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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종종 맞춤법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는 개인적인 글에서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교과서 등과 같은 공적인 글

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국어 상담 게시판에는 올바

른 맞춤법을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국립국어원, 2010 

참조), 국민의 어문 규범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관규․신호철, 2011: 41 참조). 이러한 현상들은 맞춤

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지만 맞춤법을 준수하

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맞춤법 교육은 국어 교육에서 계속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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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 그러나 맞춤법 학습을 통해 언어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 필

요한 바탕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국어 및 국어사용에 대한 일정한 안목

과 태도를 기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의 맞춤법 교육은 맞춤법을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 정도로 간주

해 왔다(임지룡 외, 2010: 228 참조). 이로 인해 맞춤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특정 내용만 교수․학습

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맞춤법 교육이 지나치게 

규칙이나 사례 위주의 지식 학습으로 제한되어 왔다는 문제 의식하에 맞

춤법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논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맞춤법 교육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맞춤

법 교육은 ‘넓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과 ‘좁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으로 나

눌 수 있다. 4대 어문 규정 중 하나인 ‘한글 맞춤법’을 교육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이라고 한다면, 한글 맞춤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어

휘소의 정확한 표기에 대한 교육(예를 들어, ‘된장찌게’를 ‘된장찌개’로 바

르게 표기하도록 하는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

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좁은 의미의 맞춤법 교육, 즉 ‘한글 맞

춤법’을 교육하는 것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고의 ‘맞춤법’

은 ‘한글 맞춤법’을 가리킨다. 

한글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Ⅱ장에서 역대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

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Ⅲ장의 결과를 바탕

으로 맞춤법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  

1) 맞춤법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할 

수 있다.(민현식, 2008; 구본관, 2008 참조) 다만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 

교육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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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맞춤법 관련 내용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국어 생활을 

한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언어 생활의 통

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제반 규정들을 알고, 그것을 지켜 쓰

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

킨다.

• 언어 생활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제반 규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학년 ‘문법’]

•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고등학교 ‘문법’]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

르게 사용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

르게 사용한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고등학교 ‘국어 Ⅰ’의 ‘문법’]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Ⅱ. 역대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검토

기존의 맞춤법 교육이 무엇을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

대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맞춤법 관련 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은 6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표 1> 역대 교육과정의 맞춤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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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학습 목표

박영목 외(2012)

•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알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국어 생

활을 한다. 

윤여탁 외(2012)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남호 외(2012)
•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한다. 

이삼형 외(2012)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표 1>을 보면 역대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문법 영역에서 한

글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사용한다. 

(2)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한다. 

(3)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자. 최

근의 교과서인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 교과서

에서는 맞춤법 교육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  

<표 2> ‘독서와 문법Ⅱ’ 교과서별 맞춤법 단원의 학습 목표

<표 2>의 ‘학습 목표’를 보면, 교과서에서는 맞춤법의 역사,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 맞춤법의 필요성, 단어의 올바른 사용 등이 맞춤법 교육의 

2)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Ⅰ’ 교과서에도 맞춤법 관련 내용이 있

으나 현 시점에서 교과서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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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교육과정과 최근의 교과서를 참고할 때, 그동안의 맞춤법 교육에

서는 올바른 단어 사용, 맞춤법의 역사와 필요성,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주된 교육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은 맞춤법을 하나의 지식으로서만 접근한 측면이 강하며, 이 내용들이 선

정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에 Ⅲ장

에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보고자 한

다. 

Ⅲ.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맞춤법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고에

서는 맞춤법 교육을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

법 교육은 ‘한글 맞춤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므로 ‘한글 맞춤법’의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교육 대상

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교육의 대상

이 되는 맞춤법의 속성을 반영하여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법 교육은 문법 교육적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맞춤법은 

‘규칙’이라는 점에서 문법과 유사한 특성이 많고 맞춤법 교육은 문법 교

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 교육 내용은 문법 

교육의 내용 체계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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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법의 속성에 따른 맞춤법 교육의 내용

맞춤법은 ‘지켜야 할 규범’, ‘사회적 약속’, ‘역사적 산물’, ‘표현 도구’라

는 속성을 지닌다. 이들 속성과 각 속성이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에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맞춤법은 표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규범성

을 갖는다. 맞춤법의 규범성 때문에 언중들은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준수

할 것을 요구받으며, 만약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때때로 사회적 비

판을 받게 된다.3)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맞춤법을 지키

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2) ‘사회  약속’으로서의 맞춤법

맞춤법은 우리 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제정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맞춤법은 시대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이 있을 때 개정되어 

왔다. 시대의 변화가 빠를수록, 사회적 요구가 거셀수록 맞춤법은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거나 변화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

는 학습자들이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맞춤법을 이해하고, 현행 맞춤법이 

제정된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언어 현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

행 맞춤법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

3) 비판의 정도는 그 사람의 연령, 학력, 지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성인일수록, 고

학력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공식적인 상황일수록 맞춤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

우에 받게 되는 비판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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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3) ‘역사  산물’로서의 맞춤법 

맞춤법은 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 시대와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현행 맞춤법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 국

문 연구 의정안(190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거쳐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이 된 것이다. 맞춤법이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의 맞춤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맞춤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요구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현행 맞춤법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맞춤법의 기본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현행 맞춤

법의 규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역사적 표기법을 선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4)    

4) ‘표  도구’로서의 맞춤법

맞춤법은 문어적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어를 한글로 적

을 때 사용하는 표현 도구이다. 즉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

로 실현하기 위해 맞춤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다. 이처

럼 맞춤법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맞춤법을 지키지 않기도 한다. 

즉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맞지 않게 씀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경우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표현 도구로서의 

4) 역사적 표기법은 ‘현재 쓰이는’ 표기법 중에서 ‘역사적’ 근거를 지닌 비표음주의적인 

표기를 가리키는 용어(민현식, 1999)로서, 정희창(2011)에서도 한글 맞춤법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역사적 표기법’이 반드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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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을 이해하고, 표현의 효과를 위하여 맞춤법이 의도적으로 지켜지

지 않는 현상을 고찰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맞춤법이 ‘지켜야 할 규범’, ‘사회적 약속’, ‘역

사적 산물’, ‘표현 도구’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춤법 교육에

서는 이들 속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는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맞춤법만이 강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따

라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이 균형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으

로서의 맞춤법’, ‘역사적 산물로서의 맞춤법’, ‘표현 도구로서의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맞춤법 교육의 내용

맞춤법 교육은 국어 교육의 여러 하위 영역과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 문법 교육과 가장 긴밀히 관련을 맺는다. 이는 맞춤법이 문법 교육에

서 다루는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의미론, 통사론, 담화론, 사회언어학, 

사전학, 언어정책학 등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민현식, 

2008: 13).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그동안 맞춤법 교육은 ‘문법 교육’ 안에서 

줄곧 이루어져 왔다(임지룡 외, 2012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맞춤법 교육

의 내용을 문법 교육의 내용과 관련지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법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5) 

5) 본래 ‘내용 체계표’에는 ‘실제’도 있으나,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는 내용이라

기보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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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표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구조

• 국어의 규범

• 국어의 분석과 탐구

• 국어 지식의 적용

•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

제 해결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표 3>에서처럼 문법 영역의 내용은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로 구

성되어 있는데, 맞춤법의 교육 내용을 이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맞춤법을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표 3>에서 문법 영역의 내용 중 ‘지식’에 ‘국어의 규범’6)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춤법을 ‘지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동안의 맞춤법 교육에서도 맞춤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해 왔

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맞춤법은 학습자가 기억해야 할 지식이라는 인식

이 강함을 보여 준다. 맞춤법은 규범이기 때문에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맞춤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맞춤법 교육에서 맞춤법을 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

이 맞춤법을 지식으로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

해야 한다.  

6) ‘국어의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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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법을 탐구하고 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맞춤법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탐구와 적용의 대상’이기도 하다. 맞춤

법을 탐구와 적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다

음과 같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밑줄은 연구자).

[중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상략)…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

자 표기법 등 주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중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규범을 벗어난 국어 사용의 사례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는 활

동을 하게 하되, …(하략)…

위에서처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의 원리를 중요한 조항

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맞춤법 오류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는 ‘적용’이 강

조되어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탐구와 적용’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문제라 할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생활에서 맞춤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맞춤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맞춤법에 대한 개정 및 수정의 목소리가 계

속 제기된다는 점에서 맞춤법은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요소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맞춤법을 ‘국어 생활

의 점검과 문제 해결’과 연관 지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맞춤법을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맞춤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들은 현행 맞춤법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어 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며, 앞

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메타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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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맞춤법과 관련된 국어 생활

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

해야 한다.  

3)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문법 교육에서는 ‘태도’를 교육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일상생

활, 특히 전자 매체에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고

려할 때 맞춤법 교육에서도 ‘태도’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표3>에 제시된 태도의 하위 요소를 맞춤법 교육에 적용하면 ‘맞춤법의 

가치와 중요성’, ‘맞춤법 탐구에 대한 흥미’, ‘맞춤법 의식과 맞춤법 사랑’

을 맞춤법 교육의 태도 요소로 상정할 수 있다. 맞춤법을 태도와 관련짓

는 것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밑줄은 연구자). 

[중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상략)… 어문 규범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교양 있는 언

어생활을 영위하는 길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위에서처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 교육에서 학습자가 맞

춤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언어생활의 ‘자유’ 및 ‘교양’과 연결됨을 인식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준

수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맞춤법의 가치와 중요성’, ‘맞춤법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이 곧 맞

춤법을 절대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경우에도 맞춤법을 지켜

야 하며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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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맞춤법의 

속성에 따

른 맞춤법 

교육 내용

‘지켜야 할 규범’으로

서의 맞춤법
① 맞춤법 지식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맞춤법

② 맞춤법을 둘러싼 언어 현실의 변화와 사회

적 요구

‘역사적 산물’로서의 

맞춤법
③ 맞춤법의 역사와 역사적 표기법

‘표현 도구’로서의 맞

춤법

④ 표현의 효과를 위하여 맞춤법이 의도적으

로 잘못 사용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

문법 교육

의 관점에

서 바라본 

맞춤법 교

육의 내용

1) 맞춤법을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⑤ 맞춤법 지식을 학습하기

2) 맞춤법을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⑥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탐구하기

⑦ 맞춤법 지식을 적용하기 

⑧ 맞춤법을 국어 생활의 문제와 연관 지어 

살피기

3)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

⑨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 형성하기

⑩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현상에 대해 

판단하기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춤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맞춤법을 어겼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

에서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되 맞춤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현상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 내

용을 구성해야 한다. 즉 학습자는 글쓴이가 왜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어겼

는지, 맞춤법을 어기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

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맞춤법 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맞춤법 교육

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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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글 맞춤법 교육의 내용

Ⅳ장에서는 Ⅲ장의 논의를 토대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표 4>의 내용을 그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보

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내용 범주로 나눌 수 있다.7)  

ㄱ.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①, ③, ⑤, ⑥, ⑦)

ㄴ.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⑨)

ㄷ. 맞춤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기 (②, ⑧)

ㄹ.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④, ⑩)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맞춤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춤법의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 맞춤법을 공

시적, 통시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적용’은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1절에서는 맞

춤법과 관련된 ‘무엇’을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맞춤법에 대한 이해는 맞춤법의 원리8)에 대한 이해, 

7) 이들 각 범주가 맞춤법 교육 내용에서 지니는 위상과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컨

대, ㄱ과 ㄴ이 학년에 관계없이 다루어져야 할 교육 내용이라고 한다면, ㄷ과 ㄹ은 

내용의 성격상 일정 수준 이상의 맞춤법 지식이 학습되고 맞춤법 준수 태도가 바람

직하게 형성된 이후에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ㄱ은 모든 맞춤법 규

정과 관련 있는 범주라면 ㄷ은 일부 맞춤법 규정에 국한된 범주라는 점에서 그 위상

이 동일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들 각 범주가 맞춤법 교육 내용에서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학년별로 위계화되어야 할 범주이지만 맞춤법 교육의 전체 내

용을 구성하는 요소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범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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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이해, 개별 단어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맞춤법의 원리에 한 이해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의 맞춤법 교육에서도 줄곧 강조

되어 왔다. 맞춤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인지,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인지와 같은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

본적 관계를 다룬 맞춤법의 원리는 맞춤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이 원리가 단순히 설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9) 

맞춤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어를 

혼용한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표음주의를 택하고 어떤 

경우에 표의주의를 택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맞춤법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위호정, 1999: 245). 따라서 원리 학습이 

지식 학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특정 항목을 보고 표음주의를 적용할지, 

표의주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

용이 구성되어야 한다.10) 

한편, 표의주의와 표음주의로 대표되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 외에 역사

적 표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정희창(2011: 110)에 따르면 역사적 표

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두 원리와 동등한 위상을 지닌 것은 아니나 한글 

8) 맞춤법의 원리는 총칙 제1항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

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9)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단순히 설명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원

리 중 핵심어인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을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도 있고 상호협력의 관계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허철구, 2007; 구본관, 2008 

참조)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 구본관․신명선(2011: 292)에서는 맞춤법의 원리 이해와 관련하여 원리 발견 활동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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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표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역사적 표기법의 흔적이 맞춤법 제7항, 제8항, 제9항, 제30항 등에 

남아 있어(구본관, 2008) 현재의 맞춤법 규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맞춤법의 규정에 한 이해

맞춤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총 57개의 규정을 모두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학습 시간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춤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할 규정을 선별해야 한다. 맞춤법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규

정으로는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규정을 선정할 수 있다(민현식, 

2008 참조).11) 이들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각 규정에 종속

적인 모든 항목들을 일일이 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 규정에 대한 명시적 학습이 중요하다.12)   

11) 민현식(2008: 54)에서는 맞춤법 규정을 난이도에 따라 다음처럼 A, B 유형으로 나누

었다.

  
  A. 필수 이론 설명이 필요한 규정: 총론 1-3항, 10-12항 두음법칙, 30항 사이시옷 규정

  B. 이론 설명 없이도 시각적 인지로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는 규정:  5-9항 된소리, 

구개음화, 모음 규정, 32-40항 준말 규정, 51-57항의 기타 규정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규정은 평소 생활 속에서 터득되므로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굳이 강조하거나 편성하지 않아도 되며, 맞춤법 교육에서는 A에 속하는 규정만을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현식(2008: 54)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띄어쓰기는 시각적 인지로 

익히기에는 그 종류와 수가 많고 원칙과 허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정을 

확실히 익히는 것이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띄어쓰기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12) 예컨대, 사이시옷의 경우, 한자 합성어 중에서는 2음절 한자어인 ‘셋방, 횟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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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단어들의 맞춤법에 한 이해

맞춤법 교육에서는 맞춤법의 원리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지만 일부 단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 중에서 다음 <표 5>의 ‘2단계’

와 ‘3단계’에 속하는 단어들은 시각적 인지만으로는 학습의 효과가 낮다

는 점에서 주요 단어의 경우 맞춤법 교육에서의 명시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 난이도 및 사용 빈도에 의한 선정 어휘(박덕유, 2011: 368)

툇간, 곳간, 찻간’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규정(제30항)을 알고 있으면 한자어 

‘초점(焦點), 대가(代價), 전세방(傳貰房)’ 등을 ‘촛점, 댓가, 전셋방’으로 잘못 적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이 규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이시옷을 쓸 만한 환경에 

속한 한자어들의 정확한 표기를 일일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맞춤법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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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맞춤법 교육에서는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까지 교

육 내용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들 단어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에

서 시각적 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

포츠난, 널따랗다, (10시에) 갈게, 수놈 등’13)은 해당 단어가 나올 때마다 

‘스포츠란, 넓다랗다, 갈께, 숫놈 등’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

이 이들 단어들을 맞춤법 교육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

는 맞춤법 교육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개별 단어들

을 다룰 수 없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복적 주의가 시각적 

인지 경험을 높여 올바른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

기 때문이기도 하다(민현식, 2008 참조). 

2.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태도’는 국어 교육의 제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맞춤법 교육에서는 맞춤법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중에서는 독

자가 전후 문맥을 통해 바른 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춤법의 오류는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

다.14) 또한 맞춤법을 틀렸다고 하여 제재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15) 이처럼 맞춤법 오류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

13) 이들 단어들은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표기를 잘 모르는 단어들이다.(민현식, 1999 참조)

14) ‘우리 집은 빚이 많다’와 ‘우리 집은 빗이 많다’에서 ‘빚’과 ‘빗’의 차이가 문장의 의

미를 전혀 다르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맞춤법은 의사소통 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깍두기’를 ‘깎두기’로, ‘곱빼기’를 ‘곱배기’로 잘못 적더라도 문맥을 

통해 올바른 표기를 복원할 수 있어 맞춤법 오류가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

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15) 학습자들이 국어 수업과 무관하게 글을 쓰는 경우(타 교과에서의 글쓰기, 사적인 



18   국어교육연구 제31집

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맞춤법 오류에 대한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고

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맞춤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표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에도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능동

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순댓국’, ‘만둣국’, ‘우윳값’, ‘원윳값’과 같이 언중들에게 매우 낯선 표현이 

존재한다. 이 경우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인 줄 알면서도 ‘순대국’, ‘만두국’, 

‘우유값/우유 값’, ‘원유값/원유 값’으로 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러나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눈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여 맞춤법에 어긋

난 표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16) 비록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낯설지라도 

해당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적기 위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하고 맞

춤법에 맞게 표기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맞춤법 준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는 성공을 막는 13가지 작은 습관 중 

첫 번째로 철자를 틀리는 등의 ‘맞춤법 실수’를 들었는데, 맞춤법을 틀리

면 글쓴이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맞춤법이 사회

글쓰기 인터넷에서의 글쓰기, SNS 글쓰기 등)에는 맞춤법 오류가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16) 일례로 수학 용어인 ‘극대값, 극소값, 근사값, 기대값, 대표값, 자리값, 절대값, 진리

값,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이 ‘극댓값, 극솟값, 근삿값, 기댓값, 대푯값, 자릿값, 절댓

값, 진릿값, 최댓값, 최솟값, 함숫값’으로 변경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하

였으나 이것이 계속 교육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점점 낯익은 용어들

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낯선 표현은 반복적 인지를 통해 얼마든지 친숙한 표현이 

될 수 있다. 

17) 성공을 막는 13가지 작은 습관은 다음과 같다. 1. 맞춤법 실수, 2. 행동보단 말, 3.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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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공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맞춤법을 틀리게 되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등18)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맞춤법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하는 것도 태도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19) 

3. 맞춤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기

현행 맞춤법은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20)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맞춤법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만족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맞춤법

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한 결정, 4. 불평불만, 5. 허풍떨기, 6. 남 탓하기, 7. 요령 찾기, 8. 열정 있는 척, 9. 

목적 없이 살기, 10. 부탁 다 들어주기, 11. 인생을 쉽게 생각, 12. 생각없이 행동, 13. 

현실 부정 (한국경제 2013년 1월 19일자 인터넷 기사 제목: 맞춤법 실수․불평․허

풍이 성공 막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999071

18) 실제로 대통령 후보들이 다음과 같이 맞춤법이 틀린 표현을 썼다가 언론과 누리꾼

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

겠읍니다. 번영된 조국,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든것을 받치겠읍니다.”, “더불어 함

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꿈니다.” 등(밑줄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

19)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Ⅰ의 ‘문법’에서도 태도 형성을 위하여 실제적

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의 양상도 생각해 보며, 반대

로 맞춤법에 맞는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도 생각해 보도

록 한다.”

20) 일례로 김형배(2007)에서는 맞춤법 5항에 근거하여 53항의 ‘-(으)ㄹ게’, ‘-(으)ㄹ걸 

등’과 같이 ‘ㄹ’ 받침 뒤의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란

(欄)’을 한자어 뒤에서는 ‘란’으로, 고유어와 외래어 뒤에서는 ‘난’으로 적는 것은 어

종에 따라 같은 말을 다르게 적는다는 점에서 문제이고, 21항에서 같은 형태의 접

미사 ‘-다랗다’, ‘-직하다’가 결합하는데도 앞말에 있는 겹받침의 발음에 따라 달리 

적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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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이 있는 맞춤법 18항에서는 ‘말다’의 금지 

명령형인 ‘말아라’는 틀린 표현이고 ‘마라’로 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21) 그러나 이선웅(2012)에 따르면 실제 언어생활에서 ‘말아라’는 해라

체 활용형으로 ‘마라’만큼 자주 쓰일 뿐 아니라 활용이 규칙적이어서 불

규칙 활용형인 ‘마라’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

제로 많은 국민들은 ‘말아라’가 정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인지, 왜 틀린 

표현인지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0: 41 참조). 따라서 맞

춤법 교육에서는 ‘말아라’는 틀린 표현이고 ‘마라’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무조건 암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이 과연 합당한지를 비판적으

로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맞춤법 규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모든 규정은 암기의 대상

이 될 뿐이며 현실 언어의 모순, 사전과의 괴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맞춤법의 속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맞춤법

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더 타당한 설명과 이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

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맞

춤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한 경우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춤법 교육에서의 ‘비판’은 ‘건설적 비판’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건설

적 비판’은 문제점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모색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습자들의 

수준에서 맞춤법 규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대안과 관련된 적절한 학습 

21) 18항의 [붙임]은 다음과 같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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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주어진다면 학습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에 대

해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대안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유

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전문가의 글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가공한 후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전문가가 제시한 대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

의하는 것은 학습자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학

습자들은 2음절 한자어 6개에 한해서만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는 규

정을 학습할 때 ‘왜 하필 6개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가?’, ‘이들 6

개 단어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비록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부

족하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글을 

읽고 문제 해결의 대안이 지니는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여섯 단어의 선정 기준은 불확실하다. 가령 ‘횟수(回數)’는 ‘회수(回收)’

와 구별되므로 ㅅ을 붙인 것이라면 ‘호수(號數)-호수(湖水), 대가(代價)-대

가(大家), 소장(所長, 小將, 小腸, 所藏)’처럼 구별되는 예도 ㅅ을 허락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제외되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구별 없이 

‘호수, 대가, 소장’으로만 써야 하므로 동철이의어가 되었다. 이들 동철이의

어가 문맥으로 대개 변별되고 어차피 ㅅ을 없애는 쪽으로 했다면 애매한 

선정으로 6개의 한자어를 외우게 하기보다는 한자어에서의 사이ㅅ을 완전

히 폐지하는 쪽으로 함이 좋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게 된다. 이미 ‘이점(利

點), 허점(虛點), 요점(要點), 문제점(問題點), 내과(內科), 치과(齒科)’ 등은 

ㅅ 없이 시각적으로 잘 익혀 쓰고 있으므로 한자어에서만이라도 철저히 ㅅ

을 폐지함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6개의 예만 굳이 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민현식, 199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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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습자들은 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후, 그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

시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글들을 읽음으로써 규정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맞춤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자

료는 북한의 맞춤법 규정이다. 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 북한의 맞춤

법과 우리의 맞춤법을 비교함으로써 맞춤법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술(前

述)한 사이시옷 규정의 경우, 2음절 한자어 6개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도

록 한 남한과 달리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특수한 경우(샛별, 빗

바람)에만 한정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이시옷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말규범집(1988) 제15항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

는다.

례: 샛별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     

이처럼 북한에서는 소리가 같은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을지 말지에 대한 혼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학습자는 북한의 맞춤법 규정을 통해 사이시옷 규정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이시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남북한의 맞춤법은 여러 규정에서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현행 맞춤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할 때 북

한의 맞춤법을 참고하는 것은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대안을 다양하게 생

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건설적 비판의 과정에서 북한 맞춤법과의 비교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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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필요가 있다.22) 

요컨대,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맞춤법을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

을 넘어서서 맞춤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전문가의 대안과 북한의 맞춤

법 규정을 참고하여 현행 맞춤법 규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4.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효과를 위하여 의도

적으로 맞춤법을 어기는 것을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詩)에서 종종 이용

된다.23) 비단 시(詩)에서뿐만 아니라 상품명, 광고, 간판, 방송, 만화 등에서

도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맞춤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이 항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

다. 일례로 2012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착한남자’는 본래 제목이 ‘차칸남

22)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중1-3학년군] ‘문법’의 ‘어문 규범’ 관련 해설에서 “남북의 한

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도 알아보도록 한다.”라고 하여 맞춤법 교육 시 북한 맞춤법과의 비교를 강조하고 

있다.(밑줄은 연구자) 

23) 예를 들어 조지훈의 ‘승무’에서는 ‘하이얀, 나빌레라,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 

‘귀또리’ 등의 단어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되어 있다. 만약에 이 단어들을 맞춤

법에 맞게 표기한다면 시인이 의도했던 문학적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영목 외(2012: 257)에서도 ‘승무’를 통해 맞춤법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고 있다. 

   ○ 이 시에서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찾아보자. 

   ○ 이 시에서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하여 말해 보자.

   ○ 국어 규범에 맞는 표현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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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으나 공영방송이 맞춤법에 어긋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되어 결국 드라마 방영 도중에 ‘착한남자’로 수정되었다.24) 드라마 제작진

은 창의적 표현을 위해 오기(誤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생활 곳곳에서 나타나

는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수용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언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창의적 

표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에 대해 학습자가 주체적

이고 비판적인 수용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을 모두 수용해서도 안 되지만 엄격한 원칙주의에 갇혀 모든 창의적 

사용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수용 경험은 맞춤법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판적인 수용 능력은 학습자가 맞

춤법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학습자 스스로가 표현의 효

과를 위하여 맞춤법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때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수용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은 비판적 수용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24)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시점의 한 신문 기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글학회, 국립국어원 등 한글단체들은 12일 방송되는 KBS '차칸남자'가 한글 맞춤

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글학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의 제

목을 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의 드라마 제목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글을 가장 잘 사용하고 국민을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할 한국방

송공사에서 한글 맞춤법을 무시하며 연속극을 만드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국립국어원 역시 "한글맞춤법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했으며 한류의 핵심

인 한국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차

칸남자' 제작진 측은 "이번 제목 설정이 극의 흐름을 반영한 제작진의 창의적 표현

을 위해 맞춤법 오기가 불가피했다."라며 "거듭 이해를 당부하고 공영방송 KBS로서 

아름다운 우리말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

다.(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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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역대 맞춤법 교육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만 이해하여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사용하기,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기,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정하여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맞춤법 교육 내용이 별다른 논의 없이 관습

적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맞춤법의 속성과 문법 교육적 관점에

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맞춤법은 지켜야 할 규범, 

사회적 약속, 역사적 산물, 표현 도구로서의 속성이 있었고 각각의 속성

을 반영하여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맞춤법 교육의 내용은 맞춤법을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맞춤법을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맞춤법 교육의 내용이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야 함을 보였다. 첫째,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둘째, 맞춤법

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셋째, 맞춤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기 넷째,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등이 바로 맞춤법 교

육의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의 맞춤법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맞춤법 지식을 기

계적으로 암기하여 수동적으로 맞춤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습자가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맞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맞춤법을 건설적으

로 비판하고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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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데 초점을 두어, 학년별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에 대해

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맞춤법 교육이 특정 학년에서만 

일회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모든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년별 맞춤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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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강보선

이 논문의 목 은 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맞춤법의 속성과 문법 교육의 에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맞춤법은 지켜야 할 규범, 사회  약속, 역사  산물, 표  도구로서의 속성

이 있었고 이를 교육 내용에 반 시켜야 함을 밝혔다. 한 문법 교육의 에

서 바라본 맞춤법 교육의 내용은 맞춤법을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맞춤법을 탐구하고 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함을 규명하 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다음 네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

의 내용을 구체 으로 기술하 다. 1) 맞춤법을 이해하고 용하기 2)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3) 맞춤법을 건설 으로 비 하기 4) 맞춤법의 창의

 사용에 해 비 으로 수용하기  

[주제어] 한  맞춤법, 한  맞춤법 교육의 내용, 맞춤법의 속성, 문법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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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Kang, Bo-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For this, I investigated that the content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based on the attributes of Korean orthography and view of 

grammar education. As a result, I investigated that orthography has 

attributes as norms to be followed, social promise, historical product and 

representation tool. Also, I investigated that the contents of teaching 

orthography should be the contents of learning orthography as knowledge, the 

contents of  exploring and appling orthography, the contents of forming the 

attitude to follow orthography in views of grammar education. 

As synthesizing this, I set up 4 contents of teaching orthography. 1) to 

understand and apply orthography 2) to form attitude for following 

orthography 3) to criticise orthography constructively 4) to  accept creative 

use of orthography critically

[Key words] Korean orthography, content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attributes of Korean orthography, view of gramma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