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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그동안 국어교육학은 참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어교육학의 발전
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연구 주제들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국어교육의 성격이 어떠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지 등과 같은 거시적인 성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위나 언어 행위의 양상에 따라 혹은 교육의 실행 과
정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의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연구해야 할 주제들
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뿐, 그에 대한 실제 연구들이 만족할 만
하게 수행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의 실천 장면에서, 가령 교
육과정을 만들거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해야 하는 경우에 여
실히 드러난다. 특정의 성취기준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다른 성
*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00

국어교육연구 제31집

취기준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성취기준과 관련해서 가르쳐야 할 구
체적인 내용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경
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화법(듣기·말하기), 독서(읽기), 작문
(쓰기) 영역에서 더 심각하다. 문법이나 문학 영역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

은 매우 상세한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오히려 무엇을 뺄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하는 반면에, 이른바 기능 영역에서는 가르쳐야 할 뚜렷한
지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한 경우가 많다. ‘전개 방식’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전개 방식은 국어과 쓰기와 읽기 영역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1)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정확히 무엇
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 전개 방식의 개념
이 무엇인지,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지, 국어의 내용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분류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어
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전개 방식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전개 방식을 분류하는 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어의 내용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전개 방식의 개념과 성격
1. 전개 방식의 개념
1) 개념의 혼란 양상

1) 그 성격상 듣기·말하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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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방식은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
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그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
고 있다. 그 혼란상의 일면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독서>
및 <작문> 해설서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독서> - (2)기능 - (나)독서의 수행 - ①사실적 독해 - ㉰글의 전개 방식

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글의 형식적 특징으로서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되었다. 모든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관습적인 전개 방
식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식을 취
하고 있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적인 글(expository text)은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구조를 주
로 사용하고, 서사적인 글(narrative text)은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후략)

위 해설 내용에 따르면 논설문의 ‘서론-본론-결론’이나 소설의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과 같은 것이 전개 방식이고, 설명적인 글의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와 같은 것이 구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작문>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작문> - (1)지식 - (나)글의 특성 - ③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

하여 글의 내용을 전개한다.
(전략) 정의, 분석, 분류, 비교·대조, 인과, 과정 등 설명의 내용 전개 방법,

공간에서 근원 및 좌우로 접근하는 내용 전개 방법, 시간의 흐름과 시점(視
點)을 반영하는 서사의 내용 전개 방법, 대상을 그림처럼 그려내는 묘사의
내용 전개 방법, 연역, 귀납, 유추 등 논증의 내용 전개 방법은 시간 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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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공간 순서의 원리, 논리 순서의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적인 내용 전개의 원리를 고려하면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
다. (후략)

<독서> 해설서에서는 ‘구조’라고 하였던 것들이 <작문> 해설서에서는
‘전개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혼란상은 현행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된다.
<독서와 문법> -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 (16)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의 형식적 특징인 전개 방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전개 방식이 필
자의 사고 전개의 특징과 표현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구조적인 특징과 관습적인 전개 방식을 갖추
고 있다. 또한 설명적인 글은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의 다양
한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글의 구조적 지식이 독해에 효과적임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을 ‘구조’라고 하였으며,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처럼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
서 같은 이름(전개 방법)이 서로 다른 대상(정의, 예시, 비교·대조 등 / 서
론-본론-결론 등)을 가리키는가 하면, 같은 대상(정의, 예시, 비교·대조
등)을 서로 다른 이름(구조 / 전개 방법)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국어교육학
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까닭이며, 이로 인해 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혼란 또한 피할 수 없다.2)
2) 박영민(2012: 88-90)은 검정을 통과한 여러 작문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내용 조직,
내용 전개, 내용 구성, 글 구성, 글 구조’ 등의 용어가 중복되거나 혼란스럽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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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개 방식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그리고 인접한 다른
용어들과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전개 방식과 혼동되어 쓰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맥락에서
공기되어 나타나는 용어에는 ‘조직, 구조, 짜임, 구성, 구상’ 등이 있다.3)
이 밖에도 이삼형(1994), 김봉순(2000), 박진용(2003) 등의 연구에서는 ‘의
미 관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2) 전개 방식의 변별자질

전개 방식과 그것의 인접 용어들은 우선 ‘동(動)-정(靜)’을 기준으로 하
여 구별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개’와 ‘구조’로 한정하여 비
교해 보자. 이 둘은 모두 명사이지만 의미자질에는 차이가 있다. ‘전개’는
‘동(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구조’는 ‘정(靜)’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개’는 접미사 ‘-하다’와 쉽게 결합할 수 있지만, ‘구조’는 ‘하다’와 결합할 수 없다. ‘전개’는 동적 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그의 사용 행
위를 함의한다. 이에 비해 구조는 정적인 개념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로서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전
개’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용어법이라
면, ‘구조’는 생산된 결과물에 초점이 있는 텍스트 중심의 용어법이다.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이들과 관련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개념 정의, 부연 상술, 예시, 인용, 비교·대조,
분석 등을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2011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이
용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9, 54, 57) 물론 이들은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설명 방법이
라고 하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설명’은 설득, 서사 등과 함께 글쓰기의 여러
양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전체 양상을 아우르고자 하는 이 글
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용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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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와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 ‘구상’ 등도 동사성 명사들로서, 이들

뒤에 ‘-하다’라는 접미사를 붙이면 자연스러운 동사가 된다. 그리하여 ‘내
용 전개’와 더불어 ‘내용 조직’, ‘글 구성’, ‘글 구상’ 등은 글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짜임’, ‘의미 관계’ 등에
는 ‘구조’처럼 동사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4) 이들은 모두 생산 활동의
결과물로서 텍스트가 갖는 성질 혹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개’가 동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개’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각각의 모든 시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개 방식
이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각각의 내용을 마련하는 순간순간에 작용한다
는 것은, 전개 방식의 작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글 전체보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뜻한다.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어
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 전개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사
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써 나가는 각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필요에 따라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우정과 ‘비교’하기도 하
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를 따져 보기도 하고, 사랑의 속
성을 ‘분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결과물로서의 부분
적인 내용들은 그 내용을 생산하는 데 작용한 전개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
라 그와 관련된 ‘원인-결과’나 ‘문제-해결’ 등과 같은 ‘의미 관계’들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조직이나 구조는 대개 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어로 이
해된다. 가령 필자들은 ‘서론-본론-결론’이나 ‘기-승-전-결’의 구조로 글
로 쓸 내용들을 조직한다. 이때 조직의 대상은 대개 한 편의 글 전체이고,

4) ‘짜임’은 ‘구조’의 순우리말 유의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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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조직’된 한 편의 글은 ‘서론-본론-결론’이나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는 글이 된다.5)
3) 인접 용어들과의 구별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전개 방식은 필자가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과정의 각 시점에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펼쳐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에 대해 글을 써 가는 ‘동적 과정’ 속
에서 각 ‘부분’의 필요에 따라, 사랑의 속성을 ‘분석’하거나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사랑을 우정과 ‘비교’하는 것은 내용을 ‘전개’하는 일이

다. 이를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전개 방식이 갖는 이러한
의미와 인접 용어들과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개 방식의 변별자질과 인접 용어들과의 차이

동적 과정

정적 결과

부분

전개

의미 관계

전체

조직

구조(짜임)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개 방식의 변별자질은 ‘동적 과정’과 ‘부분’이
다. 그러나 특히 ‘부분과 전체’라는 기준은 그 구분이 상대적이다. 예컨대

5) 서정수(1970: 39-46)에서는 작문은 크게 구상 단계와 전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구상
단계에서는 작문의 목적과 제목을 정한 다음 글 전체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일을
하며, 전개 단계에서는 단락을 단위로 하여 각 단락의 내용들을 상술, 이유, 예시 등
의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전개의 단위가 꼭 단락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개는 글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으
로 보는 점에서는 본고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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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결과’로만 전개된 짧은 내용의 글이 있다면 그 글은 그 부분만으로

한 편의 전체 글이 된 것이다. 반대로 ‘기-승-전-결’은 대개 한 편의 글 전
체를 이루는 구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글 안의 한 부분, 가령 장이나
절의 구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의 구조’나 ‘절의
구조’처럼 단위를 한정하는 말이 붙는 것이 상례이다. 한편 위 표에는 제
시되어 있지 않지만 글 ‘전체’에 대한 ‘동적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조
직’ 이외에 ‘구상’이 더 있다. ‘조직’이 글을 쓰는 도중에서 이미 생성된 내
용에 대한 구조화 과정이라면, ‘구상’은 대개 글쓰기의 초기 계획 단계에
서 일어나는 구조화 과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적 과정’을 나타내는 용
어로 ‘구성’이라는 말도 흔히 쓰이는데, 이는 그 사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구상’이나 ‘조직’, 나아가 이 글의 화제인 ‘전
개’라는 말이 쓰일 자리에 두루 ‘구성’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해 보인다.
4) 다네쉬(Danes)의 화제 전개 유형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덧붙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Danes
(다네쉬)의 화제 전개 유형들이다. Danes는 문장을 화제(Topic, Theme)와

초점(Focus, Comment, Rheme)의 결합으로 보고 이들의 연결 관계를 분석
하여 텍스트의 구조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 문장의 초점을 뒷문
장의 화제로 계속 이어가는 ‘단순 선형식 전개 구조’, 같은 화제에 대해서
새로운 초점만 부가하는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 하나의 상위 화제로
부터 여러 하위 화제들이 파생되는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한 문
장의 초점부가 다수의 화제들로 분열되는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맥
락을 통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화제를 생략하는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
등 5가지 전개 유형을 설정하였다.6)
이들 화제 전개 유형은 글의 부분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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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전개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
떤 내용들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을 구성하는 화제부 혹은 초점부의 내용들이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이어
지는지 그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분석 방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필자가 글을 써 가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들이 가령 “화
제부를 순환시키면서 글을 써 가자.” 혹은 “상위 화제에서 작은 화제를 거
듭 파생해 가면서 글을 써 보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구성해 나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문장의 화제와 초점을 염두에 두면서 생
각을 전개한다기보다 그것이 한 문장이 되었건 문장들이 모인 그 이상의
단위가 되었건 의미 덩어리 중심으로 쓸 내용들을 전개해 간다고 보는 것
이 더 자연스럽다.
다네쉬의 화제 전개 유형은 이미 써 놓은 글의 텍스트성을 규명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다네쉬의 화제 전개
유형은 생산 모델이라기보다 분석 모델이다. 그러나 분석 단위를 문장으
로 한정하는 것, 문장을 화제부와 초점부로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얽
매이지만 않는다면 그 취지는 얼마든지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
다. 단순 선형식 전개 구조를 가진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
‘연상’의 전개 방식으로 구성된 글이며, 화제 순환식 전개 구조의 글은 동

일한 화제가 지닌 여러 측면들을 ‘나열’하는 전개 방식이 적용된 글이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는 큰 화제를 작은 여러 개의 하위 화제로 ‘분
석’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고, 상위 화제 수렴식은 언급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는 전개 방식과 관련이 깊고,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는
다소 동떨어진 새로운 관련 화제로 ‘전환’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과
6) 이에 대해서는 오현아(2011)를 참고하였다. 오현아(2011)는 Danes의 5가지에다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를 추가하여 모두 6가지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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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될 수 있다.

2. 전개 방식의 성격
1) 다층성

앞에서 전개 방식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과정의 각 시
점에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펼쳐 나가는 방식인 것으로 정의하였다.7) 이
정의 속에는 전개 방식이 지니고 있는 ‘동적 과정’과 ‘부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접 용어들과의 변별자질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전개 방식이 지니고 있는 이들 자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닌 채
글쓰기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먼저 ‘부분’과 관련하여 전개 방식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 편의 글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글의 ‘부분’은 단 하나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글은 문장, 문단, 부분(절이나 장) 등 여
러 층위로 구성되거니와, 이들 각 층위는 모두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에 작용하는 전개 방식 또한 글을 구성하는 각 층위에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과 관계’로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라도, 가장 작게는
한 문장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모두 서술할 수도 있고, 원인을 밝힌 문장
과 그 결과를 서술한 문장을 따로 둘 수도 있으며, 원인과 결과를 각각 독
립된 문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원인과 결과를 서로 다른 장

7) 이 논문도 전개 방식들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전개 방식에 대해 ‘정의’
를 내리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접 용어들과의 구별을 위해 ‘비교·대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전개 방식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부
터는 전개 방식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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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절로 따로 다룰 수도 있다. 따라서 한 편의 글에는 동일한 전개 방식
이 그 층위를 달리하면서 중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
로 다른 전개 방식이 층위를 달리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령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단과 ‘해결’을 다루고 있는 문단의 2개 문단
으로 구성된 글이 있을 때, 우선 이 글은 ‘문제-해결’의 전개 방식이 작용
한 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다룬 문단은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
게 된 ‘원인’과 그 ‘결과’를 다루는 문장들로 구성될 수 있고, ‘해결’을 다룬
문단은 다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대조하는 문장들로 구
성될 수 있다. 이처럼 내용 전개 방식은 글을 구성하는 각각의 층위에서
다층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다면성

전개 방식은 ‘부분’에 다층적으로 작용하는 특성 이외에 ‘동적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개 방식은 주로 조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앞에서 전개 방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에서 비교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조직’과 ‘구조’였던 것도 바
로 전개 방식이 조직 차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 <작문>
교육과정에서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라는 말이 거의 관습적으로 붙어
서 쓰이고 있는 점 역시 전개 방식이 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국어교육학계의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개 방식은 조직보다 오히려 생성 차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개 방식이 갖는 이러한 내용 생성 차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내용 조직’과의 비교가 도움이 될 듯하다. 내용 전개와
내용 조직은 생산 과정에 초점이 있는 용어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
간의 차이 또한 없지 않다. 내용 조직은 글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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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글로 쓸 내용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
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용어이다. 이는 조직이 흔
히 내용 생성 이후에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
다. 이에 비해 내용 전개는 글로 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서 아
직 그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함의하는 경우가 많다. 곧 내용 전
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있
는 개념이며, 이런 점에서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하는 필자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8)
한편 전개 방식은 표현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 표현 방식의 대표적인 예
는 “직유나 은유와 같은 비유, 과장이나 반복과 같은 강조, 대구나 도치 같
은 변화,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관용 표현”(교육과학기술부, 2011: 55)이다.
이중에서 먼저 ‘비유’는 표현 방식일 뿐 아니라 내용을 생성하여 전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글로 쓸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생성하여 펼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 방법들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순서를 뒤바꾸어 제시하는 방법,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인용하여 내
용을 제시하는 방법 등은 단순히 표현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로 내용
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글쓰기 과정
을 ‘생성-조직-표현’으로 나누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글
쓰기에서는 이들의 분리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갈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용 생성 활동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배열과 표현도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8) D'Angelo(1980)에서는 분석, 기술, 분류, 예시, 비교, 비유 등과 같은 것을 ‘사고방식
(patterns of thought)’이라는 이름으로 내용 생성(invention)과 구조(structure)의 양쪽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의 글 증에는
내용 생성 과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영(2004:
238-2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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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용 전개는 글쓰기 과정에서 내용 조직뿐만 아니라 생성 및
표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개
방식의 작용 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정수(1995: 34-45)에 따르면 글
의 내용을 전개하는 원리에는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의 세 가지가 있다.
통일성은 소주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술이 내용 면에서 하나가 되어
야 한다는 것이고, 연결성은 소주제를 떠받드는 문장들이 순리적으로 배
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강조성은 소주제나 강조해야 할 내용을 두드러
지게 표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렇게 보면 통일성은 주로 내용 생성
차원에서, 연결성은 주로 조직 차원에서, 그리고 강조성은 주로 표현 차
원에서 작용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내용 전개에는 통일성, 연결
성, 강조성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전개는 조직뿐 아니라 생
성과 표현 차원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변성

전개 방식은 다층성과 다면성뿐 아니라 다변성도 지니고 있다. 다변성
이란 동일한 전개 방식이라도 글을 쓰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 성질을 말한다.
‘비교·대조’의 전개 방식을 실제 글쓰기에서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령 축구와 농구를 비교·대조하는 경우에, 필자가 두 대상 중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개 양상은 달라져야 한다. 축구에 초
점을 두어 축구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농구와 비교·대조하는 경
우와 그 반대 경우는 내용 전개 양상이 같을 수 없다. 그리고 두 가지 대
상 모두에게 동등하게 초점을 두어 비교·대조하는 경우도 그 구체적인 적
용 양상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축구에 대해서 먼저 서술한 다음 축구
와 비교하면서 농구에 대해 서술할 수도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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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공통점을 먼저 다룬 다음 차이점을 나중에 다룰 수도 있고, 그 역
도 가능하다. 그 밖에 비교·대조하는 각각의 기준(참가 인원, 경기 시간,
이용 가능한 신체 부위 등)별로 두 대상을 비교·대조해 나가는 것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같은 ‘비교·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 해도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 다변성은 ‘비교·대조’뿐
아니라 ‘예시’, ‘인과’, ‘문제-해결’ 등 모든 전개 방식에 작용한다.

Ⅲ. 전개 방식의 유형과 종류
1. 전개 방식의 유형
1) 유형에 대한 연구 현황

국내에서 전개 방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선편은 이삼형(1994)이 잡
았고, 그 이후 김봉순(1996)과 박진용(1997)이 뒤를 이었다. 이삼형(1994)
에서는 관계 의미라고 하여 그 유형으로 ‘수집, 부가, 공제, 인과, 이유, 비
교·대조, 상세화, 문제-해결, 초담화’의 아홉 가지를 나열하였다. 김봉순
(1996: 8-42)에서는 포함 관계에 ‘핵심-부가(상술)’가, 그리고 대립 관계에
‘원소-원소(나열), 대응점-대응점(비교/대조), 원인-결과(인과), 문제-해결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진용(1997)에서는 수직적 의미 관계에
‘부가, 일반화’를, 그리고 수평적 의미 관계에 ‘수집, 인과, 문제-해결, 비

교·대조’를 두어 전부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Meyer(1985)
가 제시한

‘수집(collection), 인과(causation), 반응(response), 비교

(comparison), 기술(description)’의 다섯 가지 수사적 서술(rhetorical
predicate)을 토대로 하여 다소간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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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2003)은 이들 네 가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는데, 종속적
의미관계에 ‘부가, 이유, 종속비교/대조, 유추, 일반화’를 두었고, 대등적
의미관계에 ‘수집, 대등인과, 대등비교/대조, 문제해결, 공제’를 포함시켰
다.
위 연구들 중에서 이삼형(1994)은 아홉 가지 관계 의미를 단순히 나열
하였는데 비해 김봉순(1996)에서는 ‘포함’과 ‘대립’을, 박진용(1997)에서는
‘수직’과 ‘수평’을, 그리고 박진용(2003)에서는 ‘종속’과 ‘대등’이라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분류 기준은 표면적인 이름은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비슷하다. ‘포함-수직-종속’은 더 크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대립-수평-대등’은 크기나
비중이 비슷한 것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2) 과제 유형에 따른 분류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지
만 분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비추어 분류 기준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결과물로
서의 텍스트가 갖는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 분석이
목적이라면 대상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포함(수직, 종속) 관계’나 ‘대립
(수평, 대등) 관계’로 분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분류 목적에도 적합하다.

그런데 이들을 전개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전
개 방식은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텍스트를 생산하는 동적 과정에 관여하
는 개념이므로 선행 연구들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전개 방식의 분류 기준
으로 삼기는 어렵다. 글을 쓸 때 포함(수직, 종속) 관계로 내용을 펼칠 것
인지 아니면 대립(수평, 대등) 관계로 내용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필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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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해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국어교육에서는 생성의 관점에서
전개 방식을 바라보아야 한다. 전개 방식은 필자의 표현 과정에서 작용하
기 때문에 쓰기 교육에서는 생성의 관점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
다. 나아가 이 관점은 이해 교육에서도 유용하다. 필자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독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글로 쓸 내용을 전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목하 해결
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내용 전개 시 직
면하는 과제는 글쓰기의 대상인 세상사가 무한한 만큼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무엇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
고, 둘째는 ‘무슨 일이 어찌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셋째는 ‘그것이 왜
그러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첫째는 주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그것의
정체나 특성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주로 사건이나 변화에 대하여 그것
의 과정이나 경위를 밝히는 것이고, 셋째는 주로 판단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것의 이치나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9)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과제
유형을 전개 방식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만 가령 사물의 정체나 특성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어떤 전개 방식들
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건의 경위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개 방
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의견의 이치를 밝힐 때에는 어떤 전개 방식
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교육적 유용성이 확보되
기 때문이다.

9) 이 분류법과 용어는 김대행·이성영·염은열(2002: 78-109)을 이어받아 수정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임칠성·양은숙(2007: 284-285)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연구는
Meyer(1985) 식의 설명적 텍스트를 위한 전개 방식들과 Kienpointner(1992) 식의 설득
적 텍스트를 위한 전개 방식들을 통합한 장점이 있다. Kienpointner의 논증 도식 분
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병곤(2003: 189-1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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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세 가지 글쓰기 과제 유형은 실제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체 및 특성 밝히기의 대표적인 대상은 사물이고, 변
화 및 경위 밝히기의 전형적인 대상은 사건이며, 이치 및 가치 밝히기의
일반적인 대상은 의견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물과 의견에는 시간성이
없지만 사건은 시간성을 포함한다. 또 사물과 사건은 실재하는 세계의 모
습이지만 의견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사물과 의견
과 사건을 ‘시간성’과 ‘실재성’이라는 의미자질로 변별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사물 : - 시간성, - 실재성
사건 : + 시간성, + 실재성
의견 : - 시간성, - 실재성

그러나 작문의 대상인 세계가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나
사건은 원래 실재하는 것이지만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물이나 의견은 원래는 시간성과는 무관하지만 그
것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시간성이 개입된다. 이처럼 글쓰기
의 대상인 세계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과제 유형의 구분
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재하는 사물이나 사건뿐 아니라 관념 속에서만 존
재하는 가상의 사물이나 사건도 그것의 정체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
한 작문 과제가 될 수 있고, 사건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그것의 변화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실재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
건에 대해서도 그것의 존재 가치나 작용의 이치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경
우도 많다. 따라서 실재하는 것뿐 아니라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
물, 사건, 의견에 대해서 그것의 정체나 특성을 밝히는 것이 과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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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그것의 과정이나 경위를 밝혀야 하는 상황, 그것의 이치나 가치를
밝혀야 하는 상황은 가능하다.
한편 이 세 가지 과제 유형은 여러 가지 목적별 글 유형에서 두루 작용
할 수 있다. 설명적인 글을 쓸 때에는 ‘정체 및 특성 밝히기’가 주 과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정 및 경위 밝히기’, ‘이치 및 가치 밝히기’
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설득적인 글에서는 ‘이치 및 가치 밝히기’가 주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 및 특성 밝히기’와 ‘과정 및 경위 밝히기’가 요
구될 수도 있다. 또 이야기 글에서는 ‘과정 및 경위 밝히기’가 중심이 되
지만 등장인물이나 배경, 사건 등의 ‘정체나 특성’, ‘이치나 가치’ 등에 대
한 서술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3) 전개 방식의 성격에 따른 분류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해 온 전개 방식들은 그 성
격이 서로 다른 것들이 뒤섞여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인과’와 ‘비교’
로 한정하여 살펴보자. ‘인과’는 글로 쓰려고 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현상
자체의 모습’이며, 이는 전개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비교’는 필자가 글
로 쓸 내용을 마련하는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
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전개된 내용이며 그 내용을 생성
한 방법은 ‘분석’이다. 또 사람들은 사물들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한다. 이
때 ‘장단점’은 전개된 내용이고 그것을 생성한 방법은 ‘비교’이다. 실제로
글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나 결과, 장점이나 단점, 기능이나
구조, 형태 등과 같은 전개 내용이며, 그러한 내용을 생성하고 텍스트화
하는 데 작용하는 방식이 비교나 분석 등과 같은 전개 방식이다.10)
10) 전개 방식들 중에는 그 대상으로서의 전개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열려 있는 것도 있다. 가령 ‘예시’는 그 대상이 ‘사례’로 고정되어 있지만,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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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내용과는 달리 전개 방식은 사고의 방식 혹은 내용 생성의 방식
이기 때문에 동사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하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전개 방식들 사이에도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 있다.
‘분석’과 ‘나열’을 비교해 보자. 이들은 모두 ‘-하다’와 쉽게 결합되는 점에

서는 같다. 그러나 ‘분석’은 대상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전개하여 글로 쓸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임에 비해, ‘나열’은 이미 생성된 내
용을 배열하여 텍스트로 구현하는 과정에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생성
과정에 작용하는 ‘분석’이 일차적 사고라면 텍스트화 과정에 작용하는 ‘나
열’은 이차적 사고라고 할 만하다. 필자들은 대상을 ‘분석’한 다음, 그 결
과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
을 통하여 생성된 내용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강조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는 사항들을 ‘병
치’하여 대조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분석’처럼 내용 생성
에 관여하는 것을 ‘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으로, ‘나열’처럼 생성된 내용의
텍스트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내용 배열형 전개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생성형 및 배열형 전개 방식의 대상이 되는 인과, 장단점,
기능, 구조, 형태 등등은 전개된 내용의 구체적인 속성들에 대한 이름이
므로, 이들은 ‘내용 속성형 전개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전개 방식을 유형화하는 기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기
로 한다. 우선 전개 방식들은 과제 유형에 따라 ‘정체 및 특성 밝히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과정 및 경위 밝히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이
치 및 가치 밝히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개 방식
들은 그 성격에 따라 ‘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과 ‘내용 배열형 전개 방식’,
그리고 ‘내용 속성형 전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제

그 대상으로 ‘특성, 장단점, 기능, 구조’ 등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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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기준을 세로축에 놓고 성격별 분류 기준을 가로축에 두는,
전개 방식들을 유형화화는 틀을 만들 수 있다.11) 그런데 ‘내용 생성형 전
개 방식’과 ‘내용 속성형 전개 방식’은 과제 유형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내용 배열형 전개 방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령 사물의 ‘특징’(전개 내용의 속성)을 ‘분석’(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하는
것은 ‘정체 및 특성 밝히기’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나열’(내용 배열형 전
개 방식)은 세 가지 과제 유형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 사물의 특성뿐 아
니라 사건의 원인, 의견의 장단점 등이 모두 제한 없이 ‘나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개 방식의 종류
현행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전개 방식으로 제시된 것들을 모두 모
아 보면, 분류, 원인-결과, 정의, 부연·상술, 예시, 인용, 대조, 분석, 나열,
과정, 논거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9-40, 57, 110, 113, 130).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박진용(2003)에서는 ‘부가,
이유, 종속비교/대조, 유추, 일반화, 수집, 대등인과, 대등비교/대조, 문제
해결, 공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중에서 ‘부연·상술’과 ‘분석’, ‘부가’, ‘공제’
가 모두 의미를 상세화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고,12) ‘대조’, ‘종속비교/
대조’, ‘대등비교/대조’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수집’과 ‘나열’도 생성 쪽
에서 바라보느냐 조직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행위에

11) 전개 방식들을 유형화하는 틀의 구체적인 모습은 <표 2> 참고.
12) ‘공제’는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나 모자르트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다.(이삼형, 1994: 66)”처럼 큰 의미에서 부분의 의미를 제외함으로써 내용을 생성하
는 방식이다. 의미를 뺀다는 점에서 ‘부가’와는 그 방향이 반대이지만, 의미를 상세
화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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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른 이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슷한 것들을 통합하면, 국어교육
학계에 알려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에는 ‘분류, 인과, 정의, 상세화, 예시,
인용, 비교·대조, 나열, 과정, 논거, 유추, 일반화, 문제-해결’이 있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13가지의 전개 방식은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국어교육 관련 연구
물에서 최대한 수집한 것이다. 그러나 이 13가지가 우리가 글을 쓸 때 활
용할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의 전부일 리는 없다. 글의 내용은 세상사 모
두이고, 세상사가 무궁무진한 만큼 내용 전개 방식도 훨씬 더 다양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 의미구조를 표상하는 의미관계의 구체적인 종
류는 폐쇄적 체계가 아니라 개방적 체계이어야 한다.”(박진용, 2003: 170)
는 지적은 정당하다.
내용 전개 방식의 종류는 훨씬 다양할 것이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 주
는 것이 Mann & Thompson(1988)이다. 여기서는 다음 24가지의 수사 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13)

• 주제 제시 관계
정밀화, 환경, 해결, 의도적 원인, 의도적 결과, 대조, 비의도적 원인, 비의도
적 결과, 목표, 조건, 양자택일, 해석, 평가, 재설명, 요약, 연속
• 표현 제시 관계
동기부여, 대비, 배경, 능력부여, 증거, 정당화, 양보
• 기타 관계
연결

13) 윤신원(2012: 444)이 정리한 것을 따랐음. 윤석민(1994: 132-149)에는 각각의 수사 관
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문까지 소개되어 있다. 주제 제시 관계와 표현 제시 관
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성교(2003: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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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ann & Thompson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수사 관계를
더욱 세분하여 2011년에는 32가지로 확대하였다고 한다(윤신원, 2012:
443). 이는 수사 관계 혹은 전개 방식의 종류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더욱 확대된
전개 방식의 종류를 제안한다.
<표 2> 전개 방식의 유형별 종류

과제
유형

전개 방식
내용 생성형

내용 속성형

정의(해석
기술(묘사, 형상화
예시
정체 및 상세화(분석, 부연, 공제
일반화(추상화
특성
밝히기 비교(대비, 대조, 유추, 비유
분류(구별, 구분, 종류
연상
등

형태(모습
특성(속성, 성질, 성향, 특징
사례(예, 실례, 전형, 예외
구조(시스템
요소(부분, 성분, 세부
기능(역할, 구실, 용도
분포(소재지
관계(연관, 상관
공통점(유사
차이점(상반, 상이
등

서사화
순서화
과정 및 인과화
경위
가정(가상, 간주, 상상, 상정
밝히기 예측(예상, 전망
기대(기원, 희망, 의도
등

배경(시간, 공간, 상황, 여건
주체(인물, 관련자, 당사자
목적(이유, 동기, 취지
방법(방안, 전략, 도구, 수단
과정(절차, 경과, 변천, 역사
변인(변수
원인(계기, 기원, 요인, 유래
결과(귀결, 성과, 영향
의의(시사점, 의미
등

이치 및 평가(판단, 비평
주장(제안, 제언
가치
밝히기 추론(추정, 추측, 연역, 귀납

논제(문제, 의제, 과제
의견(결론, 요점, 논지, 핵심
전제(조건, 요건

내용 배열형

나열
반복
병치
생략
전환
요약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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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검증, 증명, 반증
타당화(정당화, 합리화
비판(논박, 반박, 반문
적용(응용, 전이, 활용
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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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논거, 논리, 이유
자료(사실, 경험, 권위
해결책(대안, 대책
장점(효과, 미덕, 가능성
단점(난점, 한계, 제약, 모순
등

이 전개 방식의 목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행 연구들은 물론이
고, 분야는 다소 다르지만 신명선(2004)의 도움도 받았다. 신명선(2004:
69-119)에서는 모두 926개의 사고도구어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합해 보이는 것들을 선정하였다.
그 밖에 연구자가 추가하고 조정한 것도 여럿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개 방식의 종류들은 연구자의 주관
적인 판단에 의존한 부분이 크며, 그래서 잠정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의 목록이 나오기까지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개 방식들을 유형화하는 기준 또한 그
경계가 다소 느슨해서 과제 유형 사이에, 그리고 특성별 전개 유형 사이
에 어느 정도의 넘나듦은 존재한다. 가령 ‘비교’는 사물의 정체나 특성 비
교에 주로 쓰이지만, 이치나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해도, 전개 방식들을 과제
유형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목록을 상세화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물에 대해 쓸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것
의 정체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정의, 기술, 예시, 상세화, 일반화, 비교, 분
류, 연상’ 등의 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 특성, 사례, 구조, 요소, 기능, 분포, 관계, 공통점, 차이점’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성된 내용들을 ‘나열, 반복, 병치, 생략, 전환,
요약, 종합’ 등의 내용 배열형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텍스트화할 수 있다.
이 목록들은 글쓰기 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따라서 우리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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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 유형과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용이 닿는
여러 가지 전개 방식들의 목록을 더욱 정교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전개 방식’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혼란스럽게 사
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개 방식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
는 과정의 각 시점에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펼쳐 나가는 방식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 정의에는 ‘동적 과정’과 ‘부분’이라는 변별자질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적 결과’와 ‘전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조’
와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전개 방식은 문장, 단락, 부분 등 여러
층위에서 작용하는 다층성, 생성 활동과 조직 및 표현 활동으로서의 성격
을 동시에 지니는 다면성, 동일한 전개 방식이라도 글을 쓰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 다변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 한편 전개 방식은 ‘분석’이 아니라 ‘생성’의 관점에서 분류하여야 하는
데, 그래야만 글의 내용을 생성하여 텍스트화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전개
방식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전개 방식
을 과제 유형에 따라 ‘정체 및 특성 밝히기’, ‘과정 및 경위 밝히기’, ‘이치
및 가치 밝히기’의 세 가지로, 그리고 전개 방식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 ‘내용 속성형 전개 방식’, ‘내용 배열
형 전개 방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전개 방식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국어교육학에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교육 방법, 교재, 평가 등 여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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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야가 있지만, 이들 중에서 기본이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
야 할 연구 분야는 역시 내용론이다. 국어교육학의 중핵은 내용론이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방법론, 교재론, 평가론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어교육학의 경향은 내용론보다는 방법론이나 평가론 등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국어’보다는
‘교육’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초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수시로 출렁이는 국가의 교육 정책적 요구에 휘둘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국어과의 정체성은 국어에 있고, 국어교육학의
근간은 국어교육 내용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전개 방식이라고 하
는 국어교육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고 각 유형별로 어떤 구체적인 전개 방식
들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 연구이다. 전개 방법 이외에도 이런 방향의
*

연구가 필요한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는 허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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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 내용의 전개 방식에 대하여
이성영
이 글은 전개 방식의 개념, 성격, 유형, 종류에 대해 천착해 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전개 방식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과정의 각 시점에서 해
당 부분의 내용을 펼쳐 나가는 방식이다. 이 개념 정의에는 ‘동적 과정’과 ‘부분’
이라는 변별자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개 방식은 문장, 단락, 부분 등 여러
층위에서 작용하는 다층성, 생성 활동과 조직 및 표현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동
시에 지니는 다면성, 동일한 전개 방식이라도 글을 쓰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 다변성을 지니고 있다. 전개 방식을 유형화하는
기준은 2가지이다. 첫째는 과제 유형에 따라 ‘정체 및 특성 밝히기’, ‘과정 및 경
위 밝히기’, ‘이치 및 가치 밝히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전개 방식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내용 생성형 전개 방식’, ‘내용 속성형 전개
방식’, ‘내용 배열형 전개 방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
된 각 유형에는 구체적인 전개 방식들이 여러 가지씩 존재한다. 이 연구는 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 내용에 대한 천착이 필요
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전개 방식, 구조, 의미 관계, 내용 생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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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developing methods of contents in writing
Lee, Seong-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the developing methods of
contents in writing. The developing methods are ways that writers use to
expand contents in each stage during writing. In this definition, there are two
distinct features of the developing methods : 'active process' and 'part'. And
the developing methods have three characters. First, they operate in each
layers of text parts, namely sentence, paragraph, chapter etc.. Second, they
operate in each stage during writing, namely inventing, organizing,
expressing. Third, they operate with diverse forms depending on the purpose
or situation. There are two aspects to classify types of the developing
methods. We can classify three types of the developing methods on the base
of writing tasks : 'clarifying identity and property', 'clarifying process and
cause', 'clarifying reason and value'. And we can classify three types of the
developing methods on the base of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methods
themselves : 'inventing methods', 'organizing and expressing methods',
'developed contents'. There are many specific developing methods contained
in each type. The result of this paper has the significance that we have to
scrutinize each educational cont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developing methods, structure, meaning relation, invention,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