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문법 교육 용에 계량 연구(II): 단어 

<~Il!> 

I 연구의 옥객 및 영요성 
n 연구 방엉 
m 연구결과 

W 논의및경흔 

I 연구의 옥적 빛 펄요성 

박재현 김은성·김호정 

의사소통의 시각에서 국어 운법 교육을 재규정한다연 국어 운영 교육 

이란 교샤와 ~，습X까 국어 운업에 대해 모종의 의미콜 공유하고 더 나아 

가 새로훈 의미을 구성해 기는 교육적 의사소용 앵위라고 올 수 있다 이 

러한 의사소동 앵위의 륙수성은 여러 연에서 드러날 수 있올 것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표연화되는 표지는 문법 용어이다 문엉 용어 

는 어휘적 차원에서 볼 때 전문어에 속하는， 운법적 논리 체계에 속해 있 

는 복잡한 개념등을 당아내는 특수 어휘이다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 없 

이 국어 운법이 당아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며， 문업 용 

어에 대한 숙달 없이 국어 문법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불가능하다 문엉 

용어는 문법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의 수단이자 옥척이다 

이런 정은 교육의 액락어 서 더용 더 강조휠 수밖에 없는셰 교사와 학 

• 악재현(상영 대학괴， 깅은성(01'애 자대학교J， 깅효정(한국한웅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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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일정한 수의 운엉 용어를 훈악하고 있어야 국어 문엉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당구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문법 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곧 문엉 교수 학습어 서 의도송}는 국어의 문법적 이혜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서 문법 용어는 매우 갱.lll하게 접근 

되어야 할 대AJ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견지에서 교육적 액락어 서 소통되는 문엉 용어를 ‘문법 

교육 용어’로 새롭게 영영하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 아래 기획되었다 앞서 논의한 문법 용어가 갖는 근본적인 특 

성은 운법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문법 교육 용 

어가 존재합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 본고에는 일단， 통일학교문엽에 준한 문엽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4 

차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7차 교육과갱에 이르기까지 국정 문법 교과서의 

교육 문볍 용어를 교육적 목적 아래 계량하여 그 특정적 잉냉올 파악하고 

교육적 시샤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옴운 충위에서 이 

루어진 바 있다 온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후속으로 단어 충위에서 문엉 

교육 용어를 제량언어학척 방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n 연구방법 

l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상은 것은 제4" 에서 제7차까지 국정 고 

풍학교 문엉 교과서의 ‘단어1 단원에 저 시왼 문법 용어틀이다 문엉 교과 

서에 나오는 모든 얄올 계량한 것이 아니라탄어’ 단원에서 운법 용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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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출하여 이를 계량 분석의 대상으로 심앉다 

2 연구절차 

11 일뭉치 제작과 자료 가공 

이 연구에는 용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계량 연구 앙엽이 사용되었 

다 우선 해당 문엉 교과서의 ’단어’ 단원올 워드프로세서에 그대로 입역 

송}여 원시 말뭉치률 안틀었다 그 다옹은 언어 빈도 분석 프로그램인 

S뼈<DP 15 (Syn!he;izOO Korean llata prttes∞r I.~ 일영 깝쩍새)'를 이용 

.~져‘틴어’단원에 둥쟁}는 션체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 추출된 전체 용어 

항옥어 서‘틴어’부분과 무관한 일반 용어틀을 제외하고 용석 대상으로 상 

올 문엉 교육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깝싹새 프로그램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어절 단위 분석 

을 하는 특성 때운에，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할 용어을올 가공 일웅치 

에서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모두 울어서 처리하였다 예를 틀연 실제 교 

파서에서는 ‘실정 형태소 대동적 연결 어미， 청유형 어미 둥’올 모두 띄어 

서 기술하였지안1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단일 용어로 처리하기 위해 실 

질형태소 대풍적연결어이， 청유형어이 퉁’으로 모두 붙여서 처리하였다 

더울어 문엄 교육 용어에 덧붙은 조사 둥도 모두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잉용어계랑및빈도운석 

가꽁왼 알뭉치가 완성원 후 역시 SynKDP 1.5 프로그램옹 이용하여 ‘단 

어 난원의 문법 교육 용어를 계향}였다 분석 절차는 다융과 같다 첫째， 

역대 운영 교파서에서 가장 않이 퉁장한 단어 관련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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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과서를 용합한 얄뭉치에서 고빈도어흘 추출하고 순위를 'R겼다 

줄쩌 개별 용어의 출현 빈도를 션제 용어의 출현 빈도와 비교하여 출현 

비율올 계산하였다 셋째， 각 차수별 빈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 

를 차수영로 구분하여 운업 용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마 

m 연구 결과 

l 역대 문업 교과서 딘어 관련 용어의 흘현 양상 

제4차어서 제1차까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계량의 대상으로 상은 문 

법 용어는 모두 l찌개였다 1747R 문엉 용어의 전체 누객 개수는 3，5<!l개였 

고 이중 1씨치에 1,13771, 처β')에 1， 154개 저%치에 ;æ개， 제7차에 τE개 

가 출현하였다 저15차 교과서에 문엉 용어가 가장 많이 퉁장하였으며， 저16 

차 교과서에는 그 절반 정도인 댔개의 문업 용어가 퉁장하였다 전반격 

으로 제4차와 제5차 교과서 ‘단어’ 단원의 내용 분량뿐 아니라 문법 용어 

의 개수도 저%차와 재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체적인 계량 결과는 다옴 표와 강다 

〈요 0'8어 틴영 고인도어 른석120회 이상 훌힌) 

언효 용어 4차 5차 6차 7시 
전세 천셰 전얘 
빈도 비융 순위 

l 틴어 ffi η g æ JÐ 7.61% l 

2 운장 m m 28 33 10; 5않6 2 

3 영사 g g 18 33 l끼 5.01% 3 
4 동ι} g '" 15 14 α7 3ffi% 4 

5 조사 38 38 :JJ m 11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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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사 48 5l 5 5 110 3.11% 6 

7 어이 m ]; 11 16 100 2Kl% 7 

8 의미 ]; ]; 9 21 100 2Kl% 7 

9 형용사 I 38 m 14 !!l 2JIJ% 9 

10 어긍 31 m m æ 9l 271% ” 11 작"-1 'll g 8 14 78 221% 11 

12 용언 18 18 19 a η 21양6 12 

13 어간 '" g 14 9 η 2여% ” 14 셰언 æ 19 14 16 æ U6% 14 

15 장용 '" '" m 9 R l 00!6 E 

16 용사 17 17 6 g ffi I.s.% 16 

17 안형사 잉 g 4 6 '" 1""‘ 17 

18 형태소 11 9 12 21 sl 131!6 뻐 

19 대영사 15 15 11 10 잉 144% 19 

m 서술어 æ m 4 2 <; 1"'" æ 
21 앙생어 U 12 8 13 <; 1""" æ 
z 주어 14 14 6 10 44 1<5% z 
잉 수사 11 11 11 10 g L2Z% zl 

'" 형태 10 13 8 8 E 1.l(JM '" :5 어정 15 15 6 2 38 Ll"" g 

æ 어딸어"1 13 13 4 7 m lα% æ 
a 정"1사 12 12 l 11 ]; lα% 'll 

>l 정듀μ} 11 11 l 10 g 0.93>‘ >l 
g 의종명사 14 14 1 3 g 091% g 

I 의존앵태소 13 13 1 4 31 Oi!l% m 
31 강딴사 10 10 4 6 I OÆ% 31 

32 윌]규칙용언 10 9 8 2 g '""" 32 
g 한지어 13 13 l g oπ% "' 34 모용 12 11 4 낀 011;% 34 
:E 실갤앵얘소 10 13 l 2 æ 0.74% :E 
]; 욕적어 7 8 6 4 g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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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선어1써이 8 8 2 7 g 0.71% J; 
38 아생 10 10 4 g 0.71% J; 
II 격죠사 7 7 5 5 24 얘% II 

<l 자링형태소 10 10 1 3 24 O.æVo g 

41 보조사 5 5 4 9 잉 Offi% " 42 파생어 3 3 8 9 깅 OJó% " 41 영성'tl II 10 2 zl Offi% 41 

44 1강갱 II II z 062% 44 
4\ 보조용언 6 6 4 5 21 0fi1% 4\ 

'" 서술격조사 8 8 l 4 21 Oiil% 4\ 

4l 보뽕영사 5 5 l 9 a 051% 4l 

문법 용어 계량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단어로 $회나 둥쟁}였 

다 그 다옴은 ‘문장으로 l!E회 퉁갱하였다 빈도 계량 결과를 보연 ‘단어’ 

단원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옹올 알 수 있다 

첫째， 단어의 개념을 설영하기 위한 문볍 용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 에 

률 을연 형태소와 관련왼 문엉 용어가 않이 둥'*하였다 ‘형태소’가 않희 

08위) 웅장하였고 판현 용어인 의존 형태소(31 회，1)위)， 실질 형태소(3; 

회，l>위)， 자립 형태소<24회，:Ð위)， 형식 형태소05회， 54위)가 그 뒤를 이 

었다 

둘째， 단어 단원 기술의 핵심 축올 이루고 있는 ‘용샤에 대한 문엉 용 

어도 출현 빈도가 높았다 영λF가 l끼희(3위)， ‘동λF가 lZ7회(4위)， ‘조.Af 

가 116회(~)로 ‘단어’와 ‘문장’ 다옴으효 3， O~1를 차지하였으며， ‘형용 

사’가9J회(9위)， ‘부사가%회ol위)， ‘관형샤가 56회(J7위)， ‘대영사가 51회 

09위)， ‘수새가 43회(잉위)， 강탄샤가 1)회 (31위)나 출현하여， 용사 관련 

용어가 단어 단원 구성에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읍을 확인힐 수 있었다 

셋에 단어 단원임에도 운장 성분과 관련되는 용어가 다수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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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장 성분 중에는 ‘서슐어’가 &회(aJ위)， 주어’가 44회(~위)， ‘옥적어’가 2j 

회(3;위)로 모두 g희 이AJ-이나 웅장하였다 그 다옴은 ‘부사어’가 12회(63 

위)， ‘관형어가 8회(15위)， ‘보어가 6회(IÐ위)， ‘독럼어’가 2회1137위) 퉁장하 

였다 문장의 성훈은 단어 다응에 나융 ‘문장 단원에서 구체객으로 다루 

어지지만， ‘동샤 형용사는 단독으로도 서술어가 필 수 있으나， 서슬격 조 

사논 채언에 붙어야안 서술어가 헬 수 있다， 체언은 조사와 결$녕}여 운 

장 얀어 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1 부사어， 서술어 풍으호 기놓한다’ 

퉁과 갇이 용사를 설영하거나 셰언과 조사의 결합을 설영하연서 자연스 

업게 함께 제시되었옴올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고등학교 운 

법 교과서이므로 중학교를 거치연서 기본척인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올 

학습하였다는 것올 전제로 하고 기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원다 그령에 

도 울구하고 문장 성분의 상당수가 단어 단원의 고빈도어에 해당한다는 

것은특기할안하다 

2 각 치수열 딘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결과 

114차 교과서의 ~K써 관련 용어 빈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엉 용어 중 4차 교과서에는 11)7R가 둥장하였다 많이 

나온 문법 용어는 ‘운장íõ/회r， ‘단어((ß회)’， ‘영λ~63회)’ 순이었다 4차에 

얀 나온 용어는 된소리’ 하나였고 전체 l찌개 중 4차에 전혀 저 시 되지 않 

은 용어는 44개였다 4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운영 용어를 제시 

하연다융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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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4차 고인도어 운석 

4차순위 용어 4차빈도 션1 인도 전에숭위 

l 푼장 m 1<1; 2 

2 단어 ffi "" l 

3 영사 a lπ 3 

4 흉사 48 l낀 4 

4 성사 g 110 6 

6 소사 II 116 5 

7 어이 m 100 7 

7 형용사 I ., 9 

9 의이 :E 100 7 

10 어긍 31 ., 10 

11 용사 g R 11 
g 어간 24 72 13 

12 11용 24 m 15 

14 찬형사 깅 æ 17 

15 새언 '" fÐ 14 

E 셔술어 '" .,; a 
17 용언 18 π 12 

18 용사 17 ffi 16 

19 때영사 15 51 19 

m 어정 E II g 

21 주어 14 .. z 
21 의존영사 14 x 잉 

깅 앙성어 U .,; '" 깅 어밀어이 13 m æ 
g 의종앵애소 g 31 g 

잉 한자어 13 æ :n 
낀 접미사 12 :E 낀 

ZI 묘용 12 낀 3껴 

g 앵태소 11 53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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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사 11 41 g 

g 성유μ} 11 3l g 

g 형성，~ 11 g 41 
g ，~침 11 2 44 

'" 영태 m II '" '" 장딴사 m m 31 

'" -:~규식용언 m 잉 x 

'" 싱갱영태소 m æ J; 

% 따생 \0 g J; 

'" 시염형태소 \0 '" II ., 선어냉이이 8 g J; ., 서승칙소사 8 21 45 ., 앙성 8 19 g 

g 옥적어 7 25 J; 

잉 격gε:^t 7 '" II 
41 의태우사 7 16 51 ., 보조용언 6 a 45 ., 구 6 16 51 ., 영식앵태소 6 15 54 ., 문냉척간계 6 14 ffi ., 고유어 6 13 g ., 안성 'tl 6 Q ñl 

'" 보죠사 。 깅 씨 

'" 보풍영사 5 J) <1 

'" 문’n 。 19 '" 5ε 고유명사 。 17 ~ 

'" 자띤영사 3 13 SI 

'" 부λ에 5 12 g 

'" 의성'1-사 5 12 g 

'" 한싼선동사 3 11 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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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차 교과서의 E뻐 관련 용어 인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엉 용어 중 5차 교파서에는 131개가 퉁장하였다 많이 

나옹 문업 용어는 ‘단어(72회 Y， ‘문장jÕ/회)’， 영사(ÕJ회)' 순이었다 5차에 

안 나온 용어는 j왼소리되기’ 하나였고 천체 1껴개 중 5차에 전혀 제시되 

지 않은 용어는 43개였다 5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충현한 문볍 용어를 

제시하연다옹표와같다 

(H. 3> 5치 고인도어 은석 

5차숭위 용어 5싸인도 션셰빈도 전세순위 

단어 72 a!) 

2 운장 õ/ 1$ 2 

3 영샤 li! lη 3 

4 갱사 '" 110 6 

5 'i-^f '" 127 4 

6 조사 II 116 5 

6 영용사 II g 9 

8 어미 æ 100 ? 

9 의이 35 100 7 

10 어근 31 !Il 10 

11 걷아} g 78 11 

a 어간 g R 13 

13 한용 21 R 15 

14 판영사 잉 '" 17 

E 서슐어 m <Ii a 
m 셰언 19 '" 14 

17 용언 18 η 12 

18 용사 17 ffi 16 

19 대영사 15 5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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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성 15 g :5 

21 주어 14 44 z 
21 의혼영사 14 32 g 

g 영f‘ U II 21 

a 어앙어미 U I g 

a 의혼영에소 13 31 I 

a 한지어 g '" g 

깅 씬씬영대소 g a; a; 

'" ’}성어 η ,,; m 
>l 캡이사 12 a; 낀 

I 수사 11 g 깅 

I 갱우사 U :n a 
I 오용 11 ZI 34 

I 받칭 11 z 44 

3씨 강당사 m I 31 

3씨 와생 m g a; 
34 자，)영대소 m 21 II 
3씨 영성‘ 11 m a 41 

11 앵대소 9 53 뻐 

g *"혀용연 9 g g 

<1 욕칙어 8 g a; 
<1 션어밀어이 8 g a; 
@ 서슐칙죠사 8 a ￡ 

<1 잉냉 8 19 g 

44 격죠사 7 % II 
￡ 보죠용언 6 낀 45 
￡ 구 6 16 51 
g 의'1￥사 6 16 51 

45 용‘a칙판찌 6 14 $ 

￡ 고유어 6 U SI 
g 앙성엄 6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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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조사 5 g 41 

51 보용영사 5 a <1 

51 운앵 5 m 48 

51 l유영사 5 17 ro 
51 영삭형태소 5 15 51 

51 자링영사 5 13 s/ 

51 응안전동사 5 II ffi 

51 원형 5 9 71 

3) 6차 교과서의 E.K꺼 관련 용어 빈도 운석 

선셰 174개의 운법 용어 중 6차 교과서에는 137개가 둥장하였다 4차와 

5차에 비해 문엉 용어의 분량은 절반 정도이지만 출현 용어의 가짓수는 

더 않다논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나옹 문엉 용어는 단어(43회)'， ‘문쟁2l 

회)’， ‘조새:lJ회r 순이었다 ‘어휘， 비통시쩍 합성어， 흉사적 합성어， 합성 

동새 합성 영샤1 용용 변동， 융운 변동 현상， 옴절1 인용정， 홍사격 구성1 

파생 통새 파생 영샤 파생 부샤 파생 형용λk 파생정u)샤 피통 겁이λF 

는 양} 교과서에안 제시왼 용어들이다 전체 174개 중 6차에 전혀 제시되 

지 않은 용어는 37개였다 6차 교과서어 서 해 이상 출현한 문법 용어를 

제시하연 다옴 표와 같마 4차와 5차에 비해 5회 이상 출현 용어의 수가 

매우적옴을알수있다 

〈요 4)'차 고인도어 흔석 

6차 순위 용어 6싸인도 진씨인도 갱‘순위 
단어 '" JÐ l 

2 문장 g I!E 2 

3 조사 Jl 116 5 

4 용언 19 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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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사 때 lη 3 

6 동사 6 l낀 4 

7 어간 14 η n 
7 셰언 14 '" 14 

9 형'.소 잉 입 띠 

10 어이 11 100 7 

10 대영사 11 51 19 

10 수샤 11 g 깅 

13 앵용~I 10 '" 9 

13 어근 10 .. 10 

13 앙용 10 m 15 

16 의이 9 100 7 

17 우사 8 껴 11 

17 안성어 8 g m 
17 영에 8 II a 
17 헌}칙용언 8 g a 
17 파생어 8 깅 41 

a 풍샤 6 ffi 16 

a 추어 6 44 z 
z 어정 6 l! g 

z 육쩍어 6 g ]; 

æ 정사 5 110 6 

æ 킥조샤 5 % g 

æ 장'H 5 19 4ll 

이 7차 교과서의 딘어 관련 용어 빈도 문석 

션셰 174개의 문법 용어 중 7차 쿄파서에는 121개가 동장하였다 많이 

나옹 문영 용어는 ‘단어(잃JJ)’7) 다른 것에 비해 앙도적으로 않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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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옹이 ‘운장(l!회)’1 영새l!회)’ 순이었다 7치에안 나온 용어는 파생 접 

샤 굴절 접샤 부사형 어미， 부정칭， 재귀칭1 독립어， 재귀 대명샤 구어， 

영샤구， 부릉알， 사이시옷， 어엉‘이었다 전체 l껴개 중 7치에 전혀 제시되 

지 않은 용어는 53개였다 7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문엉 용어를 

제시하연다옴표와같다 

〈요 5>7지 고인도어 등석 

7차순위 용어 7싸인도 션세인도 션씨순위 

연어 æ "" 2 문장 33 1!E 2 

3 영사 33 lη 3 

4 어근 a; 9l 10 

5 용사 g ffi 16 

6 용언 a η g 

7 의미 21 100 7 

7 영태소 21 잉 18 

9 조사 m 116 5 

10 어"1 16 100 7 

10 씨인 16 1Ð 14 

12 동사 14 127 4 

잉 형용사 14 '" 9 

12 경"f 14 '" 11 

15 항성어 13 g a 
16 첩이사 11 a; 'll 

16 파생성사 11 11 ffi 

18 대영사 m 51 ” 18 주어 10 44 z 
18 수샤 10 g 깅 

18 정두사 10 33 28 
g 어간 9 1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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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용 9 R 15 
g 보소사 9 깅 띠 

z 와생어 9 잉 띠 

z 보용영사 9 m 47 

ZI 영대 8 II " '" 어알어이 7 ZI a; 

'" 션어얀어이 7 g :E 

'" 인칭대영사 7 U '5l 

m 판행사 6 ffi 17 

31 강안사 6 I 31 

31 고유영사 6 17 '" 31 수판뺑사 6 13 '5l 

31 씩힘에 6 11 ffi 

:E 정샤 5 110 6 
:E 척또사 5 2껴 g 

:E 보조용연 5 21 g 

:E 성속조사 5 14 $ 

:E 종경어이 5 n '5l 
g 수식언 5 9 7I 

W 논의빛결론 

앞서 검토한 계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운엉 교 

육 이론의 설계와 실행에서 유녕해서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딴단 

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휠 수 있다 첫에 고빈도흘 보이는 쩍심 

용어군이 존재한다는 접， 둘쩌 시간적 추이에 따라 연화플 보이는 용어 

군이 존재한다는 정， 섯 에 문볍 내용 기술의 판정의 연화가 안영왼 용어 

군이 존재한다는 정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184 국어교육연구 제a집 

1 고빈도톨 보이는 핵심 용어군의 존재 

계량 결과 다른 용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용어군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최빈도를 보이는 ‘단 

어(Jil회)’를 포항하여1 ‘문장영사’， ‘동샤， ‘조샤， ‘정샤， ‘어미’， ‘의이’(이 

상 빈도 100이상)， ‘형용샤， ‘어근 ‘부-AF， 용언 ‘어간’， 헤언’， ‘활용’， ‘용새， 

‘판형사 ‘형태소’， ‘대영샤(이상 빈도 COO!상 100미안) 퉁이 이에 속한다 

언급한 용어군들은 어휘 계량 작엽의 기본적 전제상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용어군이라는 정만으로도 주옥올 요한다 단어 단원 문엉 교과서 말뭉치 

의 대표적 딩어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척이 

기 때문에 단어 단앤올 배우는 학습'~f:가 어떤 용어보다도 잘 알고 익숙하 

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틀은 일 

단 문엉 교육의 실제 국연에서 단어 탄원율 가르칠 때 욕 고려해야 할 용 

어로 상정할 수 있다 울돈 교육 장연율 적극적으로 고려한다연， 이것을 

이 단순히 많이 퉁장한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여보연 연어 탄원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흔적 핵심 개녕 

을 당응 용어에 해당핸 것(영샤， ‘동사 ‘조샤j 용사 ‘판형샤， ‘형태소’， 

‘정샤 둥)과， 이런 개넙틀올 설영하는 술어냐 배경으로 자주 동장하는 것 

(‘문Y1 ‘의미’ 퉁)이 함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마 또한 선자의 경우는 

그 안에서 다시 의미의 '<{하 판계에 따라 교육척 중요도나 의미가 갈렬 

수 있다{예 ‘풍사l와 ’관형사’， ‘용언’파 형용Af' ， ‘활용’ 풍) 이러한 세부척 

의미 부여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조정될 멸요가 있겠다 

2 시긴적 월|에 따른 용어의 연화 양상 

계량 결과흘 검토하연 4차에서부터 7치에 이르기까지 단어 판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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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수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 어느 정도 영료하게 드러난 

다 변화 영샘은 논리적으로 I존재→소멸J.[존재→대체1， [비존재→신생] 

으로 구용할 수 있을 터인데 단어 부문의 경우 [존재→대체l의 양상올 뚜 

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운에 나머지 두 7}:::t] oJ냉을 중싱으로 정리하연 

다음과같다 

11 [존재 • 소열l 용어군 

존재했다가 소멸하는 변화 %앙을 보이는 용어군은 대개 ~5차에 출현 

하고 6차부터 소멸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연 다옴과 같다 

〈받침>， <함성엉>， <파생엽>，<씬형>， <앙성 어은>， <띨화>， <제l인칭>， 

〈청어성>， <표기엉>， <높잉딸->， <문엉 요소>， <부갱어>， (，시동사〉 퉁 

이러한 결과는 4차와 5차 문엉 교과서가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 

운에 빚어진 당연한 것이대 또한 。1련 용어들의 존재는 역으호 ~:;차 시 

기의 문엉 기숭과 6차의 운업 기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정올 드러내 주 

기도한다 

한연， 4， ~ 6차어1 공히 출현하지안 7차에 들어 소열한 용어틀도 존재한 

다 그 목록올 제시하연 아래와 같다 1) 

〈끝소리>， <피동>， <울완천 동.^~>， <오옹>， <거라 울규칙 용언>， <너라 

웅규칙 용언>， <러 융규칙 용언>， <르 올규칙 용언>， <여 울규칙 용언>， 

11 제시안 R옥 중애서 성규칙 용인 관련 용셔올응 선상 야써서도 싱화 억녕 횡동에서 
안 제시되어 잊고 은문에서 이에 동징하지 않기 때운에 {5차에 제시왼 값어지와 

같다고안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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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규칙 용언>， <C 윌규칙 용언>，<닙 웅규칙 용언>， <~ 울규척 용언〉 

2)[비존재 • 신생] 용어군 

4차에서 7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가 새로 쓰이게 원 용어의 

대부용은 6차 신생어들이마 [비존재 • 신생] 용어군은 6차에 이르러서 

매우 뚜렷한 변화 양상의 하냐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 목록을 획인하연 

다옴과같다 

부유 L{~ 7차 존재) 

〈자동 . .At>, <타동사.)， <판형격 조샤>，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의문 

문>， <강한앵 어이>， <영령형 어마> <의문앵 어이>， <청유형 어이>，<영 

서형 어이〉 퉁 

푸유 2 (6차에서 안 존재) 

〈비한}적 합성어>， <-용A적 합성어>， <따생 성미사χ 〈어휘>， <융용 연 

동>. <융절>， <인용철>， <용A백 구성>， <파생 동샤〉‘ 〈파생 영샤>， <따 

생 부사>， <파생 형용사>. <피동정미사χ 〈앙성 동"^t:χ 〈합성 영사〉 동 

옥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차어 서는 앙선 시기의 문엄 용어들이 소 

멸한 동시에 새로용 용어들이 대거 퉁장하기 시작했다 부류 l은 6차어 서 

부터 동장하기 시책때 7차에까지 지속적으로 쓰인 용어틀올 모은 것이 

다 대부훈 죠사나 어이의 하위 용어틀인데 이러한 용어가 새로 풍장했 

다고 해서， 이 용어가 당고 있는 개념이 4차와 5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 

응 것은 아니라는 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전 시기에는 ‘영영향， 갱유형’ 

퉁퉁으로 서술되연서 〈억어라>， <억자〉 퉁의 예와 함께 제시되었고 6차 

에 이르러서부터는 좀 더 형태 용석적으로 ‘어야률 분발}는 예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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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되었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엉 기술의 초정화에 따 

른결과라할수있다 

3 기슐 관접의 연화톨 E영하는 용어군의 존재 

11 ‘용언 활용 관련 용어군 

4치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단어’ 단원 기술에 있어서 판정의 변화흘 

반영하는 일부 용어군이 발견왼다 언저1 ‘용언 활용’ 판련 용어꾼을 지적 

할 수 있다 ‘λ 풀규칙 용언 t 불규칙 용언， 님 울규칙 용언， 거라 울규 

칙 용언’ 풍의 용언 활용 유형올 지칭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해당왼다 

이틀 용어틀은 4， 5차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다개 6차에서는 본운이 

아닌 ‘심화황동’ 차원에서안 다휘지고 7차에 이르러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올규칙 활용의 하위 유행을 지시~l'는 각 용어를의 빈도가 l 

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호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 

개의 울규칙 한용 유형 모두가 유영별로 에문과 합께 구체적으로 기술되 

고 있는 4， 5차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의 이중이 결코 작다고 하기는 어려 

올 것이마 6차에서 간단하게 올규칙 유형에 대한 언급 갱도에 그치언 것 

이 7차셰 이르러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어 활용’ 기술 

에 란한 판정의 변화와 판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원다 

우선은 6차 특히 7차셰 이르러 굴절온’ 판련 기술 내용의 소략화가 이 

루어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5차에서 ‘조사의 결합과 ‘어미 

의 활용’이라는 ‘굴절혼’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강초왼 것과 달리，~ 7 

i써서는이들내용이 간략화하는$앙을나타내고있기 때문이다 소략 

화의 결과로 7차에 이르러서는 ‘활용의 울규칙성과 유형’을 기숭하는 데 



188 국어교용연구 제3집 

까지 나아가지 않고 ‘용언의 활용 현g만올 기슐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굴절론’ 기술 내용의 이 같은 소략화 현상은1 앞선 연구어 서 

(냥가영 외， 때7:l!&-lffil ‘운영 교육 내용의 적정화1 또는 ‘옴운’이나 ‘문 

장1 단웬어써 굴절 0"，상의 일부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 바 있다 

2)'접샤 핀련 용어군 

~5차와 β 7차에서 용어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 

내는 용어로 ‘정사’ 판련 용어군을 지목할 수 있다 언저， ‘접새라는 용어 

자체의 출현 빈도가 4차{얘희l， 5채52회)어 서 와 달리， 6차(5회)‘ 7차(5회)에 

서 크게 감소하고 있옴이 확인된다 

일단; 6차에서의 이 강은 갑소 현상은 전반적인 운엉 교육 내용 자체의 

축소 0"，상과 맥락올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왼다 ‘정새의 하위 항옥으로 

거론되고 있는 파생정이샤의 출현이 있기는 하지안， 출현 빈도가 3회에 

그치고 있어 문엉 교육 정세 내용의 축소에 따룬 경향으로 피.Q)된다 

그런데 6차에서와 달리， 7차에서는 ‘접샤 용어의 강소와 더울어 따생 

성새11회)’ 및 ‘굴절겁새2회Y의 출현이 주옥왼다 우선 ‘파생성샤의 빈 

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퉁장 

하지 않던 ‘굴절접샤가 출현하고 있다21 이 때문에， 7:차에서의 ‘정새용어 

출현 감소는 6차와는 다흔 해석올 웰요로 한다 

우선1 ‘틴어의 형성’ 기슐에 있어서， 7차는 ~5차와는 물론'， 6차와도 상 

이한 양상올 보이고 있옴올 지척할 수 있다 전용적으로 학교 문법 툴 안 

2l ‘지솟다라는 단어 형성올 셜영엉에 있어서 치 ‘응 따생정사’ 슷」윤 어근‘ 다’윤 

를첼겁샤포 g석 기슐하고 있나끼고동학교j 운영，. 이ß) 이 지정에서 ‘←다라는 

동일한 형얘소융 지칭하는 푼영 용어포 ‘어이 외에 ‘군결정샤가 처옴으호 둥장힘낸 
찌앤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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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뤄왔던 단어의 개념/연어의 갈래/단어의 형성’ 기술에 있어서 ， 7 

차는 기존과 달리 ‘안어의 형성’ 운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31 이때1 

단어의 형성’이라는 ‘조어온’기술 앙식에 있어서 ‘과갱’ 중싱어 서 ‘결파1 중 

심으로의 기술 판점의 연화가 확인왼다{냥가영 외 'JJJI:'JJ•'JJl ) 예컨대 

4， 5차의 경우 ‘성두새나 ‘정n싸가 관여.~는 단어 파생의 ‘과정’을 중시했 

다언 7차의 경우는 ‘결과’로서의 ‘파생어를 ‘여생겁샤인 ‘접두사에 의한 

것’과 ‘성미사에 의한 것1으호 나눠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사에 띠라 다~d'하게 파생되는 단어의 형성 파정을 기술하기보다 단어 

형성의 결과울을 유옥화하는 데 주안정을 두고 있는 7차의 이 같은 기술 

방식어 서 ‘파생어’의 하위개영인 ‘파생정샤의 충현이 두드러지게 냐타나 

게 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 표상 방식의 차이에 따른 용어 선택은 교파서 기술의 효용성 

차원보다는 ξk습자의 인지 구조에 작용될 지식의 적합성올 결정히}는 데 

영향올 이치게 원대남가영 외 'JJJI:'JJ2)는 정어 서 주옥을 요한다 그런데 

단어 형성’에 대한 지식이 단어 형성의 과정을 알고， 그러한 방법에 입각 

하여 새로용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적이고 생성적인 gj-이 되기 위해서 

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용어 표상화 및 내용 기숭이 더욱 척합 

할 것으로 판단원다 요컨대， ‘단어 형성’ 과갱에 기여하는 ‘성샤’의 하위 

개념 용어로서 ‘피생정새도 능동척인 단어 생생올 유도할 수 있는 파갱 

중심 접근 l상식으로 의띠를 기술히는 것이 멸요할 것으로 온다 

지금까지 단어 부문의 문엉 교육 용어를 계량하고 그 결과를 바당으호 

4차부터 7차에 따른 변화 영F성흘 훈석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적 의미화흘 

위해 쩍심적인 논의 사향을 정리해 보았다 문엉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블 

3) 교육 내용의 선정과 위계화의 운세블 고활하기 위혜서， 이 같은 기울 순서의 직절성을 

논의활옐요성이 었다 이에 대에시는냥가영 외12XJ7: 18융)00)에서 X써 <1 논의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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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문법이라는 교과 특유의 지식의 구조률 

드러내는 고도의 개념어이연서 교사와 학습자의 문법적 의사소홍의 수단 

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용어 자체가 강는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며， 더 나。}가 문엉 용어를 흥해 맑히고 개선할 수 있는 문엉 교육 

의 문제와 현상툴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문법 교재의 개딸， 문법 교사의 수업 당화 시 고 

려해야 할 어휘 목흑의 마린 학습자에게 펼수척 학습 내용으로 제시해야 

할 내용 옥흑의 마련 동에서 교육적 치원에서 문엉 용어를 다루는 일은 

멸수적으로요구원다 

본고는 이러한 설제격 적용을 위한 기초 당제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 

다 앞으로 이미 연구된 옴훈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후앵 작엉 

이 계속 이어첼 수 있다연 문볍 교육 연구와 실행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 

는 데 일정 부훈 기여할 수 있올 것으로 본다 다안) 어휘 계량으료 도출 

한 결과률 양척으로 다루는 접근엄을 취했기 예문에 깅이 있는 정보까지 

읽어 내고 다루지 옷한 한계가 있다 이 부용운 별도의 연구로서 보충되 

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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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어 문업 교육 용어 계랑 연구{II) 단에 

박재현 김은성，김호정 

본 연구의 옥적은 역대 국정 문법 쿄과서 단어 안원의 문법 용어릉 계량하여 

그 출현 양상과 추이흘 용석하고 교육적 시사정올 당색하는 것이다 이툴 위해 

4*，부터 7차깨1 문엄 교과서를 알뭉치 형태로 가공하여 운엉 교육 용어올 계 

량하여 그 결과을 용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짜뻐서 7차를 아우른 천체 계량 결 

과릉 검토한 후， 각 차수영 결과훌 세'1-적으호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l차 

척 결과을 바당으호 교육적 액략애서 2차적 논의 사빵을올 정리하여 정토하였 

다 

그 구체적인 내용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깨 상대적으로 높옹 빈도를 보이 

는 쩍싱 용어군이 존재항용 밝히고 그 옥폭올 정리하여 당어 ￥운 교육의 성계 

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휠요가 있옹융 지적하였다 울에 시간척 추이에 따라 

용어가 변화하는 %냉용 ‘신생1과 ‘소영’ 현'\è올 충싱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변화 

가 갖는 의미릉 기숭하였다 셋에 갱샤와 ‘용언의 활용’과 판련원 용어군올 흥 

해 문법 기술의 판정의 연화가 용어에 반영되어 있음융 밝였다 

이 정에 비추어 올 때 운엉 교용 용어의 선택에 개재하는 주요 변인을에 대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륭게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국어교육1 문업 표육， 계랑 연구， 운범 교육 용어1 단어， 형태소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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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ntitati ve study on the grammar teaching terms( ll) 

morphology-domain 

Parl<，Ja안i1)w 씨따 Eun-suro . 씨m 바꺼ung 

1re i>DWSe 이 this stlXiy is ω a때yæ tæ fn<]uer<y aOO ttmIS 이 """πrnti때 

Iffirn m ‘L\mτn’ c~ \llith aU the goverrutl'1lt ‘잉mg g:tallll ru text lxd‘S. ln 

CII'Ó2r to q:uatimalize the ~cal tenns. this study transfmW the lU(l(lImT 

_frun 4th ω 끼h ，빼m ctnriculum into CßlllS data ar잉 analyzed the 

fn<]uer<y 여 grarrmrr teochir‘, """' 
Thru핑h the analysis, we can Il'Ove that the rm;t ~t 떠m .s ‘L\m-", 

(won\ fi떠H'C)' 이 æll‘ A띠 tæ 때0 써 ng Ó'eQlIe"q is icb1tifioo as 'M.lwjang 

(""떠tξ !!E)', 빼'6:'q!-saα"'" !η1， ‘llilg-sa (verb, !Z7)', ‘'Jo-sa (".，;clξ 

116) 

1m‘ &udy di잉JSSeS trese rmjoc firnings 00 the lmis of the 따xwe anaJysjs. 

First, the exis떠-.:e oftæ 뼈，.，--h떠H'C)' """ππ.'"쉽"'" 떠ms secm:\ ηr 
C띠nge of gnmrnr teælir‘~ tßm; with the transîtioo frαn 4th to 7th Third, ηf 

ex<steoce 이 gnmrnr te때ling terTrn reflecting the c뼈nge 이 gra.nrror ds::riJtioo. 

[1양 .misJ kα"'" 때gι<ge 뼈x:abrn， grnrmα 빼ocatioo， quantitative sttrly, 
"""πrnrr"앙ùng 떠ms ‘00\ nJJ]Ì>:>logy, a iID of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