

욕7뼈~. 0 !J7 인용l ‘문서 용뼈략융 SXl정 안정으로 한산한 정수는 ZJl5정으후 세계 
aJ개국 중 ml용 차지었으며 l위는 스예엔Illi6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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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ι1 ) 중국 옮文 쓰기 교육과정 

학년 쓰기교유내용 

(J) 배웠언 언어풋 이용혀써 싼션하고 유장한 문장용 쓴다 
1회년 @ 간단한 그링과 시융「올 한갤히뼈 운장 쓰기용 연숭한다 

13> . ?용사용양수있도욕한다 
@ 그링과 시응「올 간창하여 연잔성이 있게 끌융 쓴다 

2학년 @애요윤한다 
12> . 용사용할수있도욕힌다 

(J) 조리가 있고 자세하게 그링과 사을웅 찬양하는 능릭올 기르요 구셰객으로 
사건장연용 묘사.;!Cf. 

3학년 ø 간안한 영서운과 일기융 쓴다 
@‘ - 용사용함수있도욕한다 
@옐런운장올고쳐 쓴다 

(J) 긍이 죠리가 있고 중성적으로 그엽과시융올 깐촬하는 능력융 중정 양성하 
고 주연의 샤융용 판용*↑뜯 습판융 갖게 한다 구셰적인 내용이 있는 영서 

4학년 문융 조리가 있게 쓴다 연지 작성'N흉 애용다 
@ 룹사용할수있도옥한다 

@ 요유가 있는 푼':1. 순서가 용연 문장용 고쳐 쓴다 

@사율올 판잉한 때 중정올 장융 수 있는 능력올 양성하고 γ&려올 갖재 한다 
12>요우에 띠버} 스스호 글의 찌석융 안융고 주제와 완련원 자효당 션정하에 블 

의 증거의왈 얀톨 수 있는 능력융 갖올 수 있도욕 연슴앤다 
5억년 I2> Æ.짜(J<챙풍 다툰 사혐응 갱찬하기 위히여 쓰는 을)‘ 의견서의 식성냉을 

배용<1. 

@< " 블쓸증앙고 -- 룡인석한수있다 
@ 내용， 어져 문장 휴L，i. 욕연애서 자기가 쓴 글융 고쳐 쓴다 

@ 정확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융 요현할 수 있도욕 얻다 
@ 시을융 한깐앙 때 욕갱융 장용 수 있도옥 하고 시울올 판11하는 습완융 양 

성한다 
12> 요구애 따라서 글의 찌욕을 스스로 안동고 자료용 수갱히여 중거리잘 용 수 

6학년 있는능허용양성한다 ‘P 영서훈융 내용"1 충실하고 강갱이 진설하며 조리가 있재 쓴다 
@ 회의 기욕이나 옥서 명기의 즈는 양엉 용 애용<1. 
@ , ? ! .. :<: > 융정확하게시용안수있고，용인식양수있다 

@지기가쓴달 전쳐1블고쳐 쓴마 



70 국어교용연구 제n집 

[부록 2-2] 미국 워싱턴 주의 교육과정의 ‘얽기’ 교육과정 

Essenti띠 Aαm미c Lear미r밍 R며매mrnts-lli<빼1명 

L The student understands and uses different skills and strategies 

to read 

To TlHÍ this starxiard, tre stuænt w버 
Ll. Uæ \>UU nmgnition aOO \>UU rreanll핑 양<ills 10 rea:I ar피 ~ 

te>ι 

1.2 U잊 vocab.Uary (woo:i rreaning) ∞따맹es ω caror허>end text 

13- &피d voc때뼈rythm때1 .;æ reading 

1.4. A띠Y WCIÙ recognitioo 잉<ills aOO strat앵les to re<잉 fluenüy 

2. The student understands the meaning of what is read. 

To rreet this stardard, the snrlnt will 

21 버rrostrate evideoce of reocting 예따허"'"잉m 

22. lJrrl;.r.;tard ar녕 빼y kmwledge 이 text ",""",",,15 to ~ 

text 

23. Ðqmd coovehmsion by anaIyzing, in!efπmng， aOO synthesizing 

infoonation ard iòæs in literocy ar엄 infoomtiooal text 

24. 1“따{ criticaJly arxl analyze autlu’s use of langu얘ζ style P.rrJX)Se, 

혀엉 야~ve in infoonatiooal ar피 li!ef∞ytext 

3. The student reads different materia1s for a variety of αlf]JOses 

To rπrt this stardard, the stuòent will 



언글 맞충엉 교옥외 세계화 빙안 기 

11. ReOO ω 1"ψn new infOfffi:ltim 

12 ReOO to IX'Ítml a ta의ι 

3.3. Re:성 for carær a띠jcatioos 

3.4. ReOO for lit:er.ny/narrative exJHim::e in a variety 이 g떠'" 

4. The student sets goals and eva1uates progress to improve reading 

To Jll"á 띠S 없찌arc\ tre student 배1 

4. 1. Assess readi，잉 얘mgths .. 잉 nOO:I for irrpuV61Ðlt 

4.2. IÆvl허qJ interests and share reOOing ~en:es. 

* 위 EA!1l(Essenn 에 Aα뼈nic Leaming R떠뼈메，ts)의 I항 문엄 사항 

의 전 학년 지속 배치 사혜(다옴 도표 칭은 색 부분) 

1. ~ stuOO1t l.IrlHStarrlS and uses diffmnt skills arrl strategies to æai 

1.1 Use \\uù ra:::앵rubα1 양이Is arXI strnregies ω rea:I .. 엄 <XJTll낭=l text 

G"야 K 2 3 4 5 6 7 8 9 10 

1 1. 1 

11 ε 

1.1 .3 

1.1.4 

1.2 use VOCaiJ.때y (“mI~)_밍es to rea:I arXI O:Xt'IJ1'lm:I text 

| G""'I K 1'12 1 314 1 516171819110 1 

| 121 I I I I I I I I I I I I 
| 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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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d vocaÞJlaJy thm때1 써dem뼈I엉 

| G","'I K 111213141516 1 71819 1 10 1 

| 1.3.1 1 1 1 1 1 1 1 1 1 1 1 1 
| 1.3.2 11111111111 1 

1.4 A띠ly word '"앵nition 양이1， ar잉 -밍esto re:잉 f1uently, 

G"'" K 2 3 4 5 6 7 8 9 m 
1.-4 1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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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글 맞충엉 교육의 체계화 방안 

- 운엉 교육과 잊용엉 교육의 핀711 정립을 위한 tï{~ 

민현식 

규벙 문엄에는 알응 규엉1 표기 규벙1 어휘 규맹， 문장 규엉， 당화 규엉이 있 

으며1 표기 규영에는 잊충엽， 표현 규정 외래어 K71법， 로아자 표기엉이 있 

다 그동얀 맞웅엉 연구는 많아도 맞춤법 교육율 어영게 할 것인가흩 다푼 연구 

는 않지 않다 한글 운X냥 세종의 공로jξ 만틀어져 전 세계어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지안 한글 맞춤엉융 포합한 어느 g기엉이나 수고홉게 

익혀야 하며 노력 없이 익힐 수는 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인 영균의 단순 

문앵융은 낮아도 학교교육애서는 독서혁과 연계한 맞충엽 교육융 셰계적으로 

재공하지 않아 αIII 국가얘서는 한국의 고학력자의 문서 문해력은 애우 낮아 

실질 문앵‘한1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옴올 교수법이 읽기와 어휘 교육 

윷 표기엉과 연계한 교육으로 정착되어 체계적 표기영 표육이 읽기 교육과 함 

째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는 그런 읽끼 어휘 연계 표기업 표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 옹 바가 없어 비셰계적이고 잉의적인 맞충법 회냉~I 간헐적으로 이루어 

져 이런 비셰계적 맞춤법 교육운 어휘 교육의 쭈실용 낳아 어휘력 저하을 낳고 

이런 부실힘이 누격외어 고학력자의 저문해력까지 초래하였다 따라서 초동학 

교부터 셰계적 운엉 교육 안에서 셰계적 맞충엉 교혹이 잉기 교육1 어휘 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채용되도록 운엉 표육1 잊충법 교육의 대혁신이 요구왼다 개 

정교육과정어서도 맞춤엉 교육응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양전되어야 하고 교과 

서에서도 매 단앤마다 운엉과 어휘략 맞충법 능력 확정을 위한 익힘문제 휠똥 

을 얘려하여 영소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운냉 교육， 맞충영 교육， 맞충엽， 문i얘략 국어 교육과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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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JStraCt 

A Systematic Approach for Teaching Korean Orthography 

AfI Essay on the Eslablishmeol 이 coo잉외ion between K.이ean Grammar ar‘d 

Korean ()th∞r뼈V 

M~ fWl-잉k 

Pres::riø;ive CSammr o:::nsi&s á N:næ ri ~、<J1lqo엉1Y. ，α따때，. 

영"""ξ a잉 disc:o.ræ. Kuean lXIlffi a.nsist á ~혀1Y d i-læ><ruJ. 
lmu띠1lJ fcreign 바""，"，，"닙 뻐rnniZaIiOO ÍCI" Kcrean v.aùs.. 1lOJgh tbere 

"""' rmny ~ .ms d Kman <J1lqo엉l'j， there 'M:re few resewch ~‘s 

OOW ω <each Kmm <J1lqo때1Y systamtically 

Wri~ sys띠n "" <J1lqo쩌1y ci 1-늄1ge1.I! was in'얘>t<d by Kß양 혀~.Itjs 

krown 앙 tre easiest system ω Ieam. But trere is 00 ideal crth::gr빼y which can 

be α- 뼈 lean빼 witløJt any trOJbIeSCrre kmwk빼:e of grarrroor 
Ncthing can be gOC \1씨Iln‘ cffats. We have ω lllY a1ta1tioo to the π-"" 

’wes d <J1lqo히:I>y 띠"'"띠y 

'llire are few Jl!I'9l1S who are Unrl.J::.ar.떠 aOO illiterate in Kam 50 Kaæn 

α찌ie 양YJW the Jov,'(J" ratio 이 미tefæy. AI1 K<reans are _ ω “'" 혀"" 
애'J) inV61led 바...，.，J_ 없:em that becarre krown as a easiest al뼈le!ic 

양-ω Ieam in the y,aid. Ib 성m ~ d Kman dià>’t off .. 잉

cunicuJtun OOW to 1eam tbe ,rn;!ÌCS "" rUJeS d CJtl명때1Y. 50 à:current 

lita"æy of edtx:ate::i Kaeans is very low in the α!CD natiæs. It is, in JTDSt cases, 

caused 이 UrØanÆd curriculum aOO rætlα~d "，엉'liJll: CI1h:gJ혀l'j. Kcr업n 

læ양Ige texts 0애 tbeh행nenIæJ' "에anatial "" ......... 찌 """"'" 이 

<J1lqo엉v 

We have to l"E!J)V3le an 0삐 ~ curriculum ar닙 ’<aæn """ ，맹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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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ty， ÛHl es뼈에 æw Kman 야mcs which sOOw a way of te:OChiJl! 
'"왜'" an1 ~성피‘g that stresse; the S~一었md 떠atirnshi p， USE피 espriallyin 

ægiru뼈 mstru:tlms 뼈 .... oe have to use the tffl:ry of reOOing by ear ar피 eye 

knJ"" 잉 çtx.reticism arrl id앵1때'licism We æn rrìx the Kcrem Jix:nics with 

the æocrung _ 이 때llle !anguage by 회rOI gr.às aCrOnIll‘g ω a 영"' 

cum띠tun A1so we ha‘le to rePa:::e OId tæ::ær-centaed rretlXX.IS 써thstudenls 

æn""<l, 뼈:JIcrative 때 l빼.dive teocl뼈 -

[Key ‘NmlsJ Tea:till‘g Granmu-, Te:때ng <xtrogr때ly， QtOOgr따1ι Lærn:γ， 

Kα-ean Curricu1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