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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그간의 문법교육학 연구는 학문 문법과 변별되는 교육 문법의 자생 논리를 구축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언어 유용성을 담보하기 해 의미․기능 심으로 문법

에 한 을 환하기도 하 으며,기존의 형식․구조 심의 언어 을 견지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서의 문법 탐구의 의미를 정교화하고 그 구체

방안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 을 마련하기도 하여 왔다.그러나 자의 논의

들은 추상성이 높은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교육 실행의 구체화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하 으며,후자의 측면에서 개된 논의들에서는 일회 이고 증 인

방법을 구안하는 일을 교육 내용의 구 으로 성 하게 환원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문법교육은 물론 국어교육 체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자의 논의들

이 지니는 힘을 인식하면서도 후자의 문법교육 에 을 두어 문법 지식을 모종의

실체를 갖춘 교육 내용으로 구 하는 문제를 논의하 다.가장 근본이 되는 지 에서

부터 교육 문법을 정합 으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을 때 변화하는 문법교육,나아가

국어교육의 구도에 보다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요컨 ,언어를

체계와 구조를 갖춘 형식 연결망으로 다루는 통 인 문법교육의 에 입각하여

그 구체 교육 내용을 구 하기 해서는 어떠한 층 에서 어떠한 기제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체계 으로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된 연구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문법 학습자를 심에 둔 가운데 교육

내용의 실체 구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교육 내용은 연구자나 교수자의 입장에

서는 체계화된 지식으로 존재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비활성화된 인식으

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학습자들로 하여 외부의 객체 지식을 어떻게 내면화하

여 구성하게 할 것인가가 결국 교육 내용을 구 하는 일의 궁극 인 지향이기 때문이

다.본고는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강조되는 지식 구성의 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근하고자 하 다.다시 말해,문법 학습을 학습자가 외부의 문법 지식을 내면화해 가는

능동 인 사고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 개재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구 하는 데 소용되는 기제들을 실증 으로 도출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학습자들이 특정 교과서 텍스트를 개별 으로 학습한 이후에 자신이 인식 으로 구성

한 바를 외 으로 산출하는 양상을 찰함으로써,역으로 문법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

여 학습자들에게 내보일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본고의 기본 인 논의 방향이다.

본격 인 논의에 앞서,Ⅱ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개념인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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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함으로써 이론 기반을 공고히 하 다.먼 ,문법교육에서 구성주의가 수용되어

온 양상을 목표와 방법의 층 에서 살핌으로써 내면화와 탐구라는 문법교육의 지향을

심으로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탐색하 다. 한,문법 지식 구성의 범주를 개념

구성과 계 구성의 두 차원으로 구획하고,각각의 구성을 실질 으로 진하는 기

제로 표상과 연결소를 의미화함으로써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법 지식 구성의

결과물을 해석하기 한 거시 분석 틀을 구축하 다.

Ⅲ장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구 하기 한 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

하기 해,일정한 차에 따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수합한 학습자 자료들을 Ⅱ장의 이

론 틀에 비추어 분석하 다.먼 ,표상의 변환을 통해 학습자들이 낱낱의 문법 개념

들을 구성해 가는 양상을 확인하 는데,참조 자료로 제공한 교과서에 명시 ․암시

으로 표상된 문법 개념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에서 사례,비유,일상어의 보다 가시화된

표상을 새롭게 동원하는 양상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다음으로,학습자들이 문법 개

념 간의 계를 자신의 인식 속에서 구조 으로 구성할 때에도 표상이 구성의 기제로

작용하는 양상을 찰하 는데,단일 개념에 한 표상과 비교하여 사례와 비유를 구

조화시켜 표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조 으

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법 지식 고유의 연결소를 부여하는 양상이 ‘정의항 내에 연결

항목 배치’,‘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 상정’,‘구성 거 으로서의 핵심 개념 반복’,

‘유사 언어 상의 명명 차이 주목’의 네 측면에서 분석되었다.이때,각각의 범주별로

하나의 단원 내에 속한 개념들을 연결하는 양상과 서로 다른 단원에 포진된 개념들을

연결하는 양상으로 나 어 학습자들이 연결소를 부여하는 세부 지 들을 포착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토 로,Ⅳ장에서는 ‘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문법 지식에 한 교육

내용 구 의 실제를 구안하 다.이때,교육 내용 구 이 개되는 양태를 고려하여 크

게 교육 내용 조직과 교육 내용 표상으로 구 의 층 를 구분하 으며,각각을 다시 거

시 층 와 미시 층 로 층화하여 각각의 층 에서 핵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제들을 체계화하 다.먼 ,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을 조직하기 해,거시 층

에서는 이 가능성과 외재 목표를 고려하여 성취 기 의 계열과 범 를 결정해야

하고,미시 층 에서는 Ⅲ장에서 분석된 연결소 부여 지 들을 내용 요소 조직의

거로 환원해야 함을 논의하 다.이를 통해,학습자들이 단원 내․단원 간 문법 개념들

을 계열화하여 구성할 수 있는 거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단어 형성

법을 교육 내용으로 표상하기 해,거시 층 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텍스트로 실체

화하여 해당 교육 내용을 담아 낼 것인가를 설명과 활동의 두 범주에서 탐색하 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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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층 의 표상을 해서는 Ⅲ장의 분석에 기반하여 단일 개념을 표상할 때,단원 내

개념 계를 표상할 때,단원 간 개념 계를 표상할 때의 경우에 사례,비유,일상어

표상의 어느 부면에 주목하여 내용 실체화를 도모해야 하는지를 논의하 다.

이상의 흐름으로 개되는 본고의 논의는 모든 교과 교육의 가장 근원 인 목표인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교육 실행의 구체상 정립을 한 문법교육의 이론화

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그간 그러할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실증 으로 조

명되지 못해 왔던 문법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을 세 하게 그려 낸다는 에서 찰

연구로서의 상도 확보될 수 있다.본고의 논의를 토 로 향후 언어 수행 자원으로서

의 문법 지식,지식 범주를 넘어선 태도나 경험 범주를 실체 교육 내용으로 구 해

내기 한 탐색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문법교육,문법 지식 구성,문법 교육 내용 구 ,교육 내용 조직,교육 내용 표

상,단어 형성법.

학 번:2009-30389

※이 논문은 서울 학교의 ‘2012학년도 기 학문 분야 등 학문 후속 세 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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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 필요성 목

교육 문법은 학문 문법과 다르다1).일견 자명해 보이는 이 명제는,그간 둘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식성만이 강조되었을 뿐 문법 지식을 넘어서는 교과 과정의 운용 층 에서

는 공고한 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민 식,1992:52).즉,학교 문법

은 국어 구조에 한 지식을 다듬어 온 과정이었고 통일 문법은 이러한 노력의 결집체

라는(민 식,1992:52)인식만이 부각되어,학문 문법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간략화한

결과가 곧 교육 지식이라는 비체계 인 방법론이(주세형,2006ㄱ:106)암묵 으로 발

휘되는 정도에서 교육 문법이 의미화되어 왔던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문법교육은

학문 문법의 국면에서 개되는 다양한 이론들 일부를 선택하여 잠정 합의체로

간주하고,약속된 용어로 이를 요약 으로 제시한 이후에 확인․ 검 차원의 학습 활

동을 구안하는 흐름으로 실행되는 것이 일반 이었다.

물론,문법교육학의 양 ․질 성장 속에서 학문 문법과 변별되는 교육 문법의 논

리는 지속 으로 생산되어 왔다.언어 지식 에 한 패러다임을 환함으로써

언어 유용성을 기 으로 교육 문법의 지향을 새롭게 상정하기도2)하 으며,국어의

1)‘교육 문법’이라는 용어는 체로 학문 문법의 척에서 그 의미역을 형성하면서도,인 용어인

‘학교 문법’과의 변별 이 탐색되어 왔다. 의 차이만 있을 뿐 교육 문법과 학교 문법은 근본

으로 동의어라 보기도 하며(이선웅,2014), 향력의 범 를 고려하여 교육 문법을 학교 문법의

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최 환,1992;김용석,2006).한편, 통 용어인 학교 문법

을 두고 굳이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은 개념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에(김용석,2006:80) 비

하여,기존 문법교육과의 변별을 꾀하는 차원에서 ‘언어 사용의 원리’를 부각하는 의미로 교육 문

법이라는 용어가 채택되기도 하 다(최 환,1992;이상태,2008;임칠성,2009).본고에서는 이들

과는 다른 층 에서 문법교육의 방향을 개진한 이성 (1998)에 기 어 교육 문법의 의미를 찾

고자 한다.이성 (1998)에서는 교육 가치와 유용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교육 문법을 언표화하

면서도,비단 ‘사용을 한 문법’이 아닌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과 차로 가르칠 것인가의 문

제가 총체화된 지식의 체계로 교육 문법을 정의하여 문법교육의 실행에 한 보다 명징한 인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2)‘통합 문법교육(주세형,2005ㄴ)’을 시발 으로 하여 개된 일련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이후,

이들 논의는 이른바 통합론과 독자론(혹은 신독자론)의 담론 속에서 학문 논쟁을 거치기도 하

다.그런데 주세형(2005ㄷ:245)에서 지 한바,이러한 논쟁은 목표 층 에서 문법교육에 한

을 달리한다는 에서 특정 의 정오를 가르는 일은 큰 의미가 없으며,다만 교수․학습의

상황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의 ‘선택’만이 가능하다.교과는 목 지향 인 교육 기획물

이라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에 해서는 Ⅱ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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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원리에 한 탐구 경험을 시하는 가운데 가르칠 내용을 확장하거나 가르치는

방식에 주목하여 자료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공 을 확보하기도 하 다.특

히,후자와 련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차시마다 당시의 학문 사조와 사회 요구를

반 하여 내용을 추가하고3),실제성을 띠는 언어 자료를 발굴하거나4)학습자의 흥미

와 참여를 담보하는 활동을 설계하는 등의 방향에서 교육 의미를 구체화하여 왔다.

문제는,교육 문법에 한 이러한 근이 교수․학습의 실천성을 담보한다는 기치

아래 즉자 이고 증 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가르치는 방법을 범 와 계열을 갖춘

실천상의 략으로(박인기,1996:95)인식되지 못하 다는 데에 있다.문법교육의 실행

을 도모하는 다수의 논의들이 일정한 이나 지향이 부재한 가운데 산발 이고

편 인 양상을 보이게 된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즉,이론과 실천의 괴리라는 문제

에 주목하여 후자의 구체화를 지향하면서도,즉각 유용성과 교실의 투입 가능성을

잣 로 처방 으로만 교육 문법을 실체화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그 이면에

서 ‘단 하나의 실천’에 한 기획을 교육 문법의 실행으로 성 하게 환원하는,경도된

인식을 읽어 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편향된 인식은 문법 교과의 핵 교육 내용인 문법 지식의 교육 본

질에 한 천착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진단한다.다시 말해,교육 문법을 문

법교육학의 독자 연구 상으로 상정하면서도 그 본령을 이루는 문법 지식과 분리하

여,문법교육학의 ‘이론화’를 지향하기5)어려운 층 의 단일 맥락 실천을 교육

근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는 것이다.문법교육 이론의 정합 정립은 문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교육 상에 한 입체 조망을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의 표피만을 연구 상화한 결과,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은 여 히 학문 문법

의 요약본과 등치한 채 실천의 층 에서는 그 요약의 결과들을 ‘손 수 없는 역’으

3)더욱이 이 과정은 이나 목표의 층 에서 개된 것도 아니어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기

존 교육 내용 자체의 변화 폭은 단히 좁았으며 다만 소수의 교육 내용이 추가되는 정도 다.

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로 한정해 볼 때,5차의 ‘의미론’,6차의 ‘이야기’단원이 새롭게 들어온

것은 기존 교육 내용의 해석 심화나 확장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맥락이나 체계가 없는 가운데 추

가로 해당 내용들을 덧붙이는 방식이었다.

4)‘실제 (authentic)언어’를 강조하는 일부 논의들에서 언어 자료의 실제성만 확보하면 곧바로 학

습자의 실제 언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식의 비약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이에 한 비 은 이

희(2012ㄴ:194-195)를 참조할 수 있다.

5)문법교육학의 독자 이론이 존재하는가 혹은 그간 문법교육학 연구는 체계화된 이론의 생성에

기여해 왔는가의 질문에 선뜻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주세형(2014)에서는 ‘이

론과 실제는 상충되는 개념이다.’혹은 ‘이론이란 수업을 한 실천 지침이나 기법이다.’정도의

이론의 실천성에 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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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남겨 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의 근은 두 측면에서 근본 인 문제를 야기한다.첫째,‘문법 교과는

지식 교과이다.’라는 명제와 련하여 필연 으로 가해지는, 편 ․탈맥락 지식을

무의미하게 강조하여 무기력한 지식을 양산한다는 비 에 한 개신의 방향을 탐색하

기 어렵게 한다.특히,문법교육에 한 비 의 핵심 근거인 지식의 단편성은 지식의

이성 하가 곧 학문 지식의 특성이라는 오해의(주세형,2006ㄱ:128)주된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 문법은 학문 문법과는 별개의 문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극단으로까

지 이어진다.그러나 모든 지식은 학문 안목으로 사태를 찰할 때 형성되며 개별 지

식들을 일정한 구조로 체계화할 때 비로소 학습자들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에

서(이 희,2008:3),단편 지식과 학문 지식은 동의어가 아니다. 한,개별 교과의

독자성은 교과의 배경 학문을 통해 확보되며 학문 상과 학습 상은 상호 무 한 이

질 층 가 아니라는 에서도,문법교육은 학습자들이 언어로 표 하고 표 된 언어

를 이해할 때 작용하는 내재된 문법 능력과 이를 학자들이 연구하여 기술한 학문 체

계를 동시에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이성 ,1998:204-211).

교육 문법과 학문 문법의 변별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가의 문제에 더해 학문 문법

을 통해 확보한 문법 지식을 문법교육의 장면에서 어떻게 내용 으로 실체화하여 구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지식 교과로서의 문법교육의 속성으로 간주되

는 ‘무미건조함’은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자체가 아닌 ‘문법 지식을 잘못 가르치는

것’과 련하여 제기될 때만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즉,교과서 인 지식을 단편

언술의 형식으로 암기해서 재생함으로써 지식을 ‘정보의 부스러기(장상호,1998:89)’로

락시키는 상을 문제 삼아야 하지,교육 내용이 지식 심으로 되어 있다는 교과

특수성 자체가 비 의 소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지 에 주목하여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을 어떠한 층 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내보일 것인가의 문제,곧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화를 논의 상으

로 삼는다.다시 말해,문법 지식 자체에 한 깊이 있는 탐색이 없이 일회 인 실천의

가능성들을 나열하는 방향도,기존 학문 문법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새로운 문

법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근하는 방향도 교육 문법의 온 한 정당화가 될 수

없음을 제하되,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의 체계를 세우는 데에 주력하 던 기

존 성과를6)기반으로 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구 해 내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다.지식의 요성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해도,단순히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6)이 방향의 연구 성과에 해서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가운데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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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식을 어떻게 아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 교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임청환․권성기 역,2006:24).

이때,교육 내용을 실체화하여 구 하는 과정의 핵심 거는 무엇보다 지식을 직

면하는 문법 학습자를 심에 둔 가운데 마련되어야 한다.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와 학습자들을 잘 가르치기 해 문법 지식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

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교육 문법의 변별 논리를 피상 으로만 근하

는 논의들의 두 번째 문제가 이러한 지 에서 확인된다.특정 개인 군가의 지식이 있

을 뿐이지 소유자가 없는 그냥 지식은 있을 수 없고(조 태,2006:250),해당 교과 지식

이 학습자의 일부로 자리 잡아 그 자신의 안목으로 형성되어야 성공 인 지식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과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요

인을 철 히 분리하여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다시 말해,교육 내용의 측면에서는 학문

정합성에 기 한 기술 합리성을 강조하면서도 학습자 심을 표방하는 장면에서

는 이러한 정합성과 합리성이 교육 설계의 거로 의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학

습의 용이성이나 효율성 정도로 손쉽게 치되고는 한다.

학습자와 지식의 계는 비록 립 인 긴장 계에 있으나,그 다고 해서 서로 모

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의 양 지주로서 교육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홍은숙,1999:333).문법 교육 내용을 실체를 갖추어 구 하기 한 과정의 지향 을

입론하고 그 구체태를 구안하고자 하는 본고의 실증 근거는 이러한 계에 한 탐

색을 통해 확보된다.즉,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할 때의 핵심 참조 지 을

문법 지식과 문법 학습자의 양 축으로 상정하되,두 요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면을 교

육 내용 구 을 한 거 틀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이때,교육 내용은 교수자 혹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조직화된 지식이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편화된 경험으로

존재함을 감안하여(이성호,2004:15-20),특히 학습자들이 경험 차원에서 문법 지식

을 내면화해 나가는 능동 인 조작과 사고의 양상을 탐색하고,이를 교육 내용 구 을

한 기제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문법 학습 상에 한 인지 탐색은 문법 지식의 이

해를 한 인식의 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이는 문법 지식의 교수 상과도 하

게 상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문법교육 실상을 되짚어 보면,‘학습자 심’이라는 언술만이 교조 으로

가치화되었을 뿐 학습자는 ‘있는 그 로의 지식’을 맹목 으로 수용하는,백지 상태의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자연히,학습자와 문법 지식 사이의 간극은 더욱 넓어져 다음과

같은 반응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에 해 지니는 보편 인 인식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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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된 것이 사실이다7).이는 능동 으로 개되는 학습자의 사고의 흐름이나 탐구의

단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알아야 될 사실들 원리들의 집합체만을 제시해

온 결과이다(양미경,2008:154-155).

(1)문법을 공부할 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다른 수업은 책

을 읽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문법은 말 자체도 생소한데 비슷한 말

도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를 들어,어근이랑 어간이랑,어미,어 ,

명사형,명사화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진도를

나가기 어려웠습니다.그냥 그 개념은 생략하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단원에 그 개

념이 나오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UK-11]

(2)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웠던 은,구체 인 사례들을 통해 하나의 지식을 이해하

려고 해도 그냥 그 지식 하나만 알게 되지,그것을 벗어나면 다른 얘기가 나

온다는 이다.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떤 정의가 내려지면 이게 어떻게 형성

된 것인지를 구체 으로 형성 과정과 사례들을 체계 으로 제시하여 이해하기가

편하 다.그러다 보니까,문법은 시험을 볼 때 암기를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방 잊어버린다. 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이번 시험은 형태소만,다음 시험은

문장 성분,이 게 따로따로 하니까 머리에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이거 같고 게

거 같고 헷갈리고 방 잊어버린다.[㉮-US-9]

학습자들에게 문법 학습은 분명 이질 이고도 낯선 경험이어서 문법 교과는 흔히 경

성(硬性)교과로 인식된다.이제까지는 사용의 단 이고 소통의 단 던 언어가 문법

교육의 국면에서는 분석의 단 가 되어 쪼개지고,각종 문법 용어들로 명명되고 설명

되기 때문이다(남가 ,2011ㄴ:118-119).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직 으로만 인식해

오던 다채로운 언어 상들을 분 화하고 구조화할 것을 요구받는다.문제는 이러한

양태가 학습자들의 인식 방식이나 경험에 기 한 이해를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

과 정의와 사례만이 난무하는 형태로 개되다 보니,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은 철

히 외부의 지식으로만 남는다는 이다.이해로서의 지식 구성을 온 히 경험하지 못

한 학습자들에게 문법 교과는,‘다른 교과들과는 달리’ 문성이 높은 용어에 내포된

개념 의미를 내면화하기도,촘촘한 체계로 연결된 개념 간의 계를 구조화하기도

어려운,‘이해도 안 되고 외워도 방 잊어버리는’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7)(1),(2)는 국어교육 공 학생들이 등학교에서의 문법 학습 경험을 회상하여 문법 공부가 왜

어려운가에 답한 결과 일부이며,(3),(4)는 같은 질문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이다.구체 인 자료 수집 방식 기호 구분에 해서는 3 의 연구 방법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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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조건 읽고 외우다 보니까 이 상이 왜 이 게 되는지 납득이 안 되고 무슨 소

린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시험용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시

험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린다.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과정이 없다

보니 흥미도 방 잃게 된다.[㉮-HB-52]

(4)문법 공부를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내용에 한 이해가 100%가 아니라는 이

다.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넘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선생님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

시려다 보니,교과서의 정의나 뭐 그런 것을 꼼꼼하게 읽어 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교과서랑 선생님 설명이랑 거의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도 부분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HB-47]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학습자들이 ‘나름 로’채택할 수 있는 인식 략상

의 선택항은 그다지 많지 않아 개 (3)과 같이 이해가 제되지 않은 상태의 암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학습은 지식의 단편을 단순히 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그들 내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기 로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는 과정임

을(권성기․임청환 역,2000:75)반 하지 못한 결과이다.구체 으로,(4)에서는 교사

의 설명이나 교과서의 기술에 학습자가 모종의 이해 방법을 획득하여 이해 행 를 경

험하도록 돕는 장치가(권석일 외 역,2010:39-40)부재함을 토로하는데,이러한 맥락에

서 학습자는 지식의 참여자가 아닌 람자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문법 교육 내용은 외

부 지식을 학습자의 인식 지식으로 환하기 한 통로로 기능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지식 구성’을 유표화하여8)문법 교육 내용의 구 문제를 다루고자 함은

이러한 상을 문제 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즉,지식에 한 앎은 외부에서 일방

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앎의 주체가 내 조정과 변형 과정을 거쳐 새롭게 구성한

다는 인식론에 기반하여,‘구성 행 ’로서의 문법 학습을 추동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의 실체화 방향을 타진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표이다. 술하 듯이,이 방향의 조

은 문법 학습자를 향해 있어야 하며,구체 으로는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개인 인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내면화(장상호,2000:24)’하는 양상이 반 된 문법교육의 기획,

혹은 그러한 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문법교육의 설계로 실 되어야 한다.교육 내용으

8)이 에서,본고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철학 배경으로 삼는다.구성주의에 따르면,학습은 학습

자들이 학교에서 하는 새로운 개념과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며(Villegas

＆ Lucas,2002:25),이는 곧 지식 구성의 과정이기(김신곤,1998:102)때문이다.문법교육의 경우

에는 그간 지배 인 교수․학습 이론으로 등장한 바 있는 탐구 학습이 구성주의를 직 으로 반

하는 결과물일 것인데(구본 ,2009:11),본고에서는 철학 차원의 구성주의가 가시 구체물로

되기 이 에 인식론 차원의 근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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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지식은 학습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학습자 내부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구

성되며,새롭게 구성된 지식은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식에 한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컨 ,본고에서는 문법교육의 본령은 문법 지식이라는 아래,학습자의 문법

학습 양상을 찰하고 그 안에서 교육 내용 실체화의 기제로 발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나아가,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교육 내용 구 으로서의 ‘지식 구성’

이 첩되고 교직되는 지 들을 포착하여 이를 문법교육 설계의 논리와 규 으로 이론

화하고자 한다.이를 해,다음과 같은 단계별 세부 목 을 상정하고 문법 지식과 학

습자의 두 측면에 한 탐색을 통해 연구 문제에 근할 것이다.

첫째,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그 범주와 기제를 탐색하여 학습자들

이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한 이론 틀을 마련한다(Ⅱ장).

둘째,앎의 주체로서 문법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개되는 지식 구성의 양상을

세 하게 살펴 교육 내용의 구 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다(Ⅲ장).

셋째,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마련한 구 기제에 근거하여 ‘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교육 내용에 해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모하기 한 교육 내용의 구 실

제를 구안한다(Ⅳ장).

2.선행 연구

본고의 연구 주제가 지니는 연구사 정 를 가늠하기 해서는 측 가능한 교육

내용의 구 층 9)를 고려하여 ‘내용 선정 체계화’,‘내용 조직’,‘내용 표상’의 세 측

면에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때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볼 것인

가의 문제,다시 말해 문법 교육 내용이 어떠한 실체를 띠는지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지식 교과라는 본유 속성상 문법교육은 국어과 내 다른 역들에 비해 비교

교육 내용이 명료하다는 인식이 지배 이어 왔지만,최근에는 입체 이고 맥락 인 시

선으로 교육 내용을 바라보아 문법 지식과 학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호 작용의 과

9)특정 주제의 연구사 의의를 확인하기 해 기존의 성과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해당

주제에 한 연구자의 이 투 되기 마련이다.본고에서 선행 연구들을 이러한 세 범주로 분

류한 것은 이후 Ⅲ장에서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들의 구성 양상을 살피는 데에도,Ⅳ장에서 교

육 내용의 구 실제를 구안하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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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결과 역시 교육 내용으로 인식하는 논의들도 산출된다.문법 교육 내용에 한

인식의 폭이 차 넓어져 지식 자체에 한 강조를 넘어 유의미한 문법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학습자의 변화로서의 태도나(김은성,2006)10)문법을 문법답게 다루고 문법

으로 사고하는 경험(남가 ,2008)역시 문법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다.교육과정 내용 체계 표의 구성 요소에 태도,탐구 등이 포함되어 온 양상

을 통해서도 이를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본고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에 한 이

러한 인식의 환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통상 지식으로 간주되어 오던 요

소들에 을 둔 논의들로 범 를 좁 연구 성과들을 되짚고자 한다.확장된 시각으

로 교육 내용을 의미화하는 논의들 역시 여 히 그 근간에는 문법 지식이 자리한다는

에서11)가장 근본 인 지 에서부터 문법 교육 내용을 실체화해 온 흐름을 탐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1.교육 내용 선정 체계화 연구

특정 지식이 교육 내용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한 교육 작업은 우

선 어떤 지식에 교육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해당 지식들을 어떠한 체계

로 묶어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 에서부터 시발된다.본고에서는 연구 방법의 한계

상,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 의 제한상 이 지 을 본격 인 논의 상으로 삼기

는 어렵지만,일련의 차로 개되는 교육 내용 구 이라는 주제의 연구사 의의를

확인하기 해서는 이 지 을 탐색의 출발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그런데 교육 실행

의 실 여건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개입됨은 필연 이어서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체로 학문 문법의 결과물 언어 교수에 잠재 으로 유용한

10)모든 교과에서 태도는 교육의 출발 이자 지향 이다.이 에서,태도와 지식은 같은 층 의 교

육 내용으로 상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7차 교육과정에서 ‘지식,기능,태도’의 세 축에 따라 성

취 기 을 무리하게 당하는 방식이 야기한 문제에서도 이를 실감하는데,김은성(2006:94)에서

역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상세화된 태도 요소가 따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 상이 아

니라 활동 안에서 특정한 내용과 더불어 가르칠 상임’을 밝 이러한 방식을 경계한다.

11)김은성(2012ㄷ:405-415)에서는 ‘결과 심’과 ‘과정 심’으로 구분하여 기존 성과들을 탐색하는

가운데,각각의 핵심 요소로 ‘지식과 태도’,‘경험과 활동’을 선정한다.그러나 ‘결과 없는 과정은

없고,과정 없는 결과 역시 없다(김은성,2012ㄷ:415)’는 인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항존 으

로 구획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이러한 인식은 본고에서 구성을 강조하는 배경과도 맞닿

는데,흔히 설명 형식을 취하여 결과물로서의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한 안으로 경험과 활동

을 강조하고는 하지만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는 과정과 결과가 통합된다고 보는 것,즉 설명에

한 이해 역시 하나의 경험과 활동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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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들을 추출하는 방향으로(최 환,1992:47)비교 이른 시기부터 교육 내용 선정의

논리를 구축해 왔다.

일련의 내용 선정 기 들을 직간 으로 체계화한 민 식(1992),이 규(1994),이

충우(1997),이성 (1998),이 규(2006)등의 성과가 이에 해당하는데,그 구체 내용

은 [표 1]과 같이 요목화될 수 있다12).그런데 이 논의들은 학문 문법과 변별하여 교육

문법의 실체와 속성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가치 있는 통찰이면서도,교육 일반의 보편

성과 문법교육의 목표 층 에 기반하여 지나치게 포 인 수 에서 내용 선정의 기

을 마련하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기술의 층 가 엄 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13)

등에서 거시 인 수 의 방향성만을 입론할 뿐 교육 내용 실체화 과정의 구체 이고

상세화된 내용 선정의 기 으로 작용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따른다.

선행 연구 교육 일반 보편성
문법교육 특수성

목표 차원 내용 기술 차원

민 식(1992)14) 보편성 실용성 /기능성 /규범성 간결성

이 규(1994) 개념,명제, 차

이충우(1997)15) 통일성 규범성 /기술성 /생산성 간결성

이성 (1998) 통일성 목표지향성/규범성/실제성

이 규(2006) 학습자 심 실제 심 /기능 심

[표 1]선행 연구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 선정 기

무엇보다 [표 1]의 논의들에서는 선정된 교육 내용을 면하는 학습자 요인이 본격

12)개별 논의들에서는 일정한 범주 부여 없이 열거한 기 들을 본고의 단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13)이 외에도 이병규(2006)에서는 그간 ‘체계 심 근법’이 문법 역의 내용 선정 방법론으로

기능해 왔음을 비 하고 학습자의 언어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기 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자료 심 근법’을 제안한다.즉, 표성을 띠는 학습자의 말뭉치를 체계 으로 분석함으로

써,국어 사고력 발달의 양상,사용 빈도,오류 분포 등을 포착하여 이를 기 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구체 ‘실제’를 보이는 과

정에서는 학년별․수 별 배열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층 가 구분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14)민 식(1992)에서는 ‘내용 선정 기 ’을 직 으로 언 하지는 않지만,학문 문법의 변천 과정

속에서도 그것과 비되는 학교 문법의 불변 특징을 이상과 같이 제시한다.

15)이충우(1997)에서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해서는 규범성에는 다소 어 나더라도 언어

실에 부합하게 있는 그 로의 문법을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술성’을 선정 기 으

로 제안하는데,내용 기술의 방향성을 언 하지만 실상 그 본질은 ‘실제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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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천착되지 못해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문법 지식이 어떻게 내재화되게 할 것인

가에 따라 내용 선정의 기 이 달리 작동될 가능성이 차단된다.민 식(1992),이충우

(1997)에서 제안한 ‘간결성’정도가 이에 한 고려일 것인데16),여기에는 최 한 간결

하게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기술하여야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이 놓인다.그 지만 개별 문법 지식들 간의 종 ․횡 계에 주목

하여 촘촘한 문법의 짜임을 ‘구성’해 가야 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간결성만을 기 으

로 선정된 교육 내용은 오히려 인지 단 을 유발하여 문법 지식을 편화하는 결과

를 래할 험이 크다.

내용의 선정이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기 한 가장 앞선 단계이면서도,역으로 학습

자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혹은 내면화하게 할 것인가의 최종 지향이 이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춘근(2002),구본 ․신명선(2011)에서 간

으로나마 확인된다.먼 ,이춘근(2002)에서는 (5)와 같이 선정 기 을 제시하는데,

‘언어학 타당성’은 배경 학문을 기반으로 삼는 모든 교과 교육의 일반 인 잣 라는

에서 새롭지 않지만,‘교육 성’을 상 기 으로 제시한 데에서 문법 교육 내

용의 선정이 비단 문법 지식 자체의 내재 속성에 기인하여 개되는 것만은 아니라

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그러나 주세형(2006ㄱ:22)의 지 로 ‘일반 인 개념과 원리,

탐구 과정의 경험( 차)’은 실제 교육 내용을 제안한 것이지 선정의 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문법교육의 목 ,간결한 체계’는 앞선 논의들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에서 ‘교육 ’의 의미가 풍부하게 실 되지는 못하 다.반면,구본 ․신명선(2011)

에서는 내용 선정 과정에서부터 학습자 요인이 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

다 구체화된다.해당 논의에서는 문법을 세부(혹은 하 )규칙에 한 탐구보다는 이들

을 통어하는 규칙의 다발로서의 ‘원리’로 규정하면서 내용 선정의 원리를 (6)과 같이

체계화한다.즉,교과로서의 문법 지식과 이를 면하는 학습자를 내용 선정의 두 축으

로 상정하되,특히 학습자가 ‘소화할 수 있는’을 내용 선정의 원리로 제시한다는 에

서 이 논의들과 차별화된다.물론,그 구체화 양상을 면 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

아 자칫 선언 수 에서만 해당 원리가 탐색될 험이 있지만,간결하게 내용을 선정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시각에서 학습자를 고려한다는 에서 본고의 논의에 유효한

시사를 주는 논의 하나이다.

16)이 규(2006)에서는 ‘학습자 심’을 내용 선정의 기 으로 천명하면서도 ‘학습자의 문법 능력(지

식 능력,사용 능력,태도 능력)의 신장’을 한 내용의 선정 정도로 해당 기 을 추상화하여 그

구체 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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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춘근(2002)의 내용 선정 기

1.교육 성 2.언어학 타당성

1.1.문법교육의 목 2.1.형태 심 지식과 기능 심 지식의 조화

1.2.일반 인 개념과 원리 2.2.새로운 지식과 검증된 지식의 조화

1.3.탐구 과정의 경험( 차) 2.3.보편 문법 지식과 개별 문법 지식의 조화

1.4.간결한 체계

(6)구본 ․신명선(2011)의 내용 선정 기

과목 내 합성의 원리:문법 지식의 구조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 선정

과목 외 합성의 원리:국어 교과의 거시 목 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 선정

학습자 내 타당성의 원리:학습자의능력과수 ,경험과흥미를고려하여교육내용선정

학습자 외 타당성의 원리:국어생활의문제를개선하고 망을제시하는교육내용선정

한편,거시 인 에서 문법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내용 선

정에 한 논의와 맞물려 축 되었는데,권재일(1995),최 환(1995),김 해(1997),이

규(1998),이춘근(2002),민 식(2006)등을 시한 일련의 성과들이17)그 결과이다.

이들은 선정된 교육 내용에 체계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상 조직자를 상정하

여 내용 체계의 근간을 세운다는 에서 내용 선정을 한 기 이자 틀을 제안하는 논

의이기도 하다. 컨 ,이 규(1998)의 (7)이나18)민 식(2006)의 (8)과 같은 내용 체

계화 결과를 통해 ‘지식,사용(실용,생활),태도’가 문법교육의 핵 인 내용 선정 기

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7)이 규(1998)의 내용 체계화

지식 역 ㉠언어 일반-언어의 본질/언어와 인간

㉡국어 특수- 말(음운론,형태론,문장론,의미론,화용론)

옛말(옛말의 문법,국어사)

사용 역 ㉠어문 규정-어문 규정/기본 어휘

㉡국어생활-바른 국어생활/풍부한 국어생활

태도 역 ㉠한 가치-한 의 역사/한 의 가치

㉡국어사랑-국어를 빛낸 인물/국어의 발 방향

17)해당 논의들 특히 최 환(1995)은 이른바 통합론의 입장에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

로 삼으면서도,내용 체계화 결과는 다른 논의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즉,내용 체계화가

그것이 지향하는 문법교육 에 의거한 산물임에도,구체 결과물의 외연이 두드러지게 변별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한 논의는 남가 (2008:6-9)을 참조할 수 있다.

18)이 규(1998)는 김 해(1997)에서 ‘지식(우리말 알기),태도(우리말 가꾸기)’로 내용 체계를 이원

화한 것을 바탕으로 문법을 실용성을 강화하고자 ‘사용’ 역을 추가하고,구체 인 내용 항목들

의 배치를 정련화하여 제안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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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 식(2006)의 내용 체계화

지식 문법

㉠ 일반 언어의 이해:국어의 상,계통,특성,언어문화 등의 이해

㉡ 구조 문법의 이해:언어 구조(음운,형태,단어,문장,담화 구조)의 이해

㉢ 역사 문법(국어 변천사)의 이해:고 언어 자료의 문법 이해

㉣ 국어 규범의 이해:발음,표기,어휘,문장,담화 규범의 이해

㉤ 국어 태도의 이해:국어에 한 태도 함양의 생태 국어학(국어순화),국어의

사건사,인물사,운동사,문화사 등의 이해

생활 문법(실용 문법):화법 문법,작문 문법,독서 문법,문학 문법

이러한 성과들은 보다 실 인 국면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후하여 문법 역 혹은

교과의 내용 체계를 최 화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이 과 비교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반 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지식,기능,맥락’,‘실제,지식,탐구와 용,태도’등의 내용 체계 거에 한 타당성

과 거 사이의 계에 한 정합성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신명선(2006,2008),임칠성

(2007),이병규(2008),박형우(2010)등이 그 성과이다.이들은 교육과정 조직자로서의

내용 체계화 문제를 다룸으로써 앞선 논의들에 비해 문법교육의 상되는 실행 속성

을 보다 화하지만,각각의 내용 체계 거들이 결국 내용 선정의 기 으로 작용한

다는 에서 이 논의들과 크게 변별되지는 않으며,그 결과물 역시 유사한 외연을 지

닌다. 한,여러 실 요인들의 개입 결과로 출 한 선택 과목 ‘독서와 문법’교육과

정에서 문법 교과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서 교과와의 유기 통합을 지향하는 방

향에서 내용 체계를 탐색하고 구안하는 성과들로는 민 식(2010),송 정(2010),임규

홍(2010),이 규(2011),김규훈(2011),이 희(2012ㄴ)등이 보고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문법교육의 주된 교육 내용은 문법 지식이라는 시각 속에서 새로운

의 유입에 따라 지식의 범 를 확장하거나 그 성격을 재규정하는 방향에서 내용

선정의 기 을 세우고 그 결과를 일련의 체계로 제시한 성과들이다.그런데 모종의 기

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화한다는 것은 교과로서의 문법 교육 내용이 실

제 교수․학습으로 실 되기 한 이상 ․추상 조직 방식이어야 함에도(주세형,

2006ㄴ:127)불구하고,선행 연구들에서는 체로 교육 논리에 한 면 한 탐색이

충분히 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혹은 인 학문에서 지식이 지니는 자체 인 논

리성이 곧 내용 선정 체계화의 기 이나 원리로 간주되어 왔다.이에 따라 문법교육

이 이제까지 국어국문학의 학문 틀을 벗어나 자족 교육 설계를 하지 못해 왔다는

지 에서(임칠성,2011:9-10)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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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의 이면에는 내용 선정 체계화의 과정에서 학습자 요인에 한 무게

심이 충분히 실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자리한다.교육 내용의 선정 체계화는 결국

학습자들이 체감하는 층 로까지 그 실제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문법교육

의 상과 가치를 내재 ․외재 으로 정당화하기 한 일환으로만 해당 주제가 다루

어져 왔다는 것이다.물론,층 에 따른 목 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선정 체계화 작

업이 층 으로 실행되어야 하겠지만,결국 이러한 작업의 궁극 인 지향은 문법 지

식과 학습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한 교육 내용의 설계로 귀결됨을 고려할 때,

각 층 에서의 작업 결과는 유기 으로 연동되어야 한다.즉,거시 차원에서 교육 내

용을 선정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으로 가장 구체 인 수 의 선정 체계

화 논리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 내용 실체화의 일환으로서 교육 내용

의 선정 체계화 작업은 문법 지식 그 자체의 논리를 포착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

련의 기획을 통해 설계되는 문법 교과의 실행 과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2.교육 내용 조직 연구

문법 지식에 한 체계 이해는 그간 문법교육의 부인할 수 없는 본질 목표

하나 다.지식이라는 상 자체가 그러하듯이,문법 지식 역시 주요 개념들이 서로

하게 얽히는 유기 속성을 띠는바,문법 학습이 일회 이고 선형 으로 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일 된 논리로 꿰어지는 문법 지식의 체계에 한 강조는 문법교육의

당연한 제 던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체계를 갖추어 교육 내용을 선정했다고 하더

라도 실제 교육 내용을 구 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순서와 계 속에서

세부 문법 지식들을 하게 할 것인가,즉 교육 내용에 어떠한 조직의 논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연 으로 동반된다.그러나 목표 담론을 심으로 내용을 선

정하고 그것의 거시 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다 보니,이러한 세 한 수 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

러한 가운데 일련의 내 설계 논리를 토 로 문법 교육 내용의 짜임새 있는 조직 방

식을 입론한 이춘근(2002),민 식(2002ㄴ)은 이 분야의 몇 안 되는 선구 논의이다.

먼 ,이춘근(2002)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층 를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구

조화와 계열화로 세분하는데,선정된 문법 지식을 논리 구조와 학습의 순서를 고려

하여 조직하는 방식이 구조화라면,구조화된 내용이 반복․심화되도록 조직하는 방식

이 계열화라는 것이다.나아가 조직의 단 와 범 를 기 으로 구조화를 다시 ‘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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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내용의 구조화 → 부분 역 내용의 구조화 → 단원 내용 구조화 → 단 수업 내용

구조화’의 층 로까지 세 하게 나 다.문법 지식의 편화된 학습을 지하기 해

서는 교육 내용 조직의 수 을 가장 세 한 부분으로까지 미시화해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교육 내용에 해서도 어떠한 기제에 주목하여 내용 요소의 조직을 꾀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에 타당한 을 형성하게 한다.그런데 이

춘근(2002:161-255)에서 구안한 구조화의 결과물을 들여다보면,교육 내용의 제시 순

서에 따른 각 층 별 조직의 섬세한 양상이 다루어지기보다는 체 인 구조의 외연을

그려 내는 데 논의가 집 되어 실상 앞서 다룬 내용 체계화와 크게 변별되기 어렵다.

한, 루 (Bruner,1960)의 ‘지식의 구조’개념에 기반한 그의 계열화 논의는 개별

지식 사이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한 차원의 조직이 아닌 자체 으로 세운 일정한 단

계에 따라 핵심 지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 단계로 갈수록 덜 핵심 인 지식들을 덧

붙여 가는 방향을 취한다는 에서 계화의 한 방식을 제안한 것에 가깝다19).

보다 세 한 차원으로까지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을 구체화한 성과는 민 식

(2002ㄴ)에서 확인되는데,그는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수 에 따라 배열하고 항목별로

난이도에 따라 계 으로 조직하기 한 계화 논의의 요성을 언명하며,외

계화와 내 계화로 구분하여 이 문제에 근한다.즉,학년별로 학습 내용을 배열하

는 차원의 계화와 학습 내용의 내부 조직으로서의 계화를 구분하는 것이다.물

론,민 식(2002ㄴ)에서는 자에 을 두어 일정한 단계에 따른 계화를 주로 논의

하지만 ‘언어의 창조성,규칙성,사회성,역사성은 어느 것을 먼 가르칠 것인가’,‘발음

교육에서 자음,모음, 분 음소를 어느 것부터 가르칠 것인가’,‘연결 어미 교육은 어

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여 두 층 의 계가 상호 무

하지 않음을 제한다.본고에서는 체로 민 식(2002ㄴ)의 내 계화에 을 두

어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를 다룰 것이지만,이를 통해 탐색될 내용 조직의 기제들은

교육 내용 구 의 최종 인 구 실체로서의 외 계화의 기반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지 이다.

19)통상 계열화(系列化,sequencing)와 계화(位階化,staging)라는 교육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컨 ,이춘근(2002:317)은 논리 인 계에 따른 내용의 가로 조직을 구조화로,효과 인

학습을 한 세로 조직을 계열화로 구분하는데,이때의 계열화는 계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

런데 ‘계열성을 갖추게 하는 모종의 조직 방식’이라는 계열화의 축자 의미를 고려할 때,계열화

의 문제는 비단 단계별 계 조직에만 여되는 문제는 아니다.내용 요소 사이의 명확한 계열

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정합 인 ‘구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희(2008:35-37)에서는 계열

화된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리에 따라 단계화하는 과정을 계화로

보아 두 개념을 구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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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논의는 연구사 무게와 가치를 지니면서도,보편 이고 추상 인 입론의

성격을 띤 채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를 다루어 교육 내용 구 의 실행력을 가시 으로

담보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다.교수․학습의 구체 장면을 염두에 두고 문법 지식

구성의 도를 높이기 해 세 한 수 으로까지 교육 내용 조직의 문제를 고찰한 성

과는 다년간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김은성 외(2007,2009),김호정 외(2007),남가 외

(2007)를 통해 보고된다.이들 논의에서는 음운,단어,문장,이야기 등의 특정 문법 단

를 심으로 문법 교과서에 쓰인 문법 용어를 계량화하여 추 하거나 문법 용어에

주목하여 지식 체계의 변화상을 통시 으로 탐색함으로써 단원 간 체제,세부 내용 요

소의 범 ,내용 요소 간의 조직 등의 문제를 미시 으로 다룬다. 컨 ,남가 외

(2007)에서는 4․5차,6차,7차 문법 교과서 단어 단원 체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비

교하여 ‘단어의 개념,단어의 갈래,단어의 형성 사이의 상 체제를 어떻게 조직할 것

인지’,‘조어론 내에서 굴 론을 어떻게 배치하여 조직할 것인지’,‘품사론과 조어론 사

이의 조직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학습자들로 하여 과정 이고 차 인

조어 방식을 인식하게 하기 해서는 어떠한 조직으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등으로

까지 논의의 범 를 세 화한다.

이상의 성과들은 문법 교육 내용이 지식 심으로 형성된다는 만을 비 으로

근할 것이 아니라 기술 방식이나 제시 수 으로까지 교육 내용의 조직 논리를 변별

으로 마련함으로써 ‘체계 이해’에 한 문법교육의 실천 응을 모색해 왔다는 의

의를 지닌다.그러나 각각의 문법 지식에 한 탐색 과정에서 문법 지식이 지니는 정

성이나 논리 선후 계만이 조직 방식을 단하게 하는 핵심 기 으로 상정되어,

문가의 설명과 학습자의 능동 의미 구성 과정을 혼동하는 문가의 맹 이(강 석

외 역,2008:69-71)재 될 소지가 있다.다시 말해,지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엄 한

논리에 부합하게만 교육 내용을 조직하여 실체화하면 학습자들의 ‘체계 이해’는 자

명하게 후속된다는 정도로 교육 내용 조직의 논리가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20).

이와는 달리,이미 조직이 완료된 지식을 수용하는 존재로 학습자를 간주하지 않고,

20)민 식(2002ㄴ)에서 계화의 고려 요소 하나로 ‘학습성’을 강조한 ,이춘근(2002)에서 구조

화를 논리 구조와 ‘학습의 순서’를 고려한 조직으로 개념화한 에서 앞선 논의들에서도 교육

내용의 조직 과정에 학습자 요인이 완 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때의 ‘고려’는 어디까지

나 간 인 참조 지 일 뿐 특정 지식이 학습자의 경험 차원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까지 면

화되지는 않는다. 컨 ,이춘근(2002:163)의 ‘계언은 개 체언과 함께 사용되므로 같이 학습

하는 것이 편리하다.수식언은 반드시 체언과 용언 학습 뒤에 학습해야 한다.이처럼 구조화는 학

습의 순서를 반 하고 있다.’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게 교육 내용을 조직하면 학습자의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하다.’정도의 간 추정을 가능 하는 기 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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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의 원천을 학습자의 내부에 둠으로써 학습자가 지식을 구

성해 가는 과정의 논리가 교육 내용의 조직 논리로 환원되고 포섭되어야 한다는 인식

은 이성 (1998),주세형(2006ㄱ)을 통해 제기된다.비교 이른 시기의 선행 연구인 이

성 (1998)에서는 국어학자들이 문법을 연구하는 것과 학습자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것

은 본질 으로 이질 이지 않다는 아래,문법교육을 학습자들이 언어로 표 하고

표 된 언어를 이해할 때 작용하는 내재된 문법 능력을 가르치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

에 해 학자들이 연구하여 기술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로 악한다.다만,이 과정에서

자와 후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는바,해당 논의에서는 실

천을 한 구체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아 그 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그 지

만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내재화된 양상으로서의 문법 능력이 문법 교육 내용을 조직

하는 과정에 투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본고의 기본 제와 그 로 일치한다.

이러한 인식은 주세형(2006ㄱ)에서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는데,그는 그간 문법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변인이 소거되어 왔음을 지 하며,학습자의 알아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9)와 같은 종 구조 체계화 방향을 제안한다21).즉,문법 지식

의 제시만이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일 수 없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달리 부여되

는 가치에 착목하여 개별 내용 간의 계를 그려 나감으로써 지식의 인식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해당 논의 역시 ‘문장’이라는 특정 문법 지식에 해서만 교육 내용 조

직의 최종 구 체를 사례 차원으로만 제시하여 학습자의 인식이 내용 조직의 논리로

변환되는 구체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제한 이지만,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상

을 교육 내용 조직의 핵 기 으로까지 격상한다는 에서 본고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이다.

(9)주세형(2006ㄱ)의 종 구조 체계화 방향

[1단계] 체를 개략 으로 구획하기

→ [2단계]각 부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역할 분명히 하기

→ [3단계]부분 간의 계 그려 나가기

→ [4단계] 체의 모습을 좀 더 분명히 그려 가기

21)주세형(2006ㄱ)의 ‘체계화’는 이 항에서 다룬 내용 선정 틀로서의 ‘체계화’와는 다르다.물론,그

는 교육 내용 체계는 작업의 층 와 목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결코 하나의 체계로서 고정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만(주세형,2006ㄱ:126)종 ,횡 구분을 통해 교육 논리로서의 체

계화 과정에 근한다는 에서 주세형(2006ㄱ)의 ‘체계화’는 본고의 ‘조직’에 당되는 개념이다.

이때,‘종 구조’라는 범주는 지식의 상하 계에 따른 조직 방식을 논의하기 해 상정된 것이지

구체 간 설정을 통한 계화 논의를 개하기 한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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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에 한 패러다임 차원의 환을 천명한 이들 논의는 이후 ‘조

직’을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고 학습자의 구성을 이끌어 내기

한 섬세하고 실제 인 작동 원리로 인식하는 후속 논의들로 이어진다.먼 ,주세형

(2008ㄱ),김은성(2009)에서는 각각 숙련가들의 문법 탐구 방식과 문법 교사의 지식 설

명 방식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근한다.주세형(2008ㄱ)에서는 학교 문법 이론서들을

분석하여 숙련가들이 언어 상을 두고 개해 나가는 탐구 사고의 양상을 문법 기

술 방법론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다.크게 ‘포 탐구 방법’와 ‘내용 기반 탐구 방

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면에 개재하는 숙련가들의 탐구 요인 원리를 포착함으

로써 이를 문법교육 설계의 기제로 삼는 것이다.교육 내용에 한 기술은 어디까지를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가의 후행 작업이라는 에서 주세형(2008ㄱ)에서 분석해 낸

탐구의 기제들은 궁극 으로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와 직결된다.이는 김은성(2009)에

서도 마찬가지인데,해당 논의에서는 비 교사들이 문법 지식을 설명하는 양상을 조

하게 찰하여 ‘지식 틀 세우기’를 설명 양상의 하나로 주목한다.좀 더 세부 으로

는 ‘연결’과 ‘체계화’를 지식 설명의 핵 요인으로 악하고 특정 지식 자체에만 부여

되는 ‘국지 틀’과 해당 지식이 같은 주제 지식의 범주 내에서 어떤 치를 하는지

를 보이기 해 연 지식들을 함께 다루는 ‘국 틀’을 세운다.물론,이 논의는 ‘이

야기의 구성 요소’라는 다소 추상 인 문법 지식,그것도 다른 역과 통합되어 ‘알아

두기’형식으로 구 된 교과서 단원을 상으로 삼아 시범 인 사례를 보인다는 에

서 향후 지식의 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는 형 인 문법 지식의 설명 과정의

세 한 양상을 밝히기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그러나 교사의 설명 과정에서 분석

된 구조화 방식은 문법 지식 자체의 논리 체계에 비해 학습자의 구성을 한층 세 하

게 염두에 둔다는 에서 본고의 논의에 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제민경(2012),이 희(2013)는 보다 구체 으로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기제

로서의 연결 고리 부여 방식에 주목한다는 에서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를 한층 세

하게 다룬다.먼 ,제민경(2012)은 루 (Bruner,1996)의 ‘내러티 사고’개념에

주목하여 문법 개념들을 배열하는 방식과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 어떠한 요소를 통해

실 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한다.해당 논의에서는 학습자가 교과서보다 선호하는 텍스

트는 학습자의 내러티 방식과 더 닮아 있을 것이라는 제 아래 실용 문법서를 분석

상으로 삼는데,이를 통해 설명 텍스트들에서 개념들을 연결하기 해 어떠한 장치

를 동원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계열화된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 방향을 제안한다.이

희(2013)역시 결과물로서의 문법 지식 자체의 구조 선후 계가 아닌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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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속에서 계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논구하는데,기

호성,자의성,역사성,사회성 등의 ‘언어의 본질’의 세부 내용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하

여 제시할 것인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식을 달의 상이 아닌 경험 구성의 상으로 본다는 ,이

러한 속에서 연구자나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시각에서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에

근한다는 에서 본고의 논의에 요한 참조 을 제공한다.그러나 이를 탐색하기

해 선택된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학습자와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모종의 결과물에

한 분석이어서 우회 인 근을 시도하는 한계를 보인다.본고에서는 해당 논의들의

성과와 부분 한계를 수렴하여 보다 직 으로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가는 양상에

을 둠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의 기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3.교육 내용 표상 연구

조직 층 의 작업을 거친 교육 내용들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형태로 구

하기 해서는 어떠한 실체로 교육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의 표상화 과정이 요구된다.

그간 문법교육에서는 주로 ‘탐구’의 상과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언어 자료를 기반으

로 일련의 과제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 왔는데,황화상(2005),장윤

희(2006)등의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이들 논의에서는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귀납

․발견 으로 지식 탐구 과정을 직 경험할 수 있도록 지식의 발생 맥락을 복원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문법 사고 과정을 극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설명-

탐구’의 순서가 아닌 ‘탐구-설명’의 순으로 교육 내용을 표상할 것을 논구한다.그러나

실 여건을 감안할 때 탐구 활동으로 모든 문법 지식을 표상하기는 어렵다는 ,낱

낱의 문법 지식이 아닌 문법 지식의 체계 이해에 한 표상은 논의 상이 되지 않

는다는 에서 다소 제한 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교과의 내용 지식을 다양한 수 의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이해 가능하고 유의

미한 것으로 질 인 변환을 시키느냐의 차원에서(김병수․임진 ,2014:13)교수학

변환론,교수 내용 지식(PCK)이론에 심을 두면서,문법 지식을 어떻게 표상할 것

인가의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어 논의되었다.문법 교과서에 형상화된 논리 기술 방

식이 학습자들이 문법을 ‘딱딱하다’고 지각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김은성,2007ㄴ:54)

자각 속에서 학습자의 이해 가능성을 최 한 보장하기 해 특정 문법 지식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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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로 드러낼 것인가를 논의한 심 택(2002,2004),정지은(2007),김 수(2008),최웅

환(2009ㄱ,2009ㄴ),송 정(2009)등이 그 성과이다.그런데 이들 논의에서는 지식의

변환을 두고 개되는 배경 이론의 근본 인 취의가 정합 으로 복원되지 않은 채 주

로 일회 인 사례들을 심으로 연성화의 차원에서 표상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컨 ,심 택(2002)은 문법교육의 측면에서 교수학 변환의 문제를

입론한 선구 인 연구 성과인데,해당 논의에서는 교수학 변환의 사례로 비유 모

델을 제시하며 기능에 따른 품사 분류를 강아지의 몸통 구조 분류에 (10)과 같이 비유

한다.즉,품사 분류 체계와 강아지의 구조 사이에 약간의 의미 조 을 통해 학습자들

이 지식을 인격화하고 맥락화하는 설명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문법 지식

에 한 학습자의 인식 수 과 변화 과정에 한 탐색이 반 되지 않은 상태의 이러한

근은 자칫 수업 장면에서 지식을 다루는 기법 정도로 그 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10)체언은 강아지 몸통에,용언은 강아지 발에,수식언 형사는 강아지 머리에,

수식언 부사는 강아지 발톱에, 계언은 강아지 몸통과 발을 이어주는 다리

에,그리고 독립언은 강아지 하품으로 나타내었다(심 택,2002:170).

이후,문법 교육 내용의 표상 문제는 주세형(2008ㄱ),김은성(2009),제민경(2012)등

에서도 부분 으로 논의되었는데,이 과정에서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주

요 근 경로로 삼아 표상을 비단 연성화 략으로만 소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에

서 이 논의들과는 차별화된다.먼 ,주세형(2008ㄱ)에서는 구조화된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을 열어 수 있다는 제 아래 학습자의 탐구를 진할 수 있

는 비 형 언어 자료의 요성을 논구한다.김은성(2009)에서 역시 사례의 표상성을

주요하게 다루어 사례의 원천과 맥락 유무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며 문법 지식을 풀

이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풀이 도구와 풀이 역에 따라 문법 지식의 표상 방식을 체계

화한다.한편,제민경(2012)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 표상으로서의 시와 비유는 단

일 문법 지식뿐 아니라 문법 지식의 체계를 제한다는 에서 한층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는데,해당 논의에서는 문법 설명 텍스트의 구성 과정에서 문법 개념 자체에 연결

소가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시,비유 등의 표상 방식을 통해 외재 으로 연결소

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구하는바,표상의 방식에 한 고민이 단순히 개별 문법

개념을 넘어 문법 지식의 구조를 담아낼 수 있음을 가늠하게 하는 지 이다.

한편,박인규(2013),이 희(2012ㄷ),정연주(2013)역시 각각 사례와 비유를 연구

상으로 삼아 문법 교육 내용의 표상 문제를 논구한 성과이다.박인규(2013)에서는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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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념을 상으로 교육 내용을 표상하기 한 사례의 선정 기 을 정치하게 마련하

는데,특정 개념에 내함된 다양한 속성과 학습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

정해야 한다는 의의는 인정되지만 제민경(2012)과 비교할 때 표상의 폭이 다소 제한

으로 다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즉,형용사라는 특정 문법 지식의 속성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의 측면에서만 사례에 근할 뿐 그것이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은 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희(2012ㄷ),정연주(2013)

는 모두 교육 내용의 표상 방식으로서의 비유에 주목한 논의인데,정연주(2013)에서는

주로 비유의 표피 양상에만 논의의 을 둠에 비해 이 희(2012ㄷ)에서는 표상 방

식의 하나로 비유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문법 지식을 담아내기 한

외형일 뿐 연구자나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여 히 그 안에 담겨 있는 문법 지식의 변환

양상을 주요하게 살펴야 함을 경계한다는 에서 근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한,검인정 체제에 따른 다양한 교과서의 발간이라는 새로운 교육 경험은 거시

수 의 표상 방식 다변화에 심을 기울이게 하 는데,이를 후하여 논의된 남가

(2011ㄱ),김은성(2012ㄴ)은 문법 교육 내용을 어떠한 형식 실체로 담아낼 것인가

를 논의한 표 인 성과이다.먼 ,남가 (2011ㄱ)에서는 ‘무엇을’과 ‘어떻게’표상하

는가를 기 으로 문법교육에 소용되는 텍스트를 유형화하는데,특히 논리 으로 표상

하는 경우와 우연 으로 표상하는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자에 무게 심을 둔다는

에서 교육 내용의 표상이 비단 학습자의 흥미 제고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역

설한다.김은성(2012ㄴ)에서는 그간 문법교육에서 담화는 오로지 가르쳐야 할 교육 내

용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 하며 교육 내용을 달하는 형식 실체로서의 담

화를 개념화하고,교과서 집필 경험에 기반하여 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 어떠한 요

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에 더해,김은성(2007ㄱ),오 아(2010,2012ㄴ),남가 (2012)에서는 이상의 성과

와 같은 입장을 취하되,특히 서사물의 형식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방식에 주

목하는데,학습자들의 근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견고한 체제나 구조를 지닌 문법 지

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일 된 흐름 안에서 유기 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한 편의 이

야기를 구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남가 ,2012:8) 을 표상의 논리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김은성(2012ㄴ:90)의 지 로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한 수단

인 것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어떤 내용 요소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담아낼

지, 문법 지식의 체계 조직을 투사하기 해 이야기의 구성을 어떻게 개해 나갈

지에 한 근본 인 원리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21-

3.연구 방법

학습자의 문법 학습 경험에 한 세 한 찰을 통해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화를

한 고려 기제로 기획할 가능성이 높은 맹아 요소들을 포착하여,학습자의 ‘지식 구

성’과 교육 내용 구 으로서의 ‘지식 구성’을 연계할 수 있는 실천 요인들을 체계화

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연구 방향이다.이 에서,본고는 본질 으로 이론 연구를 지

향한다22).문법교육의 목표를 ‘국어의 구조에 한 체계 이해’로 공고화하면서도 ‘학

습자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의 구성(남가 ,2012:11)’에는 크게 심을 기울이지 못했

던 그간의 연구 기반을 감안할 때,‘문법 지식의 구성’이라는 교육 실행에 한 이론

화의 작업이 우선 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23).

한편,학습자가 산출해 낸 일정한 결과물에 근거하여 문법 지식의 내면화 과정을 ‘구

성주의 ’으로 추 하고 해석한다는 에서,본고는 객 화를 지향하는 양 근보다

는 연구자의 감식력을 투입하여 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찾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

하는 질 연구 방법론의 을 취하고자 한다24).문법 지식을 면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일’은 단히 다면 이고 복잡다단한 상이기에 이를

단선 이고 기계 으로 근해서는 연구 상을 정합 으로 찰하기 어려우며,그보

다는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머릿속의 일을 직간 으로 외 화한 자료를 ‘포 ,거

시 ,주 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작업(한철우 외,2012:97)’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과

22)흔히,‘이론 연구’를 일정한 방법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 고찰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교차

검토하는 가운데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향의 연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특정 교

육 모형이나 내용을 용한 이후의 처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산출’모형의 경험 연구와 비교

할 때,이론 연구는 연구의 최종 지향을 비록 가설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을 설명하고 해석하

기 한 이론의 도출에 둔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만,이때의 ‘이론’은 의미 으로 구축된 결과물

이지 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주세형,2014:666).본고에서 이하의 흐름으로 연구를 설

계한 것은 ‘이론화’의 의미를 이 지 에서 탐색하 기 때문이다.

24)물론,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으로 근하는가에 따라 양 연구 역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라는 실체를 밝히기 한 정교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컨 ,김은성 외(2007)에서

는 음운이라는 특정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의 앎의 양상’을 찰하기 해 선택형 문항

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다.그러나 김은성 외(2007:3)에서도 제한하듯이,이 과정에

는 찰 상에 한 조작 정의가 필연 으로 수반되며,문항을 기획․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본고에서는 ‘문법 지식의 내면화’라

는 추상 이고 비가시 인 상을 확인하기 한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는 일의 요성을

제하면서도 ‘지식 구성’의 수 과 방식을 보다 폭넓게 읽어 내기 한 ‘하나의 선택항’으

로 이하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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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일’을 의미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본고는 기존 이론의 용

합성을 검증하거나 일반화를 꾀하기 해 주로 쓰이는, 상에 한 빈도를 계량화하

여 경향성을 확정하는 방향의 연구는 지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에 터하여 앞서 상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본고에서는 크

게 세 층 의 과정을 밟아 나가며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먼 ,이론 층 에서는

문법 지식을 구성한다는 행 의 의미를 고찰하기 해 지식 구성의 범주와 기제라는

두 축을 상정하여 련 이론 선행 연구에 한 면 한 천착을 시도한다. 한,실증

층 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어떠한 양상으로 구

성해 나가는가를 확인하기 해,문법 학습 경험 학습 방식에 한 보편 수 의

정보와 개별 문법 지식을 두고 이루어지는 미시 내면화 양상을 동시에 찰하고자

한다.이에 더해,실천 층 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구 실제를 구안하기 해 숙련

가로서의 문법학자들이 산출한 문법 지식 구성 결과물에 한 분석과 문법 교육과정

교과서에 한 통시 ․공시 분석을 병행하여 앞서 수합한 실증 자료와의 교차

지 을 탐색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 과정의 단계를 요하면 [표 2]와 같다.

단계 세부 목표 주요 연구 방법

이론

탐색

문법 지식 구성의

개념화

▪구성주의 지식 교육에 한 논의 탐색

▪문법교육의 설계에 한 논의 탐색

실증

탐색

문법 학습자의

보편 학습 경험 분석

▪문법 학습 에 겪는 어려움에 한 분석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학습 방식 분석

문법 학습자의

개별 문법 지식에 한

구성 양상 분석

▪특정 문법 지식에 한 구성의 어려움 분석

▪결과물 산출을 통한 지식 구성의 양상 분석

실천

탐색

문법 교육 내용 구 의

실제 구안

▪숙련가의 문법 지식 구성 결과물과의 교차 분석

▪교육과정 교과서의 통시 ․공시 분석

[표 2] 근 층 에 따른 연구 방법

그런데 실증 층 에서 문법 학습자의 학습 경험 지식 구성의 양상을 정합 으

로 찰하기 해서는 보다 정 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본고의 논의가 학습자

의 구체 경험들을 추상하는 가운데 이론화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결

과를 문법교육 실천의 설계에 환류하는 논리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 때,‘지식 구성으

로서의 학습 경험’이라는 추상 인 연구 상을 하게 개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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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이다.더욱이,인지 이고 복합 인 사고 활동으로서의 학습은 온 히 학

습자의 머릿속에서 내부 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찰

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생산한 모종의 결과물을 분석 자료로 실체화하여 간주할 수밖

에 없으며,이때 어떠한 결과물을 연구 자료로 삼아 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 으

로 해결되어야 한다.본고에서는 추상 상에 한 찰 연구의 난 들을 상하면

서도 [표 3]과 같이 층 으로 실증 자료들을 수합하여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

비고 세부 내용 차 상 분류 기호

㉮경험 기술지

작성

▪문법 학습 시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

▪서울 B고 1학년 80명

[㉮-HB-일련 번호]

▪서울 E고 2학년 80명

[㉮-HE-일련 번호]

▪문법 학습 시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

▪ 고등학교와 학에서의 문법 학습

방식 차이

▪강원K 국어교육과3학년26명

[㉮-UK-일련 번호]

▪서울S 국어교육과3학년24명

[㉮-US-일련 번호]

㉯단원별 이해가

어려운지

보고

▪교과서를 단원별로 개별 학습한 뒤,

지식 구성이 어려웠던 과 이유를

정리

▪강원K 국어교육과2학년49명

[㉯-UK-단원-일련 번호]

▪서울S 국어교육과2학년43명

[㉯-US-단원-일련 번호]

㉰단원별 내면화

결과의보고

▪교과서를 단원별로 개별 학습한 뒤,

설명 발화 형식으로 촬

▪강원K 국어교육과2학년39명

[㉰-UK-단원-일련 번호]

▪교과서를 단원별로 개별 학습한 뒤,

설명 스크립트 형식으로 기술

▪서울S 국어교육과2학년37명

[㉰-US-단원-일련 번호]

㉱단원별 학습

결과에 한

소집단 토의

▪교과서를 단원별로 개별 학습한 뒤,

1인의 설명자를 심으로 이해가 어

려운 지 에 한 토의

▪서울 E고 2학년 6명

[㉱-HE-단원]

[표 3]실증 자료의 수집 방식 상

먼 ,㉮에서는 문법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보편 인 어려

움과 이를 극복하기 한 자신의 학습 방식을 A4한 장 분량의 비교 간단한 경험 기

술지를 통해 보고한 자료를 수집하 다.㉮는 고등학생 160명과25) 학생 50명을26)

25)서울 소재 두 곳의 고등학교에서 각각 80명을 상으로 201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에

걸쳐 수합하 으며,불성실하게 응답한 기술지를 제외하고 B고 72건,E고 70건을 최종 연

구 자료로 채택하여 분석하 다.

26) 학생을 상으로 한 경험 기술지 작성은 두 학 모두 국어교육과에 재학 인 비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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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진행하 으며,경험 기술지의 분석 방법 ‘선택법27)’을 통해 읽어 낸 결과를

활용하 다.이때, 학생 집단에게는 등학교에서와 학에서의 문법 학습 방식의

차이에 한 추가 인 기술도 요구하 다.

다음으로,㉯,㉰,㉱는28)모두 7차 문법 교과서에 기반하여 진행하 는데,㉯에서는

두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개별 으로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가운데 인지 단

이 발생하는 지 과 그 이유를 교과서의 단원별로 보고하게 하 다29)30).동일 집단을

상으로 진행하 는데,K 는 의사소통교육론 과목의 수강생을 상으로 2012년 10월 31에,S

는 작문교육론 과목의 수강생을 상으로 동년 11월 5일에 자료를 수합하 다.

27)신경림․안규남 역(1994:127-131)에 따르면 경험 기술지의 분석 방법은 ‘체론 방법’,‘집 조

명법’,‘선택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자료 해석의 단 를 텍스트 체로 삼을 것인지,문단이나

문장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본고에서 수합한 경험 기술지는 비교 짧은 텍스트 안

에서도 학습자들의 경험이 다층 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단되어 문장이나 문단 단 로 세분하

여 각 단 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 다.

28)최은혜(2013)에서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 략을 찰하기 해 설문과 수업 촬 을 병행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반 인 수 에서의 외양 학습 략만을 찰할 수 있을 뿐 학습자의 내

부에서 이루어지는 내 한 지식 구성의 양상을 찰하기에는 제한 이다.본고에서는 최은혜

(2013:68)에서 보고하는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표피 반응에 한 분석으로는 교육 내용 실체화

를 한 실천 근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보다 직 으로 ‘내용과 결합된’학습

의 양상을 찰하고자 한다.

▪ 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오자 바로 질문한다.그러나 다시 설명을 한 질문이라

기보다는,자신이 해석한 것이 맞냐는 질문을 통해 사고 과정을 보여 주며,교사에게

검을 해 것을 요구한다.

▪교사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손을 들어서 질문한다.

▪교사의 모든 질문에 크게 답하고,틀리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답을 한다.자신의 답이

틀렸더라도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다음에도 계속 답변을 한다.

29)㉯와 ㉰는 학별로 동일 집단이지만 분석 자료로 채택한 수효가 달라 상 인원에서 차이가 난

다.㉯의 경우,K 는 2012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세 단원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

하 고,S 는 2013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제시된 단원 체에 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 다.

두 집단은 각각 ‘음운교육론’과 ‘국어학교육론’의 수강생들이었으며,당시 수업의 성격과 교재 편

제를 고려하여 단원을 분할하 기에 상 분류 인원에 차이가 있다.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K

음운

체계

음운

변동

단어

형성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36명 36명 11명 5명 32명 27명

S
- -

단어

형성

분류

체언

용언/수식

언/독립언

조사와

어미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 - 41명 43명 43명 42명 41명 40명

[표 4]연구 자료 ㉯의 상별 분포

30)특정 내용에 해 학습자가 지니는 모종의 의문에 답을 제시하는 일은 교과 교육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 인 방향이다.이때,학습자의 의문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해의 어려움’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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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시행한 ㉰에서는 ㉯에서 본인 혹은 동료 학습자들의 결과물을 참조하되 교과

서를 직 으로는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 상황을 가정

하여 학습 내용을 자기화한 결과를 산출하게 하 다31).다만,구어와 반구어 문어 상

황을 구분하기 해,K 의 경우 통상 인 수업 장면이 아닌 설명 상황만을 부각하

여32)2인 1조로 촬 하게 하 으며,S 의 경우 비슷한 상황을 가정하되 좀 더 형식을

갖춘 수업 상황을 상정하여 스크립트 형식으로 설명 내용을 기술하게 하 다.

끝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6명을 상으로 한 명의 학습자가 미리 특정 단

원을 학습해 온 후 이를 다른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는데33),이때

설명을 듣는 학습자들은 설명이 진행되는 도 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하 으며,설명자를 포함한 원이 참여하여 제기된 문제를 곧바로 해

결하게 하 다.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지 에서 왜 특정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해소하는지를 찰하고자 하 다.필요에 따라

나지만,교사 혹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내용을 내용화하기 한 시발 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 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에 더해 ㉯도 연구 자료로 확보한 것이다.

31)개별 으로 이해한 단원별 내용을 설명 장면을 상정하여 외 화하게 한 ㉰의 경우,K 는 2012

년 12월에,S 는 2013년 12월에 자료를 수집하 으며 개인별로 하나의 단원을 선택하게 하 다.

단원별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K 를 상으로 수합한 39개 상 자료의 평균 길이는 47.9분

이었으며,S 를 상으로 수합한 37개 설명 스크립트의 평균 자 수는 13,216자 다.

K

음운

체계

음운

변동

단어

형성
품사

용언의

활용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계

6명 6명 6명 6명 5명 5명 5명 39명

S
- -

단어

형성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계

- - 9명 11명 10명 7명 37명

[표 5]연구 자료 ㉰의 상별 분포

32)일반 인 수업 상황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변인을 최소화하기 해,‘교과서를 면

으로 참조하지 말 것’과 ‘문법 공부를 하는 동생에게 설명해 주는 상황을 가정할 것’을 요구하

다. 한,곧바로 교과서에 기 어 설명하지 말고 자신의 이해 과정 양상을 간단한 메모의 형

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 다.

33)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하 으며,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제 음운 체계
음운

변동

단어

형성 1

단어

형성 2
품사 1 품사 2 문장

일시
13.1.19.

14:30～

13.1.26.

14:00～

13.2.2.

14:00～

13.2.9.

15:00～

13.2.18.

10:00～

13.3.2.

14:00～

13.3.9.

14:00～

분량 63분 49 58분 9 65분 11 75분 2 78분 39 79분 19 90분 34

[표 6]연구 자료 ㉱의 수행 시기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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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도 하 으며,촬 한 상은 필요 부분을 사하여 분

석 자료로 활용하 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설계는 비교 균질한 자료를 일정한 틀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반 인 질 연구와는 달리 다소간은 제한된 양상을 보이기에 설계

과정의 타당성을 몇몇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먼 ,학습 과정 의 다양한 반응

에 기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화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할 때,학습자의 어떠한 반

응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구 설계의 핵심으로 제기된다.학습자의 앎의

양상을 외부 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상을 어떻게 조작 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김은성 외,2007:3)때문이다.본고에서는 특정 문

법 설명 텍스트에 해 학습자 자신이 개인 으로 이해한 내용을 다양한 문법 담화

형태로 환하여 표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외부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구성해 가

는 과정을 간 으로나마 추정하고자 하 는데,그 이면에는 학습자 자신의 인지 체

계 속에서 내면화된 지식을 외 으로 표 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지식을 공 인 지식

으로 표상할 것이라는 제가 놓여 있다.다시 말해,외부로 표출된 지식이 인지 체계

내부의 개인 지식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자를 통해 후자를 해석해 낼

수 있으리라는 합리 가정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연구 설계상의 두 번째 난맥상은 첫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찰 상으로서의 ‘의

미의 세계(서 석,2008:237)’를 풍부하게 그려 내는 일반 인 질 연구와 달리 본고에

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 변인이나 개별 학습의 맥락들을 세 하게 분석하지는 않

는다는 이다.그보다는 학습자가 보고하는 일정한 결과물에 연구자의 감식력을 투입

하여 문법 지식의 구성 과정을 해석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학습자가 왜 그러한 반응

을 보 는가를 온 히 해당 문법 지식을 둘러싼 내용 속성에 기 어 근함으로써

향후 문법교육 설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핵심

과제이며,이를 해서는 개별 변인이나 상황에 한 섬세한 기술보다는 학습자가 보

인 반응을 유 학문 역에서의 련 제, ,밝 진 명제 내용 등을 기 으로 세

워 분석하고 분류하는 방식이(주세형,2013:285)타당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다만,이 과정에서 직 인 찰이 어려운 ‘지식 구성 양상’이라는 연구 상을 탐색

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 성이 가져 오는 실제와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해,㉮～㉱와

같이 학습자의 반응을 다면 으로 악하고자 한다.이때,㉮～㉱의 자료들은 선형 이

지 않고 순환 인 속성을 지니는데,특정한 이론(혹은 결과)도출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의 계가 아닌 ㉮↔㉯↔㉰↔㉱의 계(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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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6)’로 인식하여 각 자료 간의 연 계를 토 로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기 때문이다.이는 연구 자료의 체계 인 삼각화(triangulation)를34)통해 마찰 손실을

최소화하기 한 일환이며(임은미 외 역,2009:104),‘지식 구성’이라는 찰 상을 투

입-산출의 단선 인 과정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기 함이기도 하다.

한편,미시 인 측면에서의 설계도 검할 필요가 있다.본고에서는 설명 텍스트를

개별 으로 읽는 과정에서 그 안에 표상된 언어 요소의 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인지

사고 처리 과정을 간 으로 체험한다고 보아(남가 외,2009:364)㉯,㉰,㉱의 설계

에 원천 자료를 상정하 는데,이를 7차 문법 교과서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

째,물론 해당 교과서 역시 집필자의 의도가 반 된 하나의 텍스트라는 에서 주 성

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후의 검인정 교과서들에 비해 내용 조직 기술 방식이 무

표 이라 보았기 때문이다.둘째,‘검정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 검정 기 35)’

에서도 밝히듯이 이후의 검인정 교과서들 역시 7차 문법 교과서를 원형으로 삼아 기술

되었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더해,자료 수집 과정에서 ㉱를 제외하고는 문법교육의 일차 상자인 등

학습자가 아닌 국어교육 공 학생을 상으로 삼은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우

선 이들 집단이 본고의 연구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가장 합한 사례이어서 ‘문법 지식

의 구성’이라는 추상 상에 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단하

다. 등 학습자들의 경우36),단 ․ 편 으로 문법 학습을 수행한 경우가 부분

34)삼각법은 발견된 내용을 확증하기 하여 자료 출처,자료 유형,측정 수단,연구자 등의 요인을

다양화하여 서로를 보완하게끔 하는 방식으로(박태 외 역,2009:392), 체로 양 연구와 질

연구를 조합하는 혼합형 연구로 실 되는 경우가 많다. 컨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병행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삼각화는 하나의 상을 보다 신뢰롭게 해석

하기 해 자료의 원천과 수집 방식 등을 다양화하는 연구 설계를 의미한다는 에서(임은미 외

역,2009:397)본고의 수집 방식 역시 삼각화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다.

35) ․ 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2011-361호)에 따른 검정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

검정 기 (2011,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교 문법 용어는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것에 한다.’라는 과 ‘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신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내용을 선정

하되,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을 명시한다.

36)(11),(12)와 같이 보고하는 등 학습자들을 상으로 ㉯,㉰와 같은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하 다.

(11)문법 공부는 모의고사나 수능 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집니다.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문법 문제는 보통 보기를 주어지면서 어떤 문법 지

식에 해 설명을 해 주고 옳거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그러므로 그런 것

을 해 딱히 문법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독해성을 늘려 <보기>를 잘 악하

여 답을 고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따로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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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식 구성으로서의 문법 학습’을 직 으로 체감하여 그 결과를 일련의 형식

을 갖추어 보고하기에는 단히 제한 인 반면, 학생들은 김은성(2012ㄱ:20-22)의

진단 로 문법 학습 단계의 계가 수강 학년과 과목에 따라 분명하고 각 단계로 이행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나선형 구조의 학습이 가능한 조건에서37)

문법 학습을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38).이에 따라,(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등

학교에서와는 질 으로 상이한 문법 학습을 경험하는데,이러한 차이가 문법 지식 구

성의 질 차이로 고스란히 이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13) 고등학교에서의 문법은 세부 인 단원에서 그때그때에 따라 배웠지만, 학에

서는 한 학기 내내 문법에 해서 공부하니, 고등학교 때보다 나름 로 체계를

잡아가며 체 인 틀 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면서 ‘아

에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이 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는 했다.[㉮-UK-15]

한,이들 집단이 비 문법 교사로서 외부의 지식을 내면화하는 이해 주체로서의

속성과 타인의 내면화를 돕기 한 설명 주체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도 고

려하 다39).가르침이란 반드시 이해와 함께 시작하며(Shulman,1987:7),㉰에서 개인

의 문법 지식 구성 결과를 가시화하는 방식이 ‘설명’임을 감안할 때,설명을 염두에 두

고 문법 지식의 내면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문법 지식의 구성

속성이 보다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별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HB-26]

(12)학교 국어 시간에 1학년,2학년 문법을 단원마다 조각조각 배워 체 내용은 정리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문법 체를 한 번에 배우지 않고 조각조각 배워서 효율도

낮고 필요도 없다.이걸 극복하려면 내 스스로 따로 문법 단원들만 모아서 공부를 해

야 하는데,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고,수능에서는 어

차피 문법은 그 게 깊이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HB-23]

37)㉯와 ㉰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들 집단은 평균 2.4개의 문법 련 과목

을 수강해 왔고,평균 3.3권의 문법 개론서를 했다고 응답하 다.

38)이 이 등학교 때의 문법 학습 경험과 학교 때의 문법 학습 경험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가늠

자라고 할 때, 등 문법교육에서 결정 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앞으로 보완해야 할

은 무엇인지에 해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김은성(2012ㄱ:21)의 지 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39)‘설명 장면 촬 ’이라는 동형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김은성(2009)에서는 ‘교사의 설명하기’ 상에

주목하여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화를 논의하지만,본고에서는 비 교사를 보다 숙련된

학습자로 상정하여 개인의 문법 지식 구성 양상을 상화한다는 차이가 있다.유사한 방식으로

수집한 연구 자료를 두고서도 연구의 에 따라 자료의 어느 부분에 주목하는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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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법 지식 구성의 개념과 기제

본고는 문법교육의 핵을 이루는 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도록

구 하는 과정에서의 고려 요인들을 체계 으로 이론화하기 한 연구로,구성주의 인

식론에서 강조하는 ‘인식 주체의 구성’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근하고자 한다.따라서

교육 내용의 구 이라는 교육 실행의 문제를 본격 으로 다루기에 앞서 문법 지식을

구성한다는 행 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고 그러한 개념화가 교육 실행 국면의 교육

내용 구 과 어떠한 계 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

다.이를 해,Ⅱ장에서는 그간 문법교육에서 구성주의가 수용되어 온 양상을 목표와

방법의 두 층 에서 비 으로 고찰함으로써 본고의 핵심 개념인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와 지향을 재개념화하고,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인식 행 의 구체상을 범주와

기제의 두 측면에서 밝 Ⅲ장의 연구 자료 분석을 한 이론 틀로 삼고자 한다.

1.문법 지식 구성의 개념

1.1.문법교육에서 구성주의의 수용 양상

그간 문법교육을 둘러싼 비 은 체로 편 이고 탈맥락화된 지식을 일방 으로

강요하여,학습자 개인에게 유의미하게 내면화되지 않은 지식,곧 남의 지식으로 남는

다는 지 으로(장상호,2005:362)귀결된다.이러한 지 은 비단 문법교육에만 해당되

는 것은 아니어서,통상 지식 교과로 간주되는 교과들에 팽배해 왔던 객 주의의 한계

에 한 인식을 제한다.즉,지식은 인식 주체와 독립 으로 존재하며 교육은 그러한

객 실제로서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달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한 반향으로,구성

주의 인식론에 따른 지식 교육의 방향 환을 요구하는 것이다.그런데 구성주의는

처음부터 교육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교화된 이론이 아니어서 근본 으로 이자 철

학이자 패러다임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1).따라서 어떠한 가치 체계와 신념 속에서 구

1)임성규(2001:9)에서는 구성주의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지 하며 명징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를 다

음과 같이 꼽는다.첫째,구성주의는 상 주의 인식론을 표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둘째,구성주의는 우리의 삶을 인식의 상으

로 삼지만 삶 자체가 다원 이고 복잡하다.셋째,정의를 한 언어 자체는 객 인식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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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사조를 의미화하는가에 따라 교육 실행의 양상은 다변 으로 양산되기 마련이

다.이 에서는 이러한 구성주의가 이제까지 문법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

는지를 목표와 방법의 두 층 에서 비 으로 살펴,이를 토 로 문법교육의 정합

실행을 지향하기 해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지

를 탐색하고자 한다2).

(1)목표 층 :언어 유용성의 강조

문법교육 담론 안에서 문법 지식은 양가 의미로 소통되어 왔다.구조주의 언어학

의 연구 성과에 터하여 언어 상을 상 세계로 삼아 그 구조와 원리를 탐색한 결과

로 산출되는 문법 지식과 모어 화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차원으로까지 그 외

연을 확장한 문법 지식이 그것이다.두 은 국어 교과 내 문법 역의 역할 상

과 련하여 90년 반 이른바 독자론과 통합론의 논쟁을 거치기도 하 지만,그

이면에는 본질 으로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으로 볼 것인가에 한 구성

주의 인식론이 개재한다.구성주의가 인식의 상이 무엇인가와 인식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의 두 물음에 답하기 한 이론이라고 할 때,어떻게 아는가의 문제는 다

시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로 환원되어 구성의 상에 한 역시 환시키기 때문

이다.

구성주의에서는 근원 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통해 특정 상의 인식 가치를 결정

한다.이성 (2001)에서는 이를 (1)과 같이 해석하는데,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낱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이해하

는 데에 필요한 통합된 마음 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이진희,2009:187)뜻한다는

것이다.이때,인간의 삶에 요한 지식은 탈상황 으로 발견되기보다는 맥락 으로

구성된다(박수자,2007:3).즉,구성주의에서 시하는 인식 상으로서의 지식은 삶의

맥락과 이질 이지 않으며 삶의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유용성(viability)을 지니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주의라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표 하기에는 부 합하다.

2)목표와 방법의 두 층 로 구분하여 논의를 개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근본 제를 고려한

결과이다.구성주의가 ‘무엇을’‘어떻게’인식하는가에 한 ‘앎(knowing)’의 문제를 으

로 다루는 인식론 사조라고 할 때,문법교육에서는 ‘왜에 기반하여 어떠한 언어 지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그러한 지식을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할 것

인가’의 문제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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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의 구성 과정은 곧 삶의 과정이다.사람들은 삶의 사태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며, 이 게 구성된 지식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활용한다.이것이 삶의 과정이며 동시에 지식 구성의 과정이다.이

과정에서 삶의 맥락은 지식 구성을 한 핵심 조건이지 부차 인 조건일 수 없다.

이런 에서 지식의 구성은 인식론의 문제이기 이 에 존재론의 문제이다.앎의

문제이기 이 에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이성 ,2001:68).

문법교육의 국면에서 가장 표면 으로 이러한 지식 을 견지하는 양상은 비교 이

른 시기부터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규범 문법(normativegrammar)으로 실체화

되어 왔다3).학문 문법 는 이론 문법은 언어의 내 질서를 기술하는 데 그 목 이

있지만 학교 문법은 그것을 바탕으로 의도 으로 조직하여 학습자들이 실생활에 용

는 응용할 수 있게 하되 언어생활의 규범을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음을(김

용석,2005:88)부각하여,좁게는 어문 규정 혹은 언어 에 한 기술,문법 으로

정확한 문장에 한 기술(이선웅,2014:172)정도로 규범 문법을 의미화하기도 하 으

며,학교 이외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국어 문법 지식 반을 포 하는 생활 문법이라는

개념으로까지 그 범주를 확장하기도 하 다(민 식,2008,2010).

그런데 심 택(2001)에 따르면 규범 언어 사용의 유용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의 문법교육은 형식 을 바탕으로 한 추상 체계와 규칙의 독립

존재를 가정한다는 에서 여 히 객 주의 지식 을 제한다.즉,당장의 즉물 인

유용성은 지닐 수 있다 하더라도4)언어 사용 주체와 주변 요인들과 분리하여 자족

이고 자립 으로 언어를 다룸으로써 ‘삶의 실제화된 맥락’과 무 하게 문법 지식을 가

치화한다는 것이다.나아가 그는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지식의 성 내지는 맥락성에

주목하여 외부 세계에 이미 객 으로 존재하는 지식 체계의 ‘발견’이 아닌 ‘사용 체

계로서의 문법 지식’을 구성주의 에 따른 문법 지식 으로 정립한다.다시 말해,

3)언어학 에서의 규범 문법은 기술 문법과 비된다는 에서,즉 어떤 언어 형식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것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언어 사실을 있는 그 로 기술한다는 충돌로 인해

자는 진지한 언어학이 될 수 없고 20세기의 선입견일 뿐이라는 비 이(임홍빈,2000:6)가해지기

도 한다.한편,처방 문법(prescriptivegrammar)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지나친 즉물성(卽物性)을

피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넓은 범 를 포 한다는 어감을 다는 이유로 규범 문법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이선웅,2014:169-170)쓰이기도 한다.

4)주세형(2006ㄱ:86)에서는 듀이와 로티 등으로 표되는 신실용주의(neo-pragmatism)를 원용하여

이를 설명한다.당장의 일상 사태에서 즉각 인 활용이나 사용을 제로 한 유용성,즉 속물 근

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용성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새로운 경험의 성장과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의 유용성이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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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차원의 규칙 체계와 구체 인 상황 속에서 의미 구성 의미 달의 목 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한 심과 그러한 언어의 체계를 형성하는 수행 자원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강조될 때5)비로소 구성주의의 면모가 정당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을 한’문법 지식으로의 이러한 인식 환은 이후 화용론,사회언어학,텍스트

언어학 등의 배경 학문이 문법교육 내에서 상을 하면서 ‘삶의 실제 인 맥락에서

구성된 문법 지식’에 한 강조로 이어진다.다시 말해,삶에 유용성이 있는 지식이 구

성될 수 있도록 실제 이고 진정한 맥락을 제공하는 일이(이성 ,2001:68)곧 구성주

의 을 견지하는 문법교육의 실 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이를 해,실제 언

어 사용의 맥락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장 단 심으로 문법 지식을 기술하기보다는

실제 언어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언어 형태의 사용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 이상 단 심으로(오 아,2012ㄱ:177)문법 지식을

다루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삶의 실제 인 맥락에 한 강조가 실제성이 담긴 언어 자료의 제시 정도로

손쉽게 치되는 경향이 지 않은 논의들에서 발견된다는 이다.즉,문법 지식의 학

습을 돕는 도구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언어 자료에 한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문법 지

식의 실제 맥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오도된 제를 보인다는 것이다. 를 들어,양

화사 부정의 의성이라는 문법 지식을 교과서에서 다루기 해 도입부에서 제시되는

(2)에 해,(3)의 논의에서는 작 인 상황의 설정으로 실성이 떨어지고 9학년 학

습자들의 언어 사용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 한다.그 지만 특정 문법 지식을 교

육 내용으로 구 하는 과정에서 언어 자료의 실제성 문제는 학습자의 친숙도나 흥미

제고의 측면에서 확보되는 부차 인 요인이지6),그 자체가 사용 자원으로서의 문법 지

5)심 택(2001)에서는 다시 진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를 비하여 ‘일탈 체계로서

국어 지식의 창조성’을 자에,‘합의 체계로서 국어 지식의 문화성’을 후자에 당한다.

6)이미 내재된 문법 능력을 명시 으로 상화하여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경험은 학습자의 실제 언

어 수행 과정과는 상이한 경험이어서,이를 연성화하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흥미’문제

역시 문법교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연구 주제이다.흥미는 모든 학습에서 학습자의 능

동성과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한 가장 기본 인 제일 것인데,흔히 문법교육의 실천 장면에

서는 ‘교육 내용을 덧 우는 방식’으로만 흥미 요인을 부각하는 경향이 발견된다.어떠한 방식으로

덧 워 해당 교육 내용을 내보일 것인가는 철 히 교육 내용 자체의 속성과 가치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교육 내용과는 무 하게 형성된 채 다양성 혹은 구

체성의 측면에서만 ‘흥미로운 방식’을 단하는 것이다.교육 내용 자체의 내재 흥미를 강조하는

다음의 지 을 문법교육에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학습의 내 동기를 이상과 같은 에서 보면,그것을 유발하는 방법은 바로 학습 내용의 ‘의

미’를 알게 하는 것, 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학생들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서 재미를 느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만약 ‘지식의 구조’라는 것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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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지니는 실제성을 면 으로 변하기는 어렵다.구성주의 인식론에서 ‘실제

맥락의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에 여하는

내면화 기제로서의 실제 맥락을 주목하기 함이지,외부 자료 자체의 실제성이 곧

바로 인식 상의 실제성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2)의 언어 자

료를 좀 더 유연하게 ‘실제화’하는 일과 학습자가 하는 실제의 언어 사용 양상에

한 고려를 통해 삶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문법 지식을 의미화하는 일은 그 의미와 가치

가 질 으로 다른 교육 처치라는 것이다.

(2)“엄마,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략…)어머니는 잔치 비를 해 놓지

않으신 것이었다.희진이는 놀라 어머니께 그 이유를 여쭤 보았다.“엄마,어떻게

된 일이 요?”“네가 다 오지 않았다고 했잖니?”[7차 학교 생활 국어 3-2,52쪽]

(3)문제는 이러한 구체 인 상황을 통해 학습자에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

성과 이로 인한 혼란을 보여 주기에는 무나 실성이 없는 화라는 이다.

학교 3학년 학생과 그의 어머니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기에는 실제성이 무 멀다.

상황에 한 화도 매우 부자연스럽다(정주리,2006:374).

실제 맥락을 통해 확보되는 지식의 유용성을 이 듯 소하게 해석하는 상의 이

면에는 구성주의가 인식의 방식뿐 아니라 인식의 상에 한 시각을 달리하는 인식론

임을 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다시 말해,구성주의의 에 따르면,특정

지식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가 요하며,더 나아가 학습자가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함에도(주세형,2006ㄱ:88)불구하고,문법 지식 자체에

한 인식은 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에만 을 둔

다는 것이다.

언어 나아가 지식 의 상 층 에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투사할 때 비로소 구

성주의 에 따른 문법 지식의 의미가 올곧게 정립될 수 있다는 인식은 주세형

(2005ㄴ,2006ㄱ)을 기 으로 본격 으로 천착되었는데,그는 구성주의 지식 은 필

연 으로 언어의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는 제 아래,소통으로서의 언어 과 의사소통

행 자로서의 학습자의 언어 행 에 지향을 두어야 함을 역설한다.즉,언어 문법

지식에 한 기존의 을 유지한 상태에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법한 문법 지식들

을 추려 내는 방식이나 그러한 지식에 제한 인 맥락의 단면들을 덧 우는 방식을 취

들로 하여 교과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있다면,지식의 구조를 가

르치는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내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이홍우,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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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니라,보다 근원 으로 모어 화자의 언어 수행 양상을 고려하여 ‘기능 심

’으로 문법 지식을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을 이론 배경으로 삼는 이러한 인식은 최근에는 ‘맥락화된 언어’의 문제를 사

회문화 공동체의 언어 행 로 근할 수 있게 하는 ‘장르’에 한 상정으로 구체화하

는 논의로까지 이어진다7).

그 구체 연구 성과를 세 하게 탐색하는 일은 본고의 연구 범 를 넘어서는바,다

만 언어 문법에 한 패러다임을 환함으로써 모어 화자로서 문법 학습자가 획득

해야 할 문법 지식의 의미와 용도에 기반하여 문법교육을 ‘구성주의 ’으로 재편하고

자 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추상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 인 맥락 속

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구성주

의 시각 속에서(이성 ,2001:67-68)언어가 사용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내외 환경

으로서의 맥락에 착목함으로써 기존의 형식․구조 심 을 넘어서 의미․기능

심 으로 문법 지식을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요컨 ,개신 방향의 정립을 염두에 둔 가운데 교육 목표의 층 에서 구성주의가 문

법교육에서 수용되어 온 양상은 학습자의 개인 ․사회 삶의 유용성을 해 잠재

선택항으로서의 문법,즉 언어 수행 자원으로서의 문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때,지식 구성을 한 ‘실제 맥락’은 문법 지식이 기능과

의도를 갖게 하는 맥락으로 해석되어 문법 지식에 한 을 의미․기능 으로 환

하게 하 다.

(2)방법 층 :귀납 탐구성의 강조

그런데 교육 목표의 층 에서 문법 지식을 바라보는 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수

용된 구성주의는 환된 지식 을 견지하는 가운데 방법의 층 로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하 으며, 실 으로는 일부 성취 기 들을 기술하기 한 방향성을 입론하는 정도

에 머무는 한계를 보인다8).문법교육 방법의 층 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형식․구조주

7)‘장르’는 문법 지식과 언어 실 체로서의 텍스트 사이의 연계 설명을 한 매개 개념으로서,

‘맥락’에 해 사회 과정으로 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는 제 아래(주세형,2011:41),

장르성을 실 하기 한 문법 지식들을 구체 으로 의미화하는 남가 (2009),이 희(2010,2012

ㄱ),주세형(2010ㄱ,2010ㄴ),제민경(2011,2013,2014)등의 일련의 연구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

8) 를 들어,기존의 ‘사동ㆍ피동 표 을 안다.’라는 성취 기 이 ‘표 의도에 따라 사동ㆍ피동 표

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2007-문법-7-(4)]’정도로 환되어 기술된 경우를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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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성주의가 인식의 방식에 주목하여 그 과정과 향을

탐색하는 이론이라는 이 향력을 발휘해 왔다. 루 (Bruner)가 ‘발견’의 교육

의미를 강조했던바,지식에 해 알아야 할(knowwhat)그 무엇이 아니라,할 알아

야 할(know how to)그 무엇으로 인식하여(이홍우,1989:37)지식을 생성하고 도출해

가는 과정과 경로 속에서 ‘알아 가는 방법’을 문법교육의 장면에서도 구체화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구성주의는 경험 상으로부터 구성된 지식을 포함하여 그 지식의 획득 과정을 고

려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 자신이 구성한 결

과로 보는 이론으로(최 환,1998:32)요약된다.이때,필연 으로 인식 주체의 극

이고 능동 인 의미 구성이 강조될 것인데,문법교육에서는 다 의 언어 자료에서 출

발하여 모종의 지식을 실제로 발견해 나가는,귀납 이고 발견 인 과정으로서의 탐구

를 강조함으로써(남가 외,2009:360)이러한 이론의 구체 실 을 모색하고자 하

다.즉,단편 인 문법 지식들을 일방 으로 주입하여 암기 심으로 흐르는 문법교육

에 한 쇄신을 꾀하고자 ‘귀납을 통한 지식의 도출’,‘활동을 통한 지식의 학습’을 문법

지식을 다루기 한 방법론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법 지식을 주어진 결과가 아닌 학습자가 국어에 해 알아 가는 과정 속에서 체계

화하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은 결국 언어 주체인 학습자를 언어나 언어 사용 방식

을 복제하는 수동 존재가 아닌,언어의 총체 국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능동 존재로(김은성,2005:329)재정립한다.다시 말해,문법 학습자는 학자들이 기술

해 놓은 결과물로서의 지식을 정 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어에 해 조사하

고,탐구하고,가설을 세우고,실증하고,비 하고, 안을 모색하는 등의 인지 활동

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인식 방식으로서의 지식 구성을 탐구라는 구체 이고 인지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해 교육 실행의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특정한 형태를 갖춘 과제의 설계가 일차 으로

요구될 것인데,김 해(1992,1995,1997)를 통해 본격 인 천착이 이루어진 이래 ‘탐구

학습’은 문법교육의 지배 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즉,학습자가

국어라는 상에 해 문법 으로 사고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일련의 차와 단계로 환

원하여 제공함으로써 문법 지식에 한 귀납 근을 강조해 온 것이다.‘경험’은 일

종의 의미화 과정으로 주체와 상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 과정이며,‘지식’은 합리

경험 양식이 체계 으로 구조화된 산물이라고 할 때(김호정 외,2007:276),지식 그 자

체보다는 가장 합리 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문법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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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김 해,1997:110)차원에서 학습자가 거쳐야 할 귀납 사고의 단계를 상정하

는 것이다.[표 7]이 이러한 탐구 학습의 표 인 사례인데,‘어미와 사’라는 문법 지

식을 두고 국어학자가 해당 상을 탐구하는 방식을 모델로 하여 과학 이고 분석 인

일련의 차 단계를 통해 탐구되어야 하는 실체임을 분명히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탐구 과정 활동 구체화

문제 정의

의문 사항의

인식

우리말에 나타나는다음과같은 들은어떤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냉장고는 양질의 얼음이 빨리 얼음.

▪그 무용가는 술 인 춤을 잘 춤.

▪나는 요즘에 나쁜 꿈을 자주 꿈.

문제에 의미

부여

다음과 같은 들도 원래의 말에 ‘-음/-ㅁ,-기’가 붙어서 말

의 모습이 달라진다.이 들은 서로 바꾸어 쓰면 말이 안 되

거나 뜻이 달라진다.이들의 차이 은 과연 무엇일까?

▪이 냉장고는 얼음(*얼기)이 얼기(*얼음)는 잘 어는데 녹기(*녹

음)도 빨리 녹는다.

▪노름(*놀기,*놀이)에 손을 면 패가망신하기가 십상이란다.

▪놀기(*노름,*놀이)는 노는데 시험 칠 일이 걱정이다.

▪술래잡기 놀이(*놀기,*노름)를 하고 있는 아이들.

가설 설정

자료 조사 ‘-음/-ㅁ,-기’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을 더 모아 정리해 보자.

추리와 가설
‘-이,-음/-ㅁ,-기’가 붙을 수 있는 말과 그 지 못한 말의 차

이 은 무엇일지 가설을 세워 보자.

잠정

결론(가설)

검정

증거 수집 잠정 결론(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더 수집해 보자.

증거 정리 가설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증거 분석
자료에서 얻은 증거들이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가?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 진술 결론추출 진술 증거와 가설 사이의 계를 검토하고 결론을 발표해 보자.

결론의 용

일반화

새로운자료에

결론 용

이 자료들을 ‘-음/-ㅁ,-기’의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론과 비

교해 보자.

결과의 일반화

시도

지 까지 알아낸 사실의 요성은 무엇인가?단어 만들기와

문장 만들기는 각각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발
복수를 나타내는 ‘-들’은 문장 만들기인가,단어 만들기인가?

즉,어미인가, 미사인가?

[표 7]탐구 학습 모형의 사례(최지 외,2007:270-273)

요컨 ,인식 주체의 지식에 한 능동 구성을 강조한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활동

과 경험을 내포한 탐구 학습이라는 목 지향 방법의 형태로 문법교육 내에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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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이 과정에서 문법 학습자는 문법 지식에 한 능동 구성자로 격상되었으

며,그러한 학습자를 지식 구성의 맥락에 참여시키기 해 일정한 과제의 형태로 탐구

학습을 구안하는 방향으로 문법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이 강화되었다.

1.2.문법 지식 구성의 개념 확장

술하 듯이,문법교육에서 구성주의가 수용되어 온 양상은 언어 문법 지식에

한 의 환을 통해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차원과 학습자의 귀납 탐구를

통한 지식의 구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압축된다.그런데 구성주의는 객 주의를 신

할 새로운 진리로 간주되기보다는 앎의 과정에 한 사고의 한 방식이며 학습과 교수

그리고 교육과정에 한 모델을 세우기 한 참조 틀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박 주,

1998:292).따라서 구성주의의 넓은 진폭을 문법교육의 특정 부면으로만 좁 투사하는

방식보다는 문법교육의 외연과 실제를 우선 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구성주의의 유효

한 지 들을 참조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아래 본고에서는 문법 지

식을 구성한다는 행 의 의미를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1)목표 층 :인식 주체의 지식 내면화

로운과 리스(Blown＆ Bryce,2006:1412)에 따르면,학문 지식을 교과 지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은 크게 약한 형식의 변환과 강한 형식의 변환으로 별된다. 자

는 학문의 장에서 다루어지는 기존의 지식 구조를 어떻게 교과 지식으로 표 할 것인

지,이 과정에서 개념들 간의 계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재구조화를 다

룸에 비해,후자는 패러다임 차원의 환을 통해 지식의 선정 조직 방식을 진 으

로 변화시켜 새로운 지식 구조를 만들어 가는 차원을 지향한다.이 게 볼 때,언

어 유용성을 규 으로 세워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을 의미․기능에 을 두

어 면 으로 재편하기 한 그간의 노력은 주로 강한 형식의 변환에 해당될 것인데,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언어 지식에 한 을 달리 상정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 척 에서 통 인 형식․구조주의 언어 에 입각하여

언어를 상으로 삼아 학습자가 직 분석하고 따져 보는,즉 언어가 어떠한 논리 체

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명시 이고 의식 으로 탐색하는 경험 역시 여 히 문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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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인할 수 없는 실체이다.이러한 문법 지식은 통상 학문 문법에서의 지식을 배경으

로 한다는 에서 약한 형식의 변환을 통해 문법 교과로 편입될 것인데,문제는 메타언

어,언어 인식,탐구 등의 교육 의미화를 통해 이러한 문법 지식의 가치를 소환하기

한 노력은 흔히 객 주의 인식론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는 데 있다.다시 말

해,객 주의에서 지식의 상이 주체의 밖에 있다고 는 주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과(심 택,2001:109) 비하여 유용성과 실제화된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 주체

의 내부로 포섭되는 문법 지식에만 ‘구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컨 ,[표 8]의 이원 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구조화된 체

계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교실은 일방 달과 수용만이 부각되는 공간으로,‘구성’과

는 거리가 먼 교육 장면으로 치부된다.

비고 통 교실 양상 구성주의 교실 양상

언어 구조화된 언어 체계(용법) 맥락화된 언어 사용(상황)

학습 의미의 수용(기억):수용성 의미의 재구성(이해):능동성

학습자의 역할 언어 지식의 이해자 언어 사용의 주체자

교사의 역할 수업 운 의 주체 수업 리 안내

교실의 역할 언어 지식 달의 장 언어 사용의 상황 제공

교육 목표 언어의 이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교육 내용 언어 지식 언어 사용 략

교육 방법 일반 강의식 수업 개별화,소집단 수업,상호작용 강조

[표 8]국어과 교육의 변화(김 수 외,2000:211)

그러나 언어의 형식을 구조 으로 다룬다고 하여 이를 ‘구성’과 무 하다고 일반화

하는 것은 구성주의에 한 온당한 근으로 보기 어렵다.구성주의의 근본 제는 지

식을 발견이 아닌 구성의 상으로 보는 인식이라고 할 때(이성 ,2001:60),순수하게

인식 인 을 투사하여 문법이라는 논리 체계의 산물이 학습자의 내면에서 어떻

게 인식되고 구조화되는가의 문제는 구성과 별개로 탐색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기

존의 객 주의에 따른 기계 학습과 비교할 때,지식을 실재 상으로 다룰 것이 아

니라 인식 주체 개인의 주 인식과 착하여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의 환이 요구된다.지식은 ‘밖에서’무엇인가를 주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

라,마음 ‘안에서’깨달음을 통해 얻어질 수 있기(홍은숙,1999:345)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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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볼 때,특정 상을 잡다한 상들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변별 요소들을

분리하고,이 요소들의 결합 법칙을 세워’구조 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으로서의 구조

주의를(김종우,2007:29)구성주의와 립되는 사조로 처리하는 경향은 재고되어야 한

다9).다양하고 역동 인 양상으로 실 되는 상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태 인

로서의 구조를 순 히 형식 인 차원으로만 다루는 방식을 문제 삼아야 하지,지속

으로 변형되고 조정되어 부분의 총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의 개념 자체에는

이미 ‘구성’에 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보다 본질 으로,어떤 상을 설

명하고 인식하고자 할 때 그 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에서도 구조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구조주의 자체가 부정

되어서는 안 된다(최 환,1998:44).교육의 국면에서 구조주의 에 터한 잘못된

교수․학습을 비 하고자 할 때에도 이는 구조주의가 어 나게 실 된 상일 뿐 구조

주의의 본질이 야기하는 폐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 로,흔히 구성주의를 비 하는 시각에서 구성주의는 실재의 존재를 부정하여 인

식 상의 객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 하지만,사실 구성주의에서 실재의 존재는

처음부터 인정된다. 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성은 본질 으로 상정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다만, 상이 인식 주체와 무 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경험에 의

해 개인 이고 주 인 방식으로(박 주,1998:280),그 실체가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특히,인식 주체 개인 차원의 구성주의를 넘어 공동체와의

조율과 합의를 통해 지식이 구성된다는 사회 구성주의에 이르면,구성 결과물로서의

지식은 구조주의의 그것과 경계가 흐려진다.

따라서 구조주의 언어학 담론 속에서,내 인 질서와 계에 주목하여 언어를 자

율 구조체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교체 치 계를 확인함으로써 일련의 부류들의

의미 기능을 묶어 범주화하는,즉 계열 계를 따져 보는 경험을(남가 ,2008:66-72)

시한다고 하여 ‘구성’에 한 투 을 원천 으로 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학습

자는 외부 원천으로부터 지식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이미 존재하는

개념 구조와 련해서 지식을 극 으로 구성한다는 인식론 원리는(박 주,

1998:279)언어학자나 언어 교육자 등의 문가가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문 지식인

9) 컨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심 택(2001)에서 ‘체계로서의

국어’를 강조하는 문법교육을 객 주의 지식 으로 분류한 데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구성주의는 구조주의와 비시켜야 한다.지식의 체계성과 객 성,공시성 등을 지향하는 구조

주의는 역동성과 역사성에 의해 설정되는 주체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이 게 구조주의가

배척한 주체를 부각시킨 것이 구성주의다(김슬옹,20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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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에(김은성,2013:84) 근하고자 할 때에도 가장 핵 으로 요구

되는 사유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책에 힌 명제는 진짜 지식이기는커녕 그 자체로는 지식으로 간주되기 어

려우며, 군가의 지식이 힌 것이고 장차 다른 군가에게 이해되어 그의 지식이

되기를 기다리는 존재임에도(조 태,2006:250)불구하고,학습자의 인식 구성을 염

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을 일방 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포착

되어야 한다.이러한 교육 양태 내에서는 (4)와 (5)의 학습자 목소리를 통해서도 여

실히 확인 가능하듯이,문법 개념과 그 구조에 한 안정 이고 체계 인 구성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4)다른 국어 시간에도 용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히,문법 수업 시간에는 비슷비

슷한 개념들이 수없이 등장해 나를 괴롭힌다.여기서는 어근이라고 했다가, 기

서는 어간이라고 했다가, 부사,부사어, 형사, 형어 딱 보기에도 비슷한 이

름들인데 이걸 구별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다.[㉮-HE-19]

(5) 고등학교 재학 에 학습하 던 문법 내용은 학과 비교해 봤을 때 더더욱 부

분 인 것이어서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체계화하고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문법 내

용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보아도 모두 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으로 암기식 수업을 진행하 고 수행평가나 시험 한 그러한 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그런데 문법은 하나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알아서 연결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이 게 하고 나면 앞부분을 다

까먹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같은 문장에 해 다양한 문법들이 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원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잘 악해야 한다.안 그러면 헤매기

시작한다.[㉮-UK-24]

국어에 투 된 논리인 문법을 사고의 상으로 삼아 탐구하거나 인식하는 경험을

시하는(남가 ,2007:244)기존의 형식․구조주의 언어 을 견지할 때,문법 지식을

구성한다는 행 의 의미는 이러한 문제 상을 타개하는 방향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학습자들이 자신의 개인 지식으로 의미를 구성하거나 계 짓기를 시도

함으로써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고(Brophy,1992:2),그 결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법 정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미화(김호정,2010:15)’의 단계에 진입하는 일련의

인식 속성들을 고스란히 문법 지식의 구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 주체와 분리되지 않는 지식을 강조한 폴라니(Polanyi,1958)는 이를 ‘당사자

지식(personalknowledge)10)’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인식 주체 개인의 정당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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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친 마음의 상태로서의 지식만이 개개인의 진정한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

다는 것이다(장상호,2000:24).이때,외부의 명시 지식에 한 정당성 부여는 ‘실재로

서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컨 과학자들이 자연 상에 들어 있는 합

리성을 식별하고자 노력하듯이,학습자들은 식별된 합리성에 한 설명을 보고 거기에

들어 있는 합리성을 포착하고자 노력하며,이러한 노력이 곧 지식 구성으로서의 학습

행 이다.따라서 학습자가 특정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형성하는 행 이자

그러한 지식을 내면화하는 행 로 볼 수 있다.요컨 ,이미 존재하는 인식 주체의 인

지 구조가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경험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재구조화될 때

지식은 마음속에서 구성되며(Taylor,1993:283),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인지 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정교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을 진 시켜(김신곤,1998:116),지식의 내면화로서의 이해에 도달하는 일이

다.

정리하면,이제까지 문법교육의 목표 층 에서 구성주의가 수용되어 온 양상은 주로

삶의 유용성과 실제 맥락에 입각하여 문법 지식을 의미․기능 으로 새롭게 인식하

는 차원으로 개되었다고 할 때,기존의 형식․구조주의 지식에 한 체계 이해

를 문법교육의 목표로 상정하는 차원에서도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가 타당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하나의 실제 교육 목표의 강조가 나머지 다른 목표들에 한 배타 선

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주세형(2014:59)에서도 언명하듯이 교육 연구는 수많은

맥락에 처할 수 있는 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고한 논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더욱이,언어 을 달리 하는 두 입장은 제와 의 층 에서부터 이

질성을 보여 논쟁을 통한 정오 단이 근본 으로 불가능하다는 에서도,구성주의라

는 인식론 사조를 특정 언어 에 터한 문법교육에만 투사할 수는 없다.

10)폴라니(Polanyi)가 주창한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personalknowledge’를 두고,이외에도 ‘인격

지식,개인 지식,자득지(自得知)’등의 번역어가 통용된다.장상호(1994),황규호(1998),홍은숙

(1999)에서는 앎의 상태는 인지 요소와 함께 정서 인 요소들을 포함한 신체 인 차원에서

총체 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해 ‘인격 지식’으로,이은 역(1990),김하자․정승교

역(1992),표재명․김 미 역(2001)에서는 인식 주체 개인의 단이 여될 때 비로소 지식이 가

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여 ‘개인 지식’으로 번역한다. 한,차미란(2000),조 태(2006)에서

는 지식을 획득하면 할수록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즉 지식을 통해 자아를 확립할 수 있

다는 성리학의 용어를 취하여 ‘자득지(自得知)’라는 번역어를 선택한다.한편,엄태동(1998),이진

희(2009)에서는 ‘당사자 지식’이라는 용어를 표명하는데,사회 으로 공인된 지식과 개인이 맺는

계를 부각시켜 지식이란 본인이 직 알아내야 하고 그 결과는 당사자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엄태동,1998:11-12)드러내기 함이다.본고에서는 이들 번역어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

면서도,공 지식의 달과 학습자 개인이 외부의 실재를 하는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

정으로 문법교육 상을 그려 내고자 엄태동(1998),이진희(2009)의 번역어를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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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법 지식에 한 의미․기능주의 이 문법교육,나아가 국어교육의 개

신에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형식․구조주의 문법 지식에

을 두어 지식의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문법교육 반을 뒤바꾸는 획기 인 변

화상을 기획하기보다는 문법교육의 근간에서 출발하되 가장 핵심이 되는 지 에서부

터 지식 구성의 실천 상을 그려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때,문법 지

식 구성은 문법 탐구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개념이자 학습자의 내면화를 지향하기 한

개념으로,학 ․논리 체계로서의 문법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그러한 체

계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역동 문법 학습을 제한다.

(2)방법 층 :문법 탐구의 다층화

교육 방법의 층 에서 탐구 학습이라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문법교육에 수용된 구

성주의는 교육 내용을 경험과 결과의 연속선상에서 악하게 하여(박철홍․윤 순,

2004:26),문법 학습자에 주체 이고 능동 인 지식 구성자로서의 지 를 부여한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문법교육의 구체 실행 장면에서는 일정 부분 외면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먼 ,여러 제한 요인들로 인한 실 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문제 제

기→가설 설정→가설 검증→결론 일반화’의 작 이고 엄정한 차 단계에

한 강조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인지 부담으로 작용하여 비와 실행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실제 학습자의 다양한 수 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등이 문제 으로 지 된 것이다(이 규,2001;민 식,2002ㄴ 등).무엇보

다 개별 문법 지식들에 내재된 변별 속성들과 무 하게11)모든 문법 지식들에 귀납

탐구의 방법을 일 되게 용하는 일은 정작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식 자체

에는 을 두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야기하 다.이러한 가운데 이론 차원의 모형

과 실행 차원의 용을 충한다는 인식 아래,교과서에서는 체로 간 과정 혹은 충

분한 자료가 생략된 채 학문 문법에서 논쟁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탐구 과제

로만 설정하여(권경일,2013:44) 하나의 ‘알아 둘 것’을 추가하는 양상으로 탐구 학

습의 의미가 합되기도 하여 왔다. 컨 ,(6)은 문법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의 일환

으로 구 된 탐구 학습의 사례인데,소수의 언어 자료를 통해 형 이지 않은 자립 형

11)여기에는 ‘탐구’가 문법 교과 자체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루 (Bruner,1960),듀이(Dewey,

1938)등의 일반 교육학에서 논의되었던 개념이 사회나 과학 교과 등을 거쳐 문법 교과에 유입

되었다는 역시 개재하 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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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소에 해 ‘생각해 보게’하는 정도로만 학습자를 이끌고,이를 토 로 조사의 단어

포함 여부라는 국어학 쟁 을 별도의 안내나 단계 없이 학습자의 몫으로 돌리는 방

식으로 탐구 학습이 실체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탐구 활동[7차 문법 교과서,83쪽]

1.다음의 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탐구하여 보자.

하늘에,나와 ,할 수 없지,시원하다,반짝반짝,그 사람,웬 떡이냐,첫 싸움,

어서 오 라,퍽 좋구나,풋사랑,걱정스럽지,아이구,

▪ 의 자료를 형태소 단 로 나 어 보자.

▪ 에서 분석한 형태소를 다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 어 보자.

▪ 에서 단하기 어려운 형태소가 있었다면,왜 어려웠는지 생각하여 보자.

2.앞에서 나온 ‘단어’의 정의와 련하여,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에 발표하여 보자.

둘째,신명선(2007)에서 지 하듯이 지식에 한 체계 이해와 탐구 학습은 그 입각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목표 차원에서는 자가,방법 차원에서는 후자가 시되는

어 남을 보이기도 한다.방법은 내용을 통해 창출되기에 탐구의 방법은 어떠한 문법

지식을 탐구하느냐에 따라 달리 결정되기 마련이다(주세형,2009:262).따라서 낱낱의

문법 개념 혹은 소수 개념 사이의 단편 계를 귀납 으로 근하기 해 구안한 단

발 차 단계를 보다 거시 으로 문법 지식의 구조를 체계 으로 이해하는 과정

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동원하라는 요구는 한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을 김은성(2013)에서는 [표 9]와 같이 ‘규칙 체계로서의 문법’과 ‘설명 체

계로서의 문법’으로 별하여 설명한다12). 자가 모어 화자가 암묵 으로 가지고 있

12)김은성(2013)에서는 탐구 학습이 주창된 이 과 이후를 막론하고 문법교육에서는 주로 ‘설명 체

계로서의 문법’만이 시되어 왔음을 지 하며,날것으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여 그 구조를 탐색하

는 ‘규칙 체계로서의 문법’역시 사고 심 문법교육을 해 의미화되어야 함을 논구한다.즉,기

존의 탐구 학습은 ‘규칙 체계로서의 문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사례

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언어 자료에 한 귀납 근은 본질 으로 ‘개별 언어 상 속에서

규칙을 발견할 것’이 강조되는바,이러한 구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김은성(2013)에서 ‘규칙 체

계로서의 문법’의 사례로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항을 다수 소개한 것으로 보아,아마도 해당 논의

에서는 문가에 의해 ‘개념화’되기 이 의 일반 언어학 사고를 ‘규칙 체계로서의 문법’으로 간

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지만 국어 문법교육에서 이러한 차이를 이분화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우며,더욱이 학습자의 수 에서 아무런 탐구 도구 없이 새로운 문법 개념화를 시도하는

일은 한계가 있으리라 단된다.이를 고려하여,본고에서는 김은성(2013)의 분류를 달리 해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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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특정 언어 상에 한 언어학 개념화를 시하는 반면13),후자는 문가에 의해

이미 생산되어 유통되는 문법 개념들에 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을 둔다.당연히,후자는 자에 비해 더 메타 이고 학문 정향 인 성격이 강하여 학

자에 의해 개념화된 문법 지식들을 도구로 하여 특정 언어 상에 해 설명 체계 논

리를 세워 가장 설명력 높게 설명하는 활동을 추구한다.이 과정에서,학자들이 수행하

는 활동에 개재하는 사고방식과 문법 용어 등을 포함한 문 표 방식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재 할(김은성,2013:84)것이 학습자들에게 요구된다.

문제는,방법으로서의 탐구 학습은 주로 자의 문법을 다루는 방식,즉 일정한 언어

자료에 기반하여 낱낱의 개념이나 규칙을 귀납 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만 의미화되

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역으로,‘체계 이해’를 목표로 하는 ‘설명 체계로서의 문

법’은 탐구 학습의 지향과는 간극이 넓은,오히려 탐구 학습 도입 이 의 객 주의

문법교육의 회귀로 간주되고는 한다.자연히,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설명 체계로서

의 문법으로 채워진 재의 문법교육 구도 내에서 탐구 학습의 상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비고 규칙 체계로서의 문법 설명 체계로서의 문법

상 날것으로서의 언어
문법 개념 심의,
설명 상으로서의 언어

이것은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과제
규칙 찾기

(규칙을 찾아서 이 언어의 정체를
알아내자!)

설명하기
(언어 상을 설명하는 법을 익 서 잘

설명해 보자!)

[표 9]‘규칙 체계로서의 문법’과 ‘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의 차이(김은성,2013:85)

정리하면,탐구 학습은 궁극 으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이어받아(구본 ,

2009:11)그 인식론 가치를 내함하는 교육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용 여건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한,즉 휘발성이 강한 교육 방법상의 모형으로만 간주함에 따라

용 과정상의 난 과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 으며,문법교육의 핵 목표인 ‘체계

이해’와는 상충되는 방법론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왔다.그 결과, 어도 교육 방법의

층 에서는 구성주의가 문법교육 내에서 온 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14)일종의 공

13)물론,이때의 개념화는 정교하고 명시 인 수 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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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公理)수 으로만 향을 미쳐 문법교육의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제한 이었다고

단된다.

주세형(2008ㄱ)에서는 지식 구성의 담지체로서의 탐구의 의미를 비단 교수․학습 방

법의 층 로만 소하게 인식하지 않고 ‘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을 지향하는 가운데 개

별 문법 지식과 그 체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할 것인가의 차원으로까지 그 외연을

확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즉,문법을 다루는 방법으로서의 탐구

는 내용 지식과 함께 학습자들이 본격 으로 익 야 할 ‘교육 내용15)’이며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문법을 기술하기 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이를 해서는,국어학자가 언어 상에 해 탐구하는 과정과 방법을 역

할 모델로 삼아(주세형,2008ㄱ:283)16),탐구 방법을 문법 지식의 인식의 틀로서 학습

하도록 학교 문법을 기술해야 한다(주세형,2008ㄱ:301).이를 통해,‘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을 지향하면서도,즉 문법 지식을 메타화하여 체계와 구조를 갖춘 유기 연결망

으로 다루는 학습 경험을 시하면서도 지식 구성으로서의 탐구의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듯,탐구의 외연을 학습 과제로서의 활동을 넘어서 문법 기술의 방

법론으로 확장하여 설명 체계로서의 문법에 해서도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해서는 ‘결과 심’에 비되는 ‘과정 심’에만,그리고 ‘설명’과 비되는 ‘활동’에만

탐구의 의미를 부여해 온 기존의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홍우(2010:507-508)에 따르면,결과물로서의 지식의 덩어리와 지식을 탐구하는 과

14)이에 비해,국어 교과 내 다른 역에서는 구성주의의 수용을 통해 일정한 환을 이루어 낸 것

으로 보인다.스키마 이론에 기반한 능동 의미 구성자로서의 학습자에 한 강조,문제 해결

사고 과정 심의 작문 교육의 재편,문학 작품과 학습자의 교류에 주목한 독자 반응 이론

등이 그 결과일 것이다.물론,이주섭(2001)에서처럼 이러한 변화가 교육 이론에서의 구성주의

논의와 별개로 해당 역에 한 환을 구하는 차원에서 개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

만,구성주의가 교육 이론으로 정립된 사조가 아니라 철학 인식론의 하나로 태동되었음을 고

려하면 이러한 변화상에 개재된 구성주의의 향력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5)교육 방법인 탐구가 교육 내용으로 편제되는 불균형을 보인다는 지 에도(손 애,2007;이 규

2007등)불구하고,2007,2011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표에서 ‘탐구’범주의 하 요소는 개

념 ․명제 지식이 아닌 ‘찰,분석, 용,설명’등의 ‘행동 술어’들로 채워져 있다.즉,탐구는

배워야 할 ‘내용’임을 교육과정에서부터 명시하는 것이다.특히,남가 (2008)에서는 이에 착목하

여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탐구 경험을 세 한 수 으로까지 선정하고 체계화한다.

16)이러한 인식에는 문가의 수행 과정 속에서 ‘학습자와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모종의 탐구 방

식’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는 제가 깔려 있는데,본고에서는 이에 더해 실제의 학습자들이 보이

는 지식의 구성 양상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숙련된 문법학

자의 그것에 비해 차원․ 수 의 행 일지라도,외부의 지식을 기계 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자기 나름의 인식에 따른 구체 이고 능동 인 인식 행 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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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리시키고 교육 내용은 후자를 지칭한다고 할 때 흔히 자를 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사실상 결과 없는 과정

은 없고 과정 없는 결과 역시 없다는 에서(김은성,2012ㄷ:415),지식의 덩어리를 다

루면서도 그 자체가 아니라 탐구의 과정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는 탐구의 구 체

로서의 지식의 덩어리는 여 히 요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다만,‘결과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과정을 시하여 기술한 결과’는 그 지 않은

결과에 비해 어떠한 변별을 보이는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외부 지식의 내면화’라는 목

표에 도달하기 해 과정과 결과가 유기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탐구’를 가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달의 도구로만 가치 하해 왔던 ‘설명’의 상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문

법교육에서 탐구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배경을 돌아보면,설명이란 지식의 집합을 소유

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달하는 행 이며,학습자는 교사의 설명을 수용

함으로써 빈약한 지식의 체계를 채워 가는 수동 인 상이라는 부정 양태를 탈피하

기 해(주미경,2009:251)탐구 학습이 도입된 것이 사실이다.그 속에서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애 부터 논의의 상조차 되기 어려운 비교육 고민이었으며

설명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한 노력만을 문법교육의 쇄신으로 인식하고는 하

다.그러나 설명이 야기하는 폐단은 설명식 문법 수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체계 이고 세련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은성,

2012ㄷ:425).설명은 새로운 토 에서 이해를 정립하는 것을 목 으로 함을 감안할

때(권석일 외 역,2010:97),그러한 토 를 어느 지 에서 마련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한 각종 기제들을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따라 지식 구성 경험의 진제로 기능할 수 있

기 때문이다.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탐구의 과정이 투사된 설명 방식 혹은 탐구의 기

제를 노출하는 설명 방식에 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지식 구성의 실천 양식으로 표면화되는 ‘활동’역시 재개념화되어야 한

다.일반 으로,‘설명-활동’의 이분화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하기 한

차원으로 ‘활동’을 의미화하지만,조 태(1998:19)에 따르면 활동은 이러한 층 의 실제

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이면에 놓여 있는 학문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온갖 종류의 이해와 이해를 한 수많은 종류의 활동이라는 두 측

면에서 악될 수 있다(조 태,1998:273). 루 (Bruner,1960)가 ‘지식의 구조’내에

기본이 되는 원리,아이디어,개념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 원리나 태도까지

도 편입하여(남가 ,2007:342),교육 내용을 배워야 할 주제로서가 아니라 해야 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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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교육 내용을 새로운 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아이

디어로(이홍우,2006:51)‘지식의 구조’를 의미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학습자들이 배

워야 할 교육 내용은 지식의 덩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는 어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탐구 과정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이홍우,2006:53).따라서

설명과 활동의 단 인 이원화는 지양되어야 한다17). 재의 지식은 숙련가들이 수행

한 활동의 산물들이며 학습자들이 설명된 지식을 통해 그 이면에 놓여 있는 논리를 내

면화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활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게 볼 때,교과는 정 인 명제 체계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활동으로(홍은

숙,1999:92)정립된다.

요컨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탐구 학습만으로 실체화

해서는 학습을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 표상하여 개인의 경험 해석을 통해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김신곤,1998:110)구성주의 인식론의 가치를 풍부하게 되살려 내

기 어렵다.방법의 실천 차원은 단순히 교육 내용이 달되는 장으로만 바라보기에

는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내용이 재편성되는 장으로서 상당히 다층 인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기(이정숙,2005:31)때문이다.탐구의 외연을 확 하여 지식의 구성 그

자체가 곧 탐구라는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방법의 층 에서는 이러한 지식 구성

으로서의 탐구를 문법 지식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반 하고 노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탐색되어야 한다.(7)의 학습자 목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학습자들은 ‘문법 교과서만 읽어 가지고는’체계 이고 내 일 성을 갖춘 지식의

구성을 수행하기 어려우며,타인의 직 인 안내,그것도 지식 구성의 흐름을 미시

인 부분까지 제어해 주는 도움이 없이는 교과서의 이면에 놓인 의미를 학습자가 구성

해 내기는 제한 이기 때문이다.

(7)문법은 무 어렵다 보니까 남의 설명 없이는 혼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다른 과

목은 인강을 듣기도 하는데,문법은 선생님 설명 없이 혼자 공부하면 망합니다.

교과서만 읽어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감도 잘 안 오고,인강은 설명을 해 주기는

17)민병곤(2006)에서는 김인식 외 역(2004)의 논의를 인용하여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개념을

‘기억된 지식의 총체’를 넘어선 정보의 처리와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즉,모든 형태

의 정보/내용 투입은 학습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이고 외부 인 것이며,학습

자가 정보/내용에 한 학습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러한 정보/내용은 학습자의 지식이 된

다는 것이다(김인식 외 역,2004:38).이러한 지식 을 견지할 때,교육 내용은 지식이어야 하는

가,경험 혹은 활동이어야 하는가의 길항 계에 입각한 질문은 무의미해지며,학습자들이 어떠

한 경험 혹은 활동 속에서 지식을 내면화하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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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다 보니 다른 설명할 때 앞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막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HB-54]

본고에서는 이를 밝히기 해,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하여 구 하는 과

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참조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학문 활동에 개재하는 탐구의 논

리를 반 한 설명을 기획할 것인지,그러한 설명이 학습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안목과

을 형성하게 하기 해서는 어떠한 방향의 설계가 요구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논리가 삭제된 결과물로서의 문법 지식’이 과연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각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주세형,2008ㄱ:300) 악하기 어려워하는 (7)과 같은 학

습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층 에서부터 탐구를 동반

한 문법 지식 구성의 이 투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문법 지식 구성의 범주와 기제

본고에서는 문법교육의 기획 설계에 지배 인 여성을 지니는 요인으로 문법 학

습자를 상정하고,그들이 문법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구성해 나가는 양상

을 세 하게 살펴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 구 을 한 모종의 기제들로 이를 환하

고자 한다.이를 해,학습자가 외 으로 산출한 일련의 결과물을 분석하여 지식 구성

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는다.이때,귀납 분석에 동반되는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상의 의미화를 한 격자로서의 일정한 논리 분석 틀을 선험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 에서는 구성의 범주와 그러한 구성을 진하는 기제의 두 측면에서 문법 지

식 구성이라는 추상 연구 상을 조작 으로 구획할 것인데,어떠한 지식이건 간에

지식을 구성한다는 행 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어떻게’의 두 축을 통해 천착될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2.1.문법 지식 구성의 범주

이해를 증명하는 가시 인 성과는 지식이어서,어떤 상에 한 이해를 한 교육

을 할 때 우리가 가시 인 교육 내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해의 결과인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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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2012ㄷ:405).그런데 지식은 인식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 경험 속에서 주체 으로 구성한 의미와 해석만이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이때,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지각하고 기억하며 이

야기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결정 인 요소인 개념은(신 정,2000:14)이러한 지식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한다.다시 말해,개념을 매개로 삼을 때 비로

소 인식 주체의 지식 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일련의

의미망 속에서 체계와 구조를 이룬다는 에서,학습자들이 특정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다양한 개념들의 학습이나 개념과 개념 간의 계에 한 법칙의 학습으로(장언

효,2002:68)일반화될 수 있다.지식 구성의 요소이자 단 로서의 개념이 지니는 이러

한 상을 고려하여,본고에서는 단일 개념의 구성과 개념 계 구성의 두 측면으로 범

에 따른 문법 지식 구성의 범주를 구획하고자 한다18).

(1)단일 문법 개념의 구성

본고는 언어의 자족 체계에 주목하여 언어 단 별․층 별로 언어를 분 하고,계

열 통합 계를 따져 변별 목록을 확정하고,기능․형태․의미를 축으로 하여 언

어를 범주화하고,기술․설명하는(남가 ,2007:352)방향의 문법교육으로 연구 범 를

한정한다. 한,문법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다양한 지식 구성의 양상들 특정한

언어 상,특히 문법 개념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심으로 설명 체계의 논리를

세워서 가장 설명력 높게 설명하는(김은성,2013:84)인지 활동으로서의 탐구를 지향

한다.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지식 표상의 기본 단 이자 범주

화를 일차 인 기능으로 지니는 개념(신 정,2000:20)자체에 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구체 으로는 문법 용어로 응축되는 문법 개념들을19)학습자들이

18)김은성 외(2007)에서 음운이라는 특정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의 앎을 계량 으로 조사하기

해 ‘개념 지식(개념의 이해력,개념의 용력)’과 ‘구조 지식(범주의 구성력)’의 두 층 로 양

분하는 틀을 설계한 데에서도 이러한 범주 구획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용어는 특정한 분야의 개념을 나타낸 명사이므로 용어의 뜻이 곧 개념이지,용어가 곧 개념은 아

니다(김 수,1991:30).즉,용어는 개념을 명명하기 한 사회 결과일 뿐 그 자체로 개념은 아

니라는 것이다.따라서 문법 용어와 문법 개념은 엄 히 말해 동의어가 아니다.문법 용어는 문

법 지식의 근간이 되는 문법 개념의 차 사고를 가능 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노드(node)로

서 기능하기(제민경,2012:180)때문이다.그 지만,학습자의 입장에서 문법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언어화된 문법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며,문법 용어를 능숙하게 처리하

는 것은 결국 특정한 언어 상을 문법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개념에 붙여진 이

름은 상의 구별을 보다 기능 으로 하게 하는 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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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 의 언어 자료를 메타화하여 분석 으로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념은 공통 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이나 사건 는 아이디어들을 어떤

유목으로 요약하여 추상화한 특정한 정신 구인이어서(김 채,2013:108)개념에 한

인식은 단히 추상 이고 직 으로 개될 가능성이 높다.다시 말해,개별 상들

로부터 공통 인 속성들을 추출하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이들을 하나의 념으로 총체

화한 결과로서의 개념은 본질 으로 인식 주체의 내면화 과정에서 가시 구체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문법 개념들은 구체 인 상 세계가 아니라 추상 인 언어 상을 메타화

하여 산출한,일종의 언어에 한 언어의 형식으로 용어화된다는 에서 여타의 개념

들에 비해 추상성이 높은 편이다.이러한 이유로,문법은 다른 교과들에 비해 형태소,

홑문장,음운동화 등 문어에 해당하는 고난이도의 개념어가 빈번히 사용되고(김은성,

2012ㄷ:423),내용 도가 높은 문어들이 이해의 상이자 동시에 이해의 도구로

소통되는 층 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다시 말해,그 자체로도 낯설고 추상 인 문

법 용어들이 서로 체계 으로 결합되어,단순히 표 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의 수단이거나 혹은 이해해야 할 개념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김호정 외,

2007:174)것이다.이러한 가운데,학습자들은 문법 개념 자체에 한 내면화된 이해는

차치하고라도,문법 용어가 지니는 표상성,즉 표 상의 층 에서부터 내면화의 어려

움을 겪는다.

문법 용어라는 표 실체로 그 개념태를 드러내는 문법 개념은 국어 상을 연구

하는 연구자들의 경험이 응축된 결과 산물이자 학습자들이 구성해야 할 하나의 형

으로서의 상을 지니면서도(제민경,2012:180-181),(8)～(10)과 같은 학습자들의 호소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에게 유의미하게 내면화되지 않은 남의 지식(장상

호,2005:362)’으로 남는다는 것이다.이때,문법 개념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 략상

의 선택은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암기로 귀결되는20)경우가 많으며,‘무작정,그것도

소수의 사례’만을 외우거나 언술된 개념의 정의를 무의미하게 암송할 뿐이다21).특정

하는 데도 유효하기(김진호,2005:90)때문이다.

20)학습의 층 에서 문법교육에 제기되는 비 은 주로 ‘암기’의 비교육성에 한 것이다.그런데 사

실 ‘암기’자체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본질 으로 요구되는 학습 략 하나이다.다만,

‘어떤’암기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암기가 언설의 수 이 아닌 이해의 수 을 겨냥하는

한,암기 주 교육은 그다지 그릇된 교육의 실제가 아니기(유한구,2001:78)때문이다.이해 가

능성을 극 화하는 암기 교육에 해 맹목 암기와는 다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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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이 피상 으로만 다루어질 때 인식 주체는 모든 것을 기억이 용이한 언어

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강 석 외 역,2008:294)때문이다.

(8)국어 문법에 한 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무 어려웠습니다. 를 들어,음운,체언,용언 등 낯선 단어가 많

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시들을 많이 외

우고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시들을 외우려니 힘들었습니다.[㉮-HB-61]

(9)고등학교 때의 문법의 경우 무 개념 으로,추상 으로만 표 되어서 실제로 혼

자 공부를 할 때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소수의 사례들을 외우는 것으로만 그쳤

다.[㉮-US-20]

(10)문법은 개념의 정의를 외우는 게 힘들다.문법에 해 알면 알수록 개념 규정에

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를 들어,단어의 정의만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외우고 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뭘 외워야 할지를 몰라

서 어려웠다.[㉮-US-21]

학습자들이 보고하는 이러한 내면 이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개념은 객체 으

로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지각하고 사고하는 데 결정 인 요소이어서,산

발 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나 경험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총체로 묶어 나가는 구성의

과정에 추 인 역할을 한다(박 목 외,1995:303).개념을 두고,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원 인 것이요,아무리 복잡한 지식도 결국 개념으로 귀착되므로 개념은 지

식 구성의 최소 단 이며 마지막 단 라는(김 수,1991:195) 상을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다 의 언어 상을 찰․분석․기술․설명하는 과정의 유용한 인

식 도구를 확보하고 탐색의 결과를 일련의 문법 지식들로 체계화하기 해서는 낱낱

의 문법 개념에 한 인식 주체의 구성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22).이를 무

기로 삼아 보다 다면 으로 문법 사고 활동을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1)흔히 명제 으로 언술된 정의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정의는 개념을 한

정 짓는 방법 하나라는 에서 정의 그 자체가 개념인 것은 아니다(김 수,1991:30). 를 들

어,(10)의 학습자에게 ‘최소의 자립 단 ’라는 단어의 정의는 처음부터 지식 구성으로서의 이해

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22)특정 사실을 보다 넓은 범주로 확 하여 사고하게 함으로써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임청환․권성기 역,2006:163).즉,하나의 문법 개념은 복잡다단하고

추상 인 언어 상을 집약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자 이를 토 로 보다 다양한 문법

개념들에 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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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법 개념 계의 구성

본질 으로 개념은 하나의 체계를 제로 한다(윤 희 역,2011:302).개념들은 상호

독립 으로 하나의 단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계를 유지하도록 체계

화되어 있다는(신 정,2000:139-140)것이다.따라서 엄 한 의미에서 특정 개념에

한 지식을 구성했다는 것은 낱낱의 개념에 한 앎,혹은 개념들을 나열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녔음을 넘어 해당 개념이 치한 특정 범주 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에

한 구조 ․체계 계를 포 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이다23).지식이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앎의 단 들의 구성체,실제로는 이론이라는 정교한 의미의 그물망 의

어느 특정 부 를 차지하는 요소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 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자신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물망 체와의 유기 계 하에서만 의미를 지니기(허

경철,1999:104)때문이다.달리 말해,낱낱의 개념들이 서로 연 성을 가지고 하나의

체계 속에서 맥락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식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이다.따라서 과학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 계에 기반한 체계 조직

화는 개념의 발달과 동시에 수립되어야(윤 희 역,2011:302)하는 인식 구성의 상

이다24).

지식 구성의 이러한 속성과 직결되는 교육 이론이 학문 심 교육과정을 주창하는

23)문법교육에 부여되는 단순 암기식 교육이라는 오명은 이 을 근거로 한다.즉,아무리 구조와

체계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명제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 의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그러나 지식 교육에서 명제에 한 앎은 곧바로 암기로 치환되어서는 곤란하며 그러한 앎의

양상을 어떻게 근하느냐에 따라 반 로 지식 교육의 의의를 확신할 수 있게 한다.이에 해

서는 다음의 진술을 참조할 수 있다.

단순히 명제를 암기하는 것이 지식 교육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그것

은 명제 지식 교육의 제일 보 단계를 마치 지식 교육의 체인 듯이 착각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명제 지식은 결코 알거나 모르거나 둘 의 하나일 수 없으며,그 수 이 다양

할 수 있는 것이다.명제 지식을 아는 수 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그러한 애매성은 지식 교육

에 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한 바른 지식 교육을 해할 수 있다(홍은숙,1999:348).

24)이경옥 역(2012:50-52)에서는 의과 학생의 학습을 사례로 들어 구조 체계로서의 지식의 요성

을 강조한다.해당 학습자들이 신체 각 부 (골격계,순환계,소화계 등)를 구분하는 법을 학습하

고 신체 조직에서 각 부 의 역할은 설명할 수 있었으나 각 부 들 간의 계나 모든 조직을 아

우르는 높은 수 의 원리는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컨 , 압 조 과

련되는 신체 부 를 구조 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에 해 학습자들은 제 로 반응하지 못했는

데,각각의 기 들에 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기 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구조

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학습자들이 보유한 지식 구조의 이러한 양상은 내 인 계를

강조하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진했으나,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기능 계에 을 둔

질문에 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이경옥 역,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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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상정된 루 (Bruner,1960)의 ‘지식의 구조(structureofknowledge)’이다.보

다 폭넓은 지식의 구조에서 맥락이나 상황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구체 인 주제나 기

능을 가르치는 것은 비경제 이라는(Bruner,1960:31)지 에서도 드러나듯이,지식의

구조를 축자 으로만 보면 지식을 가르치되 이를 구조화하여 가르친다는 말로 이해되

기(허경철,1999:114)때문이다.즉,지식은 분리된 사실이나 단순화된 명제 형태로 존

재하지 않고 개념이나 원리에 따라 의미 있는 단 로 조직화되어 있어서,가르치고 배

워야 할 지식은 그 하 요소들 간의 상호 련성을 보여 주는 구조 체계로 악되어

야(김호정 외,2009:225)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구조를 핵심 개념들의 망이나 지도로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수행 이고 차 인 차원을 소거하고 루 가 ‘간 언어25)’

라는 명명으로 비 하 던 건조한 지식 체계로 목록화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

(남가 ,2007:342-343).그가 지식의 구조에 해 직 인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해당 개념 내에 특정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아이디어,개념만이 아니라 그

것들을 다루는 방법 원리나 태도도 포함한 (남가 ,2007:342),학습을 주체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 로 정의하고 학습을 통해 형성된 인지 구조는 지식의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악한 에서 볼 때26),지식의 구조를 모종의 ‘결과물’로만 간주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오히려,지식의 구조는 교육 내용을 ‘배워야 할 주제’로서가 아니라

‘해야 할 활동’으로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라는 에서(이홍우,1989:62)지식

의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항존 인 구조체가 아니다.

지식의 구조를 이러한 방향으로 의미화할 경우27),이때의 지식은 경험의 규칙성에

25) 루 (Bruner,1960)는 학문의 간 언어(middlelanguage)와 그것을 통해 궁극 으로 배워야

할 것을 구분한다.특히,교과서의 형태로 제시되는 사실의 더미들은 지식의 표층만을 드러내 주

는 도구 개념일 뿐 지식의 구조는 그러한 표층 이면에 내재해 있고 학습자들이 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컨 ,물리학의 경우 우리가 흔히 교육 내용이라 생각하는 과학의

공식이나 명제 등은 간 언어이며,이것은 과학 발견의 최종 결과물로서,과학을 통해 궁극

으로 습득해야 할 과학 사고방식과 탐구 방법을 배우기 한 일종의 매개 역할 는 도구 역

할을 한다(이홍우 역,1973:68-69).

26) 루 (Bruner,1960)가 ‘지식의 구조’개념을 창발한 것은 철 히 지식 교육의 에 의거해서

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7)박재문(1998:5-6)에서는 루 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첫째,교과의 성격과 련하여

지식의 구조는 일반 이가 가능한 아이디어이다.둘째,지식의 구조를 ‘아는 상태’와 련하여

지식의 구조는 이해와 기억의 경제성이 높고,‘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며,고등

지식과 등 지식 간에 별 차이가 없는 특성을 가진 아이디어이다.셋째,지식의 구조를 ‘가르치

는 방법’과 련하여 지식의 구조는 어떤 발달 단계의 아동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표 방식을

가진 생성력 있는 상징체계이며,발견 학습을 통하여 이 상징체계를 악하는 동안 아동은 탐구



-54-

의미와 구조를 부여하기 하여 인간이 구성하는 발명품으로(이홍우,1989:19)볼 수

있다. 한,그러한 지식들 사이의 구조는 내용이면서 과정이고 지식이 탐구되는 과정

인 동시에 구성 개념이다(강 석,2006:170).즉,구조는 고정 불변으로 존재하는 객

실재가 아니라 주 과 객 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속 으로 그 의미가 재구성되

는 해석 체계라는 것이다.요컨 ,일련의 체계 속에서 개념을 계 으로 구성한다

는 것,곧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일은 외부의 객 실재를 그 로 사상하여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경험 속에서 의미 체계의 일부가 되어 가는 과

정으로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듯이,어느 학문이고 학문에는 여러 가지 수 의 개념들이 일정한 계 구

조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이성호,2004:375).문법 교과의 문법 개념 역시 하나의 개

념과 련된 수많은 하 개념들이 계 으로 존재하고 개념의 계층 구조도 복잡하게

구 된다.따라서 각 언어 단 의 계망 속에서 각각의 단 가 변별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다는 앎에 이르지 못한 학습자는 국어라는 실체를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하는

학습자로(김은성,2012ㄷ:397)간주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지식의 구조는 발견되는

상인 동시에 구성될 수 있는 개념 구안임을 감안하면(강 석,2006:320),개념 계에

한 학습자의 인식은 단순히 아느냐,모르느냐의 이분화로 치환되기는 어렵다.개념

간 계에 기반한 문법 지식의 구조가 그 자체로 연구자들의 경험이 응축된 경험의 구

조라 할지라도 개별 학습자가 그러한 지식의 구조를 직 생성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

문에,학습자는 이 외 의 지식의 구조를 다시 자신의 내면의 구조로 구성해야(제민경,

2012:179)하기 때문이다.결국 이러한 개념 계의 구성을 통해 학습자 자신만의 문법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인데,(11)의 학습자가 호소하듯이 문법은 다른 교

과들에 비해 이러한 구조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교과이지만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12),(13)과 같이 그들 나름 로의 다양한 인식 략을 수립하여 문법 개념 간의 내

계를 구성해 내기도 한다.

(11)방학 동안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 ‘표 국어문법론’을 정리하며 기본 문법 지식

을 쌓고자 하 고,주로 노트 필기 정리를 하며 주요 내용을 익혔다.기 이 확

실하게 제시된 내용은 표를 그려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아무래도 기본 으로

쌓인 문법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 다.노트 필기

정리가 꽤 유용하 지만,지식이 부분 으로만 익 졌고 큰 틀로 연결시켜서 생

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학습 내용 순서에 따라 요약

태도,추측 자신감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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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의 경우에는 처음부

터 많은 내용이 조각조각 제시되어 정리되어 있다 보니 스스로 공부할 때 하나

로 모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UK-14]

(12)문법은 단권화를 해서 공부한다.1학년인 지 부터 문법책 하나를 사고 그 내용

을 요약해서 공책에 정리한다.거의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공책 정리

를 하면 거의 다 된다.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문법을 배울 때에는 그 공책에

서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내용을 추가하며

공부한다.[㉮-HB-117]

(13)나름 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이 내용이랑 내용이랑 연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이런 식으로 흐름을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진다.그리고 그 이 에 형태,품사,의미,화용 등 큰 틀의 용어들을 먼 이

해하려고 했다.물론,아직 지식들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게 큰 틀을 잡아 두어야 나 에 차곡차곡 내용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US-18]

요컨 ,일련의 논리로 꿰어지는 구조 속성을 제하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

는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 이 수반되는 문법 개념들에 해 개별 개념들 간의

계를 구성해 내는 일은 필연 으로 요청되는 인식 행 이다.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분 된 단편 지식을 이해하기 해 인간의 마음에 특정한 정신 구조를 형성한

다는 말이며(강 석 외 역,2008:60),학습은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는가의 문제

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양미경,

2008:183)때문이다.

2.2.문법 지식 구성의 기제

구성주의 인식론의 에 따르면,지식의 획득은 외부의 고정된 지식을 인식 주체

개인이 일방 으로 수용하는 일이 아니라 외부 상에 한 주체의 의미 부여를 통한

내면화 과정으로 개된다.이러한 지식 구성으로서의 내면화는,개인 간 국면으로 존

재하는 정신 기능인 외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 내 정신 기능인 인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어서(김재춘,2000:6),인식 주체의 내 재구성을 진하는 일련의 기제를

필요로 한다.다시 말해,인식 주체의 능동 지식 구성을 발하고 계속 이며 역동

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인식 도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폴라니(Polanyi,1965)는 식(焦點識,focalawareness)과 보조식(補助識,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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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이 상호 교차되어 형성된 결과로서의 암묵 지식(tacitknowledge)을 상정

하여 이를 설명하는데,인식 주체와 객체 지식 간의 련 정도에 따라 주체의 인식

집 이 요구되는 앎과 그 과정에 필수 으로 동원되기는 하지만 표면 으로는 드러나

지 않는 도구 앎을 구분하는 것이다.그에 따르면,지식은 주된 의미를 깨닫는 부분

인 식과 그러한 깨달음을 보조하는 세부 항목인 보조식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과

정 속에서 형성되는데,특히 보조식을 체득하는 형태로 특정의 실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윤여탁 외,2011:235).즉, 식만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할 수는 없으며,보조

식을 통해 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 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김만희․김범

기,2003:111)것이다28).여기에서는 표상과 연결소의 두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보조식으로 작용하는 문법 지식 구성의 기제를 논의할 것인데, 자는 단일 개념의 구

성과 개념 계 구성의 두 범주에 모두 여되고 후자는 개념 계의 구성에 극 으

로 동원됨을 밝힐 것이다.

(1)단일 개념 구성을 한 표상

인식 주체와 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념이 형성되어 간다는 구성주의 인식

론에 비추어 보면,결국 특정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 경험과

인지 구조를 연계하여 이해한다는 의미이다.즉,인식론 차원에서 앎은 바깥에서 주

어지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앎의 주체가 한편으로는 내 으로 조 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형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즉 구성되는

것이기에(김호정 외,2009:214),개념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작

사고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28)폴라니(Polanyi)는 못을 박기 한 망치질,동굴 발견을 한 탐침 사용,시각 장애인의 길 찾기

를 한 지팡이 사용과 같은 일상 사례들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망치,탐침,지팡이는 못

박기,동굴 발견,길 찾기라는 목 행 에 한 도구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컨 ,망치

질의 에서 못이 잘 박혔는지에 한 우리의 앎은 못과 망치와의 지 에 한 인식이 아

닌,망치와 그 망치를 잡고 있는 손과의 지 에서 일어나는 보조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의식의 은 망치질 그 자체에 놓이지만 이러한 행 의 바탕에는 못을 잡은 손의 감각,못

과 망치를 동시에 지각하는 안구 운동,망치에 한 힘을 가하는 손바닥의 감각,팔의 각도 조

등을 감지하고 조율하는 일이 수반된다는 것이다.장상호(1994:32)에서는 망치를 효과 으로

잘 다루는 기술은 손가락과 손바닥에서 느끼는 감각이 작용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는 망치 끝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주목해 왔음을 지 한다.이 게 볼 때,객 주의 인식론에

따른 문법교육의 한계는 이러한 식을 형성․획득하는 데에 근본 힘을 제공하는(부성희,

2008:173)보조식의 존재를 간과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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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작 사고의 표 인 방식이 표상(representation)이다.개념 사고는 언

어화된 사고를 월하여 존재하지 않으며(윤 희 역,2011:200),개념은 끊임없는 언어

환원을 거쳐 형성됨을(박인기,2006:11)감안할 때,사고는 기호,상징 등의 매개

표상을 다루고 그것을 조작하는 내 활동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

이다.다시 말해,무엇인가에 한 앎은 개인의 심 표상(mentalrepresentation)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이며,이 게 볼 때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을 자신의 내부로 표

상하여 개인의 능동 이고 경험 인 해석을 통하여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김

신곤,1998:110).

그런데 베르 와 카 란(Werner＆ Kaplan,1964)에 따르면,표상은 특정 개념과 연

된 다른 층 의 추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상을 통해 개념을 ‘인식하는 것’그

자체를 넘어서 ‘○○로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즉,복잡다단하고 추상 인 실체

로서의 개념을 어떠한 언어 형태를 갖추어 표상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즈를 통해

해당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어서,주체의 인식 속에서 어떤 개념이 ‘무엇’으로 환되어

자리 잡 있을 때 그 ‘무엇’이 표상의 실체라는 것이다.따라서 표상은 개념에 하여

개인이 알고 있는 바이며,더 나아가서 내 으로 형성하고 있는 세계이다(이종희,

1998:59).이러한 표상은 객 성,명료성,공공성이 희박하여 얼른 보기에는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지라도 지식을 생성하는 근원인 암묵지로 기능한다는(장상호,

1996:30) 에서,지식은 주체나 객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통합에서 오는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추병완․최근순 역,1999:15)이러한 표상의 요

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제까지 문법교육에서 추상 문법 개념과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 사이의 간극을

좁 오지 못했던 문제는 실상 이러한 표상에 개념 구성의 기제로서의 지 를 온 하

게 부여하지 못했던 에서 기인한다.표상 형식의 선택은29)개념화한 것을 달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개념 형성을 명료하게 하는 데에도(박승배 역,2014:90) 추

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학습자들의 즉각 이고 개별 인 경험으로 인계하거나 번

역하여(엄태동 편역,2001:159)문법 개념을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인식 주체와 거리를 두더라도 가장 정 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문법

29) 루 (Bruner,1960)에서도 인지 발달의 단계에 따라 ‘지식의 구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상

하여야 함을 논구한다.즉,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동작(작

동 표상),개념을 완벽하게 언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략 윤곽을 달하는 상이나 도해

( 상 표상),그리고 명제를 형성하고 변형하는 논리 규칙에 지배되는 상징체계로서의 상징

는 논리 명제(상징 표상)’로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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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표상해 왔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문법 개념에 가해지는 추상성은 더욱 증 되

어 아무리 다양한 를 들어 문법 개념을 표상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여 히 문법 개

념은 ‘건조하고 딱딱한 상(김은성,2009:304)’으로 남으며,문법 개념 구성의 실질

기제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요컨 ,특정 개념에 한 인식 주체의 능동 지식 구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험

을 선택 으로 표상하여 조직하고 기존 지식과 통합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진행된

다는 에서(이명숙,1998:41),결국 어떻게 표상하는가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는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김 채,2013:30).본고에서 개별 문

법 개념에 한 학습자의 지식 구성 기제로 표상을 의미화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다시

말해,비가시 이며 추상 인 문법 개념을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식 범 내에서 구성

하는 과정에서 표상은 물리 형상화를 통해 해당 개념에 인식 으로 근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명사’라는 문법 개념을 학습자들

이 내면화하여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 ,이것,거기 같은 말’혹은 ‘인내심의 명

사 구 구 할 때의 그 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 실체를 갖춘 언어로 환하는

표상 형성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때,개념이란 특정 사물이나 사건,상징 인 상들이 공통 인 속성이나 특성을

기 로 하여 독특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한 덩어리로 뭉쳐질 수 있는 총체이며

(박 목 외,1995:303),따라서 개념은 무수한 속성들의 집합으로 규정될 수 있어 어떠

한 속성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의 구성 방식은 달라지기(신 정,2000:30)마련이

다.따라서 특정 개념을 다른 무엇이 아닌 특정의 ‘그 무엇’으로 표상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개념의 다양한 속성들에 한 선택과 제한이 제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앞선,

사례에서 ‘명사’를 ‘인내심의 명사 구 구 할 때의 그 명사’로 해당 개념을 표

상했다는 것은 명사가 지니는 수많은 속성들 표성이 핵심 속성으로 선택하며

나머지 속성들은 주변 인 것들로 배제하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구성주의

인식론에서 지식을 바라보는 근본 인 자체가 그러하듯이 특정 개념을 일련의 언

어 실체로 표상하는 일은 어느 측면에서나 완 무결하게 객 일 수는 없기 때문이

다.

(2)개념 계 구성을 한 표상

술하 듯이, 문가들의 학문 탐구 활동의 결과물인 각 교과의 주요 개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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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논리로 꿰어지는 구조 속성을 제로 하며,따라서 학습자들은 개별 개념을

따로 떼어 내어 배운다기보다 한 개념을 련된 다른 개념과 계 지어 이해해야 한다

(임청환․권성기 역,2006:162).문법 교과의 주요 개념들 역시 주로 둘 이상의 상 사

이의 변별 계에 의해 특정 개념의 의미가 구성되며,학습자들은 문법 상들 간에

의미 있는 정보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김호정,2010:21)보다 거

시 인 으로 언어 상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때,지식은 달의 상이 아니라 경험의 상이며 지식의 구조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어서(제민경,2012:180),학습자들은 문법 개념 간의

계에 해서도 조작 사고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을 체화하고 유하여 의미와 체계

가 부여된 형태를(윤여탁 외,2011:216)갖추어 간다.언어화된 구체 실체로서의 표상

을 단일 문법 개념에 한 구성 기제로만 제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시 말

해,원래 지식이라는 것,교과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 인 경험 양식이 체계 으로 구조

화된 산물이라고 할 때(김호정 외,2007:276),그러한 지식 구조의 형성 단 인 개념 사

이의 계를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내면화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표상은 주

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비록 가안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김은성(2012ㄴ:107)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표상을

한 고려 요인을 범주화하는 가운데30)‘내 구조화의 질’에 따라 구조 표상과 비구

조 표상을 구분한 데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즉, 시,비유 등에 구조

성을 부여함으로써 낱낱의 문법 개념에 한 구성 과정에서뿐 아니라 둘 이상의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표상을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한 실체화

략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이때의 표상은 그 자체로도 계성을 띠고 있

어 단일 개념에 한 표상과는 질 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교육의 국면에서는 교육 내용들이 시차를 두어 분 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에서 지식의 구조 특성,곧 주요 개념들이 서로 하게 얽 있는 계

30)김은성(2012ㄴ:107)에서는 표상의 유형,방식,강조,의도성의 여부,구조성의 정도,범 등의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문법 교육 내용 표상체로서의 담화를 분석하고 구성하는 데 참

조할 수 있는 특수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상의 유형:연속 /비연속 /복합 ( 로만 /시각 기호로만 /둘 이상의 모드가 복합)

▪표상의 방식:직 표상 /간 표상(직설 인가 /우회 인가)

▪표상의 강도:강한 표상 /약한 표상(내 인 연 /외 인 연 )

▪표상의 의도성:의도 표상 /우연 표상(개발된 것인가 /발견된 것인가)

▪표상의 구조성:구조 표상 /비구조 표상(교육 내용의 내 구조화의 질)

▪표상의 범 : 국 표상 /국지 표상(본문인가 / 시 자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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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편화되는 경향이 강하다.이를 복원하기 해서는,특정 개념이 다른 개념과

갖는 연결 고리, 체 체계 안에서 해당 개념이 유하는 치 등을 다시 명확히 짚

어 주고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이라는 상 세계에 해 하나의 유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남가 ,2012:29),학습자가 표상을 기제로 삼아

문법 개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기 계는 지속 인 탐색의 상이 된

다.(14)의 학습자 목소리에서도 이 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문법 교과의 주요 표상

략 하나인 사례가 단일 문법 개념의 구성을 돕는 것을 넘어 사례를 엮어 나가면

서 문법의 짜임,즉 문법 개념 간의 계를 실체화하여 구성하는 기제로 작동된다는 것

이다.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본고에서는 단일 문법 개념에 한 표상과 문법 개념

간의 계에 한 표상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여 지식 구성의 기제로 다루고자 한다.

(14)교재에 나오는 문법 설명들은 개 시 주로 구성되어 있다.이 시들을 어

떻게 잘 이해하는가가 문법 공부의 핵심이다.그런데 내 경험상 시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문법 공부가 훨씬 쉬워진다.안 그래도 문법은 용어 하나하나

가 여기서 쓰 다가 기서 나왔다가 하는데,이를 각각의 시로 이해하려고 하

면 외울 게 무 많아진다.기왕에 시로 이해를 하려면 시를 엮어 나가면서

문법의 짜임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US-9]

(3)개념 계 구성을 한 연결소

문법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각각 그 하나로만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우며 각 개

념들 간의 계와 그것들을 이루는 체 체계가 구조화될 때(김은성,2009:295)비로소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때,일련의 체계 속에서 개념 사이의 계를 구성하고

이를 토 로 문법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일은 외부의 실재를 모사하여 발견하

는 과정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경험 속에서 의미 체계의 일부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즉,지식의 구조는 인식 주체와 독립 인 객 실재이기보다는 인식 주체에 의해 구

성되어 새롭게 진화하는 구안이라는 것이다(강 석,2006:169).

이 듯,인식 상으로서의 지식의 구조와 인식 주체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구획하

기 어렵다고 할 때,둘 사이를 매개하고 재하는 인식 구성을 부각하기 해서는 구

성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발 되는 인식 주체의 인지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어떻게 아는가’혹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시 으로 근할 수 있

기 때문이다.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의 구조를 자신의 의식 앎으로 환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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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 되는 이러한 인지 활동은 우선 (15)나 (16)과 같은 학습 략 혹은 기법의 층

에서 쉽게 발견된다31).구체 으로,학습자 자신의 언어로 변환하여 타인에게 설명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복잡한 개념의 계층 구조를 계 으로 악하기 해 개념도

나 표를 그리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의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 구에게나 문법은 어려운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는 문법을 가르치는

듯이 일명 ‘선생님 놀이’를 하며 스스로 공부할 때 가장 효과 이고 이해도 잘

습니다.교과서에는 서로 련성이 있는 개념들이 여기 기 흩어져 있는데,이

걸 말로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그냥 머릿속에서는 딱

정리가 안 되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정보들

을 펼쳐 놓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HE-61]

(16)표를 그리면서 외운다.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들을 한 군데에 모두

쓰고 그것들을 토 로 노트나 이면지에 여러 번 표에 정리를 해 가며 공부한다.

안 그러면,문법의 설명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여기 보다가 기 보다가 하면

서 외우는 게 어렵다.그래서 노트에 그 설명들을 한 곳에 어 두고 표를 만들

어 여러 번 쓰면서 암기한다.[㉮-HB-6]

그러나 표피 층 에서 찰되는 이러한 활동의 단면들은 실상 학습 일반론의 차원

에서 거론되는 지 들이어서 이를 문법교육에 일방 으로 유입하는 일은 큰 의의를 지

니기 어렵다.무엇보다,문법 지식 자체의 내용 속성이 극 으로 투 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이러한 활동을 의미화하는 일은 문법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발 되는 학습자의

내 한 인식성을 포착하는 데도,나아가 교육 내용 구 을 한 이론 이고 세 한

31)문법교육에서는 최은혜(2013),임 미․오 아(2013)에서 이러한 측면의 근이 이루어진 바 있

다.특히,후자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문법 탐구 과정에서 발 하는 학습의 양상을 ‘통제 략,

단순 암기 략,동화 략’으로 구분하는데,임 미․오 아(2013:422)에서도 스스로 지 하듯이

문법만의 학습 략에 한 탐색이 아니라 일반 인 학습 략에 한 탐색을 그것도 5 척도

의 조사를 통해 분석하다 보니,실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문법을 학습하는지에 한 세 한 결을

읽어 내기에는 제한 이다. 컨 ,다음과 같은 진술로 구체화되는 ‘동화 략’은 본고에서 상정

하는 지식 구성과 일정 정도 공유 을 지니면서도,그러한 양상을 교육 실행에 투사하기에는 지

나치게 추상 이다.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다른 과목에서 이미 배운 것과 새로 배우는 내용을 연결시키려고 애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면 공부가 더 잘 된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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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리라 단된다.

본고에서는 문법 지식 그 자체에 을 두어 보다 내 으로 수행하는 학습자의 인

식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 사이의 결합은 학습자의 주 인상뿐만 아니라

이들 상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에 기 한다고 하더라도(윤 희 역,2011:205),구

조는 객 실재가 아니라 구성 실재라는 에서 그러한 결합 계에 한 주목은

결국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의 몫이기 때문이다.즉,개별 인 인식 주체자들이 당사자

으로 참여하여(양미경,2008:140)외부의 문법 설명 체계에 기 어 개념 간의 계망

을 구성해 갈 때,문법 지식의 어떠한 속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속성을 자신의 구성 기

제로 략화하여 발 하는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물론,이때 학습자가 보이

는 인식은 비록 논리 완결성과 설명력을 채 갖추지 못해 아직 하나의 문법 지식으로

볼 수 없는 형태일 수는 있으나,그러한 문법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담고

있는 형태라면 교육 의도에 의거하여(남가 ,2008:142)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 구

을 한 거로 읽어 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은 학습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구조의 구성을 심으로 어떠한

기제가 여되는지에 심을 둔다는 에서,특정 문법 설명 텍스트 군(群)을 분석하여

문법 개념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떠한 장치에 의해 배열 단 간의 계화를 지향할

것인지를 정 하게 모색한 제민경(2012)의 논의와 맞닿는다32).그는 외부의 문법 지식

들을 학습자들이 자신의 구조로 내면화하기 해서는 문법 개념들 간의 연결 고리 확

보가 필수 으로 요구되는바,연결 고리로서의 연결소(connections)개념을 [표 10]과

같이 상정하여 계 구성을 한 장치로서의 상을 부여한다.다시 말해,문법 경험

의 결과로 산출된 몇 가지 개념과 체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경험이 개되는 데 핵

심 으로 동원되고 있는 개념,원리,방법 등이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더 요하다고

할 때(남가 ,2007:370),학습자들이 자신의 맥락 논리를 형성하여 문법 개념들을

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한 모종의 인식 기제들을 교육 에서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문법교육의 내용 요소는 학문 문법에서 제공되는 논리

를 그 로 재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극복하고,무한하고 연속 인 언어의 체계

를 유한하고 단 인 교육 내용으로 평면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어떠한 논

32)다만,제민경(2012)에서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텍스트는 학습자의 인지 구성 방식과 더 닮아 있

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이미 실체화가 완료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연결 기제들

에 주목한다는 에서 본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텍스트 생산자의 모종의 의도를 학습자

의 지식 구성과 등치한 결과,분석의 결과가 이론 제로만 기능할 뿐 학습자가 실제로 지식

을 구성하는 과정에 한 구체 상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제민경,2012:203).



-63-

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한 내용 요소의 조직 논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세부 층 제시 사례 교육 확장

개념에
내재된
연결소

내 연결소 연결어미와 이어진문장 연결
교육과정의
문제외 연결소 품사와 문장성분 연결

텍스트가
부여하는
연결소

일 된 시 하나의 문으로 과 품사 연결
텍스트
구성의
문제

연상 작용 단어 → 사물 이름 → 명사 → 품사

비유
변신 로 :합체 로 =굴 어:첨가어

→ 조사와 어미 도출

[표 10]제민경(2012)의 연결소 개념

그런데 [표 10]에서 문법 개념 자체에 연결소가 내재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 해서는 시,연상,비유 등의 텍스트 장치를 동원하여 의도 으

로 연결소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 본고에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다.학습

자의 인식 내에서 연결상의 거리가 멀거나 가까울 뿐 연결소가 부재한 문법 개념은 본

질 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며33), 시,연상,비유의 외재 장치가 동원되는 경우라 하

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미 개념 간의 연결 계가 제되기 때문이다. 한,교육과정과

텍스트 구성을 이원화하는 문제는 교육 내용의 구 층 에 따른 구분이지34),연결소

의 속성에 따라 변별되기 어렵다는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들을 고려하

여,본고에서는 [표 10]의 ‘텍스트가 부여하는 연결소’는 가시 표상을 통해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별도로 범주화하고35),‘개념에 내재된 연결소’에만 연결소로서

33)제민경(2012)에서 역시 ‘문법 지식 사이에 내재된 연결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 텍스트 구성을 통

해 외부 으로 연결소를 부여(제민경,2012:33-35)’한다는 표 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한

다.즉,모든 개념에는 기본 으로 연결소가 ‘내재’되어 있으며,그것을 ‘찾기 어려울 경우’라는 제

한을 두는 것이다.

34) 를 들어,교과서에서의 설명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개념에 내재된 연결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를 심으로 개별 개념들을 연결시켜 기술할 것인가 역시 으로 고려해야 한

다.오히려,교육과정과 텍스트의 층 구분은 실 으로는 언어 단 를 기 으로 분 되는 문

법 개념의 범주 크기 차이에서 구분되는 경향이 강한바, 컨 품사와 문장 성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로 교육과정의 층 에서,부사어와 형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텍스트 구성의 층 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해서는 Ⅳ장에서 후술한다.

35)앞서 다룬 ‘개념 계 구성을 한 표상’이 이에 해당한다.물론,이 경우에도 표상은 그 구조화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연결소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본고에서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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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을 유표 으로 부여하고자 한다.즉,하나의 고리에서 다음 고리로 이동하면서

개별 연결 고리들이 역동 이고 연속 으로 합류되는 연쇄 복합체(chaincomplex)의

형식을 띠는(윤 희 역,2011:209)‘지식의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학습자들이 문

법 개념이 지니는 계 양상의 어느 지 에 주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소를 부

여하는지를 주요 분석 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를 들어,문법 교과서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구어 으로 문법 개념을 설명하는 (17)의 인용에서는 품사

와 문장 성분 사이의 변별 차이를 다루면서도 ‘곡용/활용’,‘생/합성’,‘굴 ’등의 유

혹은 인 개념들을 의도 으로 동원하여 해당 개념들 사이의 상하,등 ,범주

계 등을 구성하는바,본고에서 문법 개념 계의 구성 기제로서의 연결소를 상정하

는 것은 이러한 차원이다.

(17)‘곡용’이나 ‘활용’은 품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와 련된 용어 요.

당연히 조사나 어미에 해 논의하게 되겠지요.그런데 앞에서 ‘생’이나 ‘합성’

이라는 말들을 했었지요.이는 무엇과 련된 용어 나요?네,단어의 구성과

련된 용어 습니다.즉,‘생’이나 ‘합성’은 단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곡용’이나 ‘활용’은 단어의 쓰임에 련된 용어랍니다.‘곡용’과 ‘활용’을 묶어서

‘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굴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무엇인가에

향을 받아 원래 모습과 달라지는 것을 말하잖아요.단어 자체의 구분이 ‘품사’

이고 문장에서 달라진 역할을 말하는 것이 ‘문장 성분’이라면,문장 성분과 련

된 것에 ‘굴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까닭을 아시겠지요(김남미,2010:167).

요컨 ,지식의 구조는 학습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침범 불가능한 상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논리 맥락을 부여하여 구성해 내야 하는 조작 상이다.이

때의 구성은 거시 으로는 구조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일이지만

세부 으로는 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 사이의 계에 주목하여 연결소를 부여함으로써

계의 도를 높여 가는 일로 구체화된다.물론,이러한 연결소는 정치하게 짜인 문법

의 개념망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식 주체의 의미

부여 정도에 따라 기능 부담량이 달라지는바,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들을

정교화하고 계화하는 에 문법 지식의 어떠한 부면에 주목하여 연결소를 상정하는

지의 양상에 주된 심을 두고자 한다.정보는 거기에 있거나 없을 뿐이며 그러한 정보

가 가지는 ‘의미’는 사고하는 사람이 구성하고,찾고,부여해야 하는 어떤 것(김 채,

2013:31)임을 제하기 때문이다.

으로 가시화하는 상 그 자체에 주목하여 표상과 연결소를 별도의 범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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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양상 분석

Ⅱ장에서는 련 이론 선행 연구에 한 천착을 통해 문법 지식을 구성한다는 행

의 의미를 탐색하고 문법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 하여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이러한 의미에 기반하여 답을 찾아야 함을 논구하 다.이를 토 로,Ⅲ장에서는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을 도모하기 한 문법교육의 실천상 입론을 한 제로서,학습자들

이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여 구성하는 양상의 세 한 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는 교

육 설계의 핵심 거는 학습자의 이해라는 아래1),학습자의 이해를 이해하기

해 요구되는 입각 들을 실제의 학습자를 통해 포착하기 함이다.따라서 Ⅲ장의 논

의는 본고에서 일정한 차에 따라 수집한 연구 자료들을 귀납 으로 의미화하는 과정

이자,동시에 Ⅱ장의 이론 탐색을 제하고 반 한 결과이다. 한,민병곤(2005:325)

의 표 로 이론은 실의 모사이자 실천의 지침이라고 할 때,학습자의 재를 매재

로 삼아 문법교육 실천을 한 이론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격 인 분석에 앞서,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양상을 드러내는 체물로 간주되

는 본고의 연구 자료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 반 된 조작 제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연구 자료를 통해 심층 ․총체 지향 을 생성하기 해서는 해당 자

료들 각각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잠정 으로 세운 이나 시각을 원천 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왈코트(Walcott,1994)에서 질 연구 자료의 분석이 지니는 모호함을 지 하

며 연구자의 ‘해석’을 시한 것도 이에 기인하는데, 상과 실증 자료와의 계 속에

서 이론 가정을 발견한 후에 결과의 형식으로 이를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임

은미 외 역,2009:91),어떤 상의 심층 의미를 찾기 한 해석 과정에는 일정 정도

의 조작 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2).

1) 긴스와 맥타이어(Wiggins＆ McTighe,2005)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가 가르칠 것만을 목

으로 하여 개되어 왔음을 비 하며 학습자의 이해를 심 규 으로 삼아 교육 실천이 논의되

어야 함을 역설한다.강 석 외 역(2008)에서 ‘거꾸로 생각하는’이라는 표 으로 이러한 의도를 번

역한 것도 이 때문인데,이러한 이 정립될 때 학습자를 교육과정의 공동 창안자로까지 격상할

(Lauritzen＆ Jaeger,1997)수 있을 것이다.

2)연구자의 의도성을 내포한다는 이유로,‘조작’은 연구의 객 성과 타당성을 해하는 속성으로 간

주되고는 한다.그러나 모든 상을 있는 그 로 묘사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에서 연구의 을 반 하기 한 일환으로 ‘조작’을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특히,교육을 특정

의도에 따른 일련의 기획으로 인식할 때,오히려 ‘조작’은 아이즈 (Eisner,1994)에서 제안하는

‘교육 감식안’의 의미에 가깝다.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 만을 시하고 그 행 가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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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특정의 학습자 집단이 산출해 낸 일련의 결과물을 분석하여 그러한 결과를

생성하기까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인지 으로 작동하 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을

체계 으로 추출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는다.그런데 이러한 근으로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확정 으로 시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따른다. 상 집

단 개개인의 인지 특성과 수 ,이제까지의 학습 경험 선행 학습 정도,문법 교과

에 한 태도 등의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혼효된 집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단일하

게 처리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사실,이 지 은 다수의 질 연구들에서 ‘조작 ’

해석을 수행하는 데 여되는 태생 한계이기도 할 것인데,다만 본고에서는 향후 문

법교육 설계의 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맹아 요소들을 포착하기 해 학습자들

이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의미 포착이 가능한 일련의 단 로 간주하여 체계화

하고자 한다.복잡다단한 학습자의 인지 사고 과정을 여실하게 그려 내는 일은 가능

하지도 않거니와 분석 결과의 교육 해석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인식 상으로서의 문법 지식과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 사이를 매개하고

재하는 과정으로서의 ‘지식 구성’을 가시 으로 찰하기 해서는,지식 구성의 과정

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인지 ‘활동’들을 분석의 단 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활동

이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 되는 신체 동작뿐 아니라 내면 인 사고나 태도까지

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개념으로,인식 주체와 인식 상 사이의 의식 이고 지속

인 상호작용의 총체이며,무엇보다 상에 한 주체의 탐색 과정을 외 화하여3)드러

내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실체를 탐색하기 해서는

다소간의 조작 근이 요구되는바,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일련의 인지 활동들을 문법 지식 구성의 유표 상으로 간주하

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즉,학습자가 외부의 문법 지식을 두고 자신만의 의미

구성 과정을 통해 몇 겹의 해석을 덧 워 이해한다고 할 때(김은성,2007ㄱ:363),모종

의 인식 기제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발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것’에는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행동주의자들을 비 하면서,교육 연구에서는 장에서 발생하는

행 나 상이 지니는 의미를 질 으로 해석해 내는 연구가 요함을 역설한다.

3)이제까지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활동’의 의의를 ‘이해 후의 검’정도로 소하게 인식해 온 경

향이 강하다.즉,‘활동’을 학습을 한 도구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그러나 가르침의 내용은 단

순히 명제 지식이 아니라 모종의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허경철,1999:112),이 에서

학습은 곧 활동이다(강 석 외 역,2008:35).이 게 볼 때,교육 내용으로서의 활동은 본래의 일

차 경험은 아니지만,일차 경험의 틀로 구 되어 지식이 지니고 있는 발견 속성을 보완해

수 있다(제민경,2007:100). 컨 ,문법에 한 설명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

법 지식들을 내면화하여 구성하는 과정 역시 학습자의 ‘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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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Ⅱ장에서 언명하 듯이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반 으로 다양한

개념들의 학습이나 개념과 개념과의 계에 한 학습으로 구체화됨을 고려하여(장언

효,2002:68),인식 기제가 여하는 층 를 크게 단일 개념의 구성과 개념 계의 구

성으로 양분하여 살피고자 한다.다시 말해,형태소,홑문장,음운동화 등의 단일 문법

개념을 구성하기 해 어떠한 기제들을 동원하는지,이들 문법 개념들을 유기 으로

연결하여 계를 구조화하는 데는 어떠한 기제들이 작용하는지를 학습자의 수 에서

확인하고자 한다.요컨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범주와 기제의 측면에서 구축한 문법

지식 구성의 논리 틀을 격자로 삼아,즉 개념 구성과 계 구성의 두 범주에서

학습자들이 표상과 연결소라는 인식 기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하며 여기에 개

입되는 요인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더해,문법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고하는 인지 단 지 들도 분

석 상에 포함하고자 한다.본고의 연구 자료는 학습자들이 교과서라는 객체화된 지

식에 조회하여 능동 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가운데 보인 반응들인데,이때 어

느 지 에서 어떠한 인지 문제에 착하는가도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들은 모종의 인식 기제들을 직간 으로 동원할 것이

기 때문이다.다만,인지 단 을 백지 상태의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로 보아 교정의

으로만 근하는 것은 경계하고자 한다4).흔히,인지 단 은 불완 한 학습의

징표이자 이미 정해진 정답에 의해 메워질 수 있는 부차 이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

는 것으로 간주되지만(양미경,2008:170),그보다는 학습자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내

인 기제나 조건을 특정 개념과 련된 발달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재태로 악하

는 것이 보다 풍부하게 교육 의미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본고에서 분석 상으로 삼는 학습자들의 목소리는 특정 참조 자료에 한 반응

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수합한 것이어서,분석 과정에서도 이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본고에서는 일정한 조회 지 에 한 탐색이 없이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 아래,7차 문법 교과서의 특정 설명 텍스트를 학습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 다.즉,연구자가 임의로 상정한 자료에 기반하여 학습

자들이 개개의 문법 지식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추

4)문법교육 연구에서 비교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오개념 역시 이러한 을 통해 근해

야 한다.단순히 ‘잘못 알고 있는,혹은 잘못 알 험이 큰 문법 지식들’의 목록화로만 오개념을

근할 것이 아니라,학습자가 보이는 오개념의 양상과 내외 원인을 진단하여 이를 ‘향후 문법

교수․학습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남가 ,2012:21)’이자 ‘인지 교두보(김호정 외,

2009:217)’로 의미화하는 보다 거시 인 조망이 요구된다.



-68-

한 것이다.물론,교과서는 그 자체로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구체 인 실제이자 학습

내용과 질에 인 향력을 행사하는 텍스트이기는 하지만(양미경,2008:134),내

용을 선정하고 특정한 계열에 따라 조직․제시하는 것은 분명 자의 몫이라는 에서

(양미경,2008:151)주 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자료이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인식하면서도,즉 특정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선정과 배열의 주 논리를 인정

하면서도,연구 설계상의 조작과 분석 편의를 감안하여 7차 문법 교과서를 참조 자료

로 상정한 것이다.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구성하기 해 텍스트와 자신의 의미 해석

사이를 오갈 때,그 양상을 실하게 포착하기 해서는 보편 이고 단일한 참조 자료

를 상정하는 것이 가장 최 화된 연구 설계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다만,학습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참조 자료에 한 분석도 병행하여 둘 사이의 계

를 비교하고자 한다.다시 말해,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 인지 단 을 겪었는지,교

과서의 기술 내용과 방식을 그 로 재 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특히 후자의 경우에 학습자가 어떠한 지 에서 인식 기제들을 동원하는지

를 분석 상으로 삼을 것이다.

한,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성해야 할 문법 단 의 범 를 7차 문법 교과서의

단원 체계에 따라 한정하 다.일정한 단 로 개되는 교육의 실행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의 설정 차원에서 상에 한 분리와 분 은 불가피하며,특히 형식주의

․구조주의 문법교육에서는 문법 단 를 기 으로 언어를 구획하여 이를 교육 설

계의 조직자로 삼는 것이 일반 임을 감안한 결과이다.물론,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

의 단 와 그 구성 방식은 고정 이지 않으며,교육의 목 과 지향에 따라 언제든지 가

변 이다.교육과정 개정 차시마다 문법 교과서에서 설정한 문법 단 의 범 와 순서

가 달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단원 간의 계라는 큰 틀이 아니라

세부 인 기술의 측면에서도 교과서마다 문법 단 에 한 근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도 한다.문법 단 의 분 과 배열에 개재하는 이러한 주 성을 염두에 두면서도,본고

에서는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상정한 문법 단 를 토 로 학습자들이 ‘자신의’문법 지

식을 구성하도록 하 다.문법 단 의 변별 범주화 방식은 그 자체로 논쟁 범주이

기는 하지만,학습자의 조회 지 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가장 형 이고

안정 인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본고의 기본 인

제는,문법 교육 내용이 체계 인 지식이라는 과 학습자들이 체계 으로 문법 지식

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문제라는(신명선,2007:437-438)인식

속에서 후자에 한 탐색을 통해 자의 설계 방향을 입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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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단 의 분 과 배열이 학습자들에 의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도 주요한 분석 지

하나이다.

보다 근본 으로,본고는 문법교육 반을 뒤바꾸는 획기 인 변화를 논의하기보다

는 문법교육의 근간에서 출발하되 가장 핵심이 되는 지 을 개신하여 보다 실천 인

상을 그려 내기 한 논의라는 에서,기존의 문법 단 에 해 어느 정도 공고한 입

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외부에서 투입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문법 학습의 출발 의

하나로서 그리고 문법 학습이 지향하는 도달 의 거로서 요한 의의를 지니는(이성

,1998:208),학문 문법의 결과물을 문법 단 에 한 새로운 근을 통해 근원 으로

재편하기보다는 지식 구성에 한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교육 문법의 재구성이 우선

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7차 문법 교과서의 내용 에서도 ‘음운 체계,음운 변동,단어 형성,품사,문

장 성분,문장의 짜임’으로만 분석 상을 한정하는 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7

차 문법 교과서에는 학문 문법의 통 인 연구 상이었던 형태론과 통사론에 더해

음운론,의미론,어휘론,규범론,담화화용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5),언어에 한

변화 문화 요소의 강조에 따라 언어일반론,사회언어학,국어사,훈민정음 등의

내용도 다루어진다.이 게 볼 때,본고에서는 이들 내용 유연성이 상 으로 낮은

경성 지식(hardknowledge)6)들로 연구 상을 제한한 셈이다.문법 지식들의 변별

속성들은 인식 주체의 구성 방식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것인데,본고에서는 개념

의 구체성과 명료성이 담보되고 지식의 구조가 비교 안정 으로 체계화된 지식들을

우선 으로7)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들 내용으로만 범 를 한정한 것이다.

5)이들 단 들은 그 성격이 동질 이지 않다.최호철(1995:637-638)에서는 의미와 음성은 언어 구성

의 단 이며,문장,단어,형태는 발화를 분석하여 얻은 구조의 단 라는 을 분명히 하는데,이

게 볼 때 음운론은 형태론,통사론과는 이질 인 성격을 띤다.그러나 학교 문법에서의 음운론

은 의미와 연동되기보다는 주로 개념과 구조로 다루어짐을 감안하여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을 분

석 상에 포함하 다.

6)허경철 외(2000:72-73)에서는 ‘경계선의 명확성,인식론 성,암묵지 속성’등을 기 으로

경성 지식(hardknowledge)과 연성 지식(flexibleknowledge)을 구분한다.그런데 지식 자체가 지

니는 층성을 고려할 때,이러한 구분은 비단 문법 단 를 가르는 층 에서만 작용하지는 않는

다. 컨 ,담화 단 와 비교할 때 문장 성분은 경성 지식에 가깝겠지만,후자 내에서도 부사어

에 비해 형어의 경계가 보다 뚜렷할 것이다.

7)다만,본고에서는 문법 요소(종결,높임,시간,피동,사동,부정 표 등)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최 의 연구 설계에는 이 역시 하나의 단 로 상정하 으나,학습자들의 산출물을 분석한

결과 의미가 개입되는 경향이 강하고 지식의 체계성이 다른 단 들에 비해 상 으로 낮아 표상

과 연결소라는 틀로 분석하기에는 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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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상 변환을 통한 단일 개념의 구성

맨들러(Mandler,1983)에 따르면 표상은 인식 주체가 상을 내면화한 양상과 그것

을 외 으로 산출한 산물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피아제(Piaget,1962)는 이를 ‘개념

표상’과 ‘상징 표상’으로 구분하는데, 자는 사고와 동일시되어 내 표상의 형태

로 형성되는 반면 후자는 외 으로 시각화․언어화된 실체이다.이때, 자의 표상은

개인의 마음에서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즉각 인 정신 경험이어서(권석일 외 역,

2010:64) 찰과 분석의 상이 되기 어렵다.개념은 그 감각 형식에 계없이 인간

경험의 개인 측면이며,비록 그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개념이 명백할

지라도 그 개념은 사 인 것이어서 그것이 공 인 것으로 바 기 에는 결코 공유될

수 없기(박승배 역,2014:87)때문이다.

나아가 본고에서 문법 개념에 한 학습자의 표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학

습자가 보고하는 상 그 자체를 여실히 묘사하기 함이 아니라 사 인 개념을 공

인 개념으로 환하는 과정으로서의(박승배 역,2014:87)교육 내용 구 방안을 모색

하기 함이라는 에서도 표상의 범 를 이 듯 제한 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문법

개념의 구성을 한 인식 기제로서의 표상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습자 혹은 갖추었

다고 하더라도 부 합한 방식으로 표상하는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을 명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개념 달 도구로서의 표상을 교육 으로 정교화하는 것이 본고

의 목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이 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체로 명제의 형태로 표상된

문법 개념을 학습자들이 내면 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을 변환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퍼킨스와 리스(Perkins＆ Blythe,1994:5-6)에서 이해라

는 인식 행 를 개념화하기 해 설명,근거 찾기,일반화, 용,분석 등에 더해 ‘새

로운 방식으로 표상하기’를 별도로 언 한 것도 이에 한 고려일 것인데,학습자들의

산출물을 분석한 결과,‘사례,비유,일상어’의 세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찰되었다.

1.1.사례의 표상

개념은 개별 상들이 공유하는 속성을 추출해 낸 추상 인 념이며 일련의 사례들

을 규정하는 규칙,정의,속성 는 속성들 간의 계 등에 한 심 표상이다(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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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4).따라서 특정 개념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사례‘들’에서 핵심

인 공통 속성을 포착해 가는 과정이다.이 게 볼 때,학습자의 입장에서 개념을 구성

하는 인식 활동의 핵심은 본질 이고 공통 인 요소를 찾기 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이자 사례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임청환․권성기 역,2006:157).

특히,문법 개념은 그 자체로는 가시 형체가 없이 추상화되어 아무리 자세하게 설

명한다고 해도 학습자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앎일 뿐 내면화된 지식으로 체득되기는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일반 이고 추상 인 명제로부터의 형식

추론을 벗어나 구체 이고 맥락 인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권석일 외 역,2010:19),문법교육에서는 말로 풀어 달하고 그것을

입증해 주는 를 드는 것이 가장 형 인 상황의 제시 방식이다(김은성,2009:294).

문법 개념의 구성 과정에서 사례를 통한 표상이 지니는 표성은 (1)과 (2)의 학습자

목소리에서도 확인되는데8),학습자들이 특정 개념을 정의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인지

과부하를 유발하며 설명에 부착된 사례들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해당 개념을 이

해할 수 있게 된다.나아가 개념의 이해 과정에서 교과서나 교사가 제시하는 사례 이외

에도 스스로 새로운 사례를 생성하여 용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해당 개념에 한

능동 구성을 공고화하기도 한다.

(1)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정의를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한다.하지만 정의하는

내용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그럴 때는 쭉 읽으면서 사례나 설

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나름 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다.그래서 딱 형태

소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이런 것들이 형태소다 정도로 어렴풋

하게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UK-10]

(2)문법을 내 것으로 만들기 해 제게 요했던 것은 체계와 문이었습니다.문법

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설명이기 때문에,그 체계를 그림이

나 표, 계의 구조로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구체 인 문이 있어야 문법에 한 추상 인 진술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

다.새로운 문을 만들어 용시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US-8]

이 듯,문법 개념에 한 인식 구성은 해당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속성을 표상하

고 있는 사례를 통해 개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어떤 언어 자료를 택하는가 하는

8)문법 개념의 표상 과정에서 사례가 지니는 이러한 상에도 불구하고 문법교육에서는 그간 어떠

한 기 으로 사례를 선정하고 어떠한 원리로 이들을 계열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집 으로 논의

되지 못한 채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의 경험과 직 에 의존해 온 경향이 강하다.지식 교과라는

근본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연구 풍토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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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법 지식에 한 설명력을 담보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요인이다(남가 ,

2013ㄴ:124).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결과물을 분석하여 단일 문법 개념을 구성하

기 해 학습자가 사례를 표상하는 양상을 ‘형 사례,비 형 사례, 조 사례’

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여 살피고자 한다.

(1) 형 사례를 통한 개념의 단순화

먼 ,학습자들은 특정 문법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속성들 자신의 시각에서 가장

핵심 이라 단되는 속성을 반 한 형 사례를 표상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의미를

단순화한다.(3)에서도 드러나듯이,어떤 상을 보다 일반 인 개념의 특수한 사례로

이해한다는 것은 해당 상의 이해뿐 아니라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것과 비슷한 상

들을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박재문,1998:6) 에서

형 사례는 추상 인 문법 개념을 인식 으로 구성하는 표 인 표상 방식이다.

(3)문법책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냥 그 용어만 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부분이다.그게 그 말 같고,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들도 많아서 무턱 고 책에

나와 있는 로 용어하고 용어 풀이만 외워서는 세 까먹어 버린다.나는 들을

외운다.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부분 교과서의 들이 문제로 나기 때문에 들

만 외워도 어느 정도 시험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그러다가 학원 문제집이나

선생님 설명에서 좀 특이한 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들도 원래 외웠던 들

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HB-2]

이 때문에,교과서에서 특정 개념을 풀이하는 가운데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형성이

부족한 사례가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은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4)는 교과

서에서 ‘겹문장’을 표상하는 사례들인데,㉮와 ㉯는 각각 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의 사례이고,㉰는 안은문장의 사례로 제시된다.물론,㉰와 련하

여 주어가 생략되고 형 로 안기는 과정을 추가로 기술하지만,문제는 이 사례가

형 이 아닌 그 상 개념으로서의 안은문장을 표상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이다.실

상, 형 을 안은문장이 겹문장이라는 사실은 비 국어 교사들조차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지 임을 감안할 때(남가 ,2013ㄱ:130),㉰가 안은문장에 한 학습자

들의 단순화된 개념 구성에 인지 단 을 유발함은 어느 정도 상 가능하다.실제로,

학습자들은 (5)에서와 같이 사례 ㉰의 형성에 의문을 품으며 좀 더 ‘안은문장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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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요구한다.교과서에서는 홑문장과 겹문장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해

당 사례를 표상하 지만,오히려 겹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문장의 짜임새를 악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4)㉮이것은 장미꽃이고, 것은 국화꽃이야.㉯이 안개만 걷히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 쁜 꽃이 피었다.[문법 교과서,160쪽]

(5)처음에 ‘쁜 꽃이 피었다.’를 보고 이게 왜 겹문장인지 한참 이해가 안 다.‘

쁜’이 사실은 ‘꽃이 쁘다.’라는 을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그냥 나의 지식으로

는 ‘형어 +주어 +서술어’이 게 해서 홑문장인 것처럼 보 다.나 에 형

설명된 부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 지만,안은문장에 해 처음

설명하면서 이런 사례를 던져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좀 더 안은문장스러운

문장이 제시되어야 이해가 쉽게 되고, 런 시는 뒤에 가서 얘기해 줘도 충분할

것 같다.[㉯-UK-문장의 짜임-17]

해당 개념을 처음 하는 학습자들에게 겹문장의 형성은 ‘둘 이상의 ’이라는 핵

심 속성이 표면 으로 드러날 때 확보될 수 있을 것인데,문장의 구조상 비교 이를

찰하기 용이한 이어진문장에 비해 안은문장은 보다 리한 안목이 요구된다.이때,

‘’은 ‘주어-서술어’의 계가 외면 으로 드러나야 형성을 띰에도 불구하고9),주어

가 생략된 형 은 안은문장으로서의 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그 결과,자신이 겹

문장 혹은 안은문장의 개념을 내면화하여 구성한 양상을 보고하는 (6)에서는 ‘나는 네

가 여름에 한 일을 안다.’라는 보다 형 인 사례를 통해 안은문장을 표상한다.성분

의 생략이 ‘일을’이라는 목 어에서 실 되어 ‘주어-서술어’의 가시화에는 향을 미치

지 않기에 보다 형 인 사례로 간주하는 것이다.

(6)자,이번에는 겹문장입니다.겹문장은 쉽게 말해서 홑문장이 두 개 이상 합쳐져

있는 거 요.별로 안 어려워요.교과서 보면,‘이것은 장미꽃이고, 것은 국화꽃

이야.’이건 가 도 문장이 두 개 있는 거죠.다음 꺼 ‘안개만 걷히면 비행기가

출발한다.’이거도 딱 도 두 개 문장이죠.다음에 나오는 ‘쁜 꽃’이거는 좀 어

려워.우선 체크해 두고 뒤에 가서 설명해 게요. 신에,‘나는 네가 여름에 한

9)6차 교과서에서는 ‘넓은 바다’를 명사구로 처리하여 ‘구는 자체 내에 주어와 서술어의 계를 가지

지 못한다.’라는 7차 교과서의 기술과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6차 교과서의 처리에 해,표층의

문장 성분을 따질 때 변형 이 의 문장을 인식해야 그 구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에서 문

법 이론의 차이에서 기인한 온당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지 은(서덕 ,2000:210-211)이 때문이다.

그러나 겹문장 개념을 처음 하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쁜’에

해 형용사의 단순 수식이 아닌 주어가 생략된 형 로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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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다.’이거 .아까처럼 딱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여기 보면 ‘나는 일을

안다.’겉에 이거 하나 있고,‘네가 여름에 일을 하다.’이거 하나 있죠. 으로 이

어진 거는 아니고,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일을’이거는 겹치니까 한 번만 쓰

면 되겠네요.이런 것도 문장 두 개,겹문장입니다.아까처럼 으로 딱 이어져서

한 에 도 구분이 잘 되는 겹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하고,‘나는 네가 여름

에 한 일을 안다.’이거처럼 겉에 문장하고 속에 문장,이 게 포함되어 있는 겹문

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합니다.[㉰-UK-문장의 짜임-2]

다음으로,해당 개념을 포함하는 상 개념의 속성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에 주목

하여 사례의 형성을 단하는 경우도 확인된다.문법 개념은 개념 하나하나에도 복

수의 하 개념들이 따라 붙는 구조로 체계화되기에(김은성,2007ㄴ:52)특정 개념을

실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해당 개념을 포함하는 상 개념의 속성에 비추어 하

개념들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그 게 해야,특정 개념에만 주목할 경우에 손실되기

쉬운 속성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7)과 (8)에서 ‘로’보다는 ‘것’이 의존 명사

를 표상하는 형 인 사례라고 단하는 양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사

용 빈도나 친숙도 면에서도 그러하지만,무엇보다 ‘것’은 ‘로’에 비해 조사 결합이 상

으로 자유로워,조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는10)체언의 핵심

속성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의존 명사의 시로 ‘본 로’를 제시하 는데,‘것’같은 것을 제시하는 게 더 이

해가 쉬웠을 것 같다.의존 명사도 체언이니까 조사가 붙어야 하는데,‘로’보다

는 ‘것’을 제시하는 게 더 많이 쓰이는 사례이고,조사도 다양하게 붙으니 더 표

인 것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다.[㉯-US-분류 체언-2]

(8) 한 명사 에는 그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

이 있습니다. 를 들어,“기 이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노래

하는’이 빠지고 ‘것’이라는 명사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기 이는 것을 좋아한

다.”문장이 어색해지지요?이런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의존 명사는 꾸

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그 이 에 자립성을 가지는 형태소이고 명

사에 속하는 단어입니다.문장 속에서는 띄어서 써야겠지요.[㉰-US-품사-6]

이에 더해,(8)의 ㉱에서는 의존 명사가 통사론 의존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엄연히

10)고 근․구본 (2008:66)에서는 의존 명사가 어떠한 격 조사와 주로 결합하는가에 따라 ‘주어성

의존명사,서술성 의존명사,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것’과 같이 결합의 제약이 은 의존

명사는 ‘보편성 의존 명사’의 지 를 부여한다.이때,‘로’는 조사를 취하지 않은 채 부사어 역

할을 한다는 에서도 더욱 비 형 인 의존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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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하 개념이며,따라서 띄어쓰기의 단 이기도 하고 자립 형태소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 추가 으로 구성된다.학습자들이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 많은 오류를

보이며(남지애,2008),‘의존성’에 이끌려 의존 명사를 의존 형태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조진수,2014) 을 고려할 때,자립 명사와 비되는 통사론 의존성에만 함

몰되지 않고11)이러한 지 으로까지 개념 인식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이

역시,‘것’이라는 형 인 사례를 표상하여 의존 명사를 체언이라는 상 개념에 비추

어 구성하 기에 가능한 인식이다.

이처럼 특정 개념을 표상한 사례들을 일반화함으로써 학습자가 개념을 구성해 갈

때,사례들이 개념의 속성을 얼마나 형 으로 표상하는가는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데 결정 인 향을 미친다.그런데 학습자들이 이때의 형성을 단하는 양상은 보

다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우선,학습자의 앎의 변화가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가 이 에 갖고 있던 모종의 것에서 시작된다는 에서(김호정 외,2009:214),

학습자가 모어 화자로서 지니고 있는 언어 직 은 사례의 형성 단에 직 으로

작용한다. 컨 ,(9)와 (10)에서는 자신의 언어 직 으로는 ‘바둑이가 보통 명사의 사

례’임을,‘개구리가 생어의 사례’임을 수용할 수 없음을 보고한다12).

(9)우리 집 개 이름으로 ‘바둑아’라고 할 때는 고유 명사이고 ‘검은 무늬가 있는 동물’

이라고 일반 인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 명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나는 한 번도

바둑이가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들어 본 이 없다.그냥 이름 모를 개들을

부를 때 바둑아라고 하지,일반 으로 쓰이는 바둑이는 잘 없는 것 같다.고유 명

사와 보통 명사로 둘 다 쓰이는 경우를 사례로 들려면 좀 더 분명한 사례를 들어

주어야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다.[㉯-US-분류 체언-6]

(10) 생어 나 는 활동에서 제시된 것 에서 ‘올벼,개구리’이런 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물론,‘올벼’는 ‘벼’가 들어 있으니 ‘올’이란 말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

은 들지만 쓰지도 않는 말을 가져다가 활동을 시켜 놓는 것도 이상하고,

11)교과서에서는 ‘의존 명사→자립 명사’순의 기술을 보이는데,김문기(2013:59)에서는 이에 해

명사가 자립성을 갖춘 단어라는 ,실제 사용에서 자립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등에서

자립 명사를 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한다.그러나 개념 구성에 한 학습자들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비단 사용 빈도나 익숙한 정도가 제시 순서를 결정하는 기 으로 작

용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단어 자체가 최소의 자립 단 라는 에

서 그 하 범주인 명사는 당연히 ‘자립성’을 띨 것이며,굳이 ‘자립 명사’라는 동어 반복 용어

가 생성된 것은 의존 명사와의 변별을 함이라는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즉,반례로서의

의존 명사를 우선 으로 제시한 이후 보다 형 인 명사를 다루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조 사례를 통해 문법 개념을 구성하는 문제에 해서는 후술한다.

12)실제로,표 국어 사 에서는 ‘개구리’를 단일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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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는 굳이 ‘개굴-+-이’로 분석을 해서 생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좀

더 혼란스럽지 않은 사례들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US-단어 형성-22]

앞서 시한 ‘쁜 꽃이 피었다.’와 같이 해당 개념의 구성을 해서는 가시 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일부 성분이 생략된 문도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형 이지 않은 사

례로 간주된다.(11)은 ‘보어’개념을 구성해 가는 고등학생들의 소집단 논의 장면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어느덧 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으로 인한 혼란을 보여 다.즉,

‘그는 학생이 아니다.’의 ‘주어-보어-불완 서술어’의 구조에 비해 해당 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혹은 가시 으로 상정되기 어려워 보어가 ‘주어처럼’보인다는 것이다.

(11)C:다음,보어 설명할 차례.보어는 별로 안 어려워.‘되다’랑 ‘아니다’앞에 있는

거만 찾으면 돼.거기 책 보면,‘그는 학생이 아니다.’이거는 ‘학생이’가 보어.

,‘어느덧 이 되었습니다.’에서는 ‘이’가 보어.

F:근데 보어가 왜 보어야?

C:보충,뭐,보충해 주는 말이라서 보어래.‘그는 아니다.’이래 버리면 이상하니까.

D:있어 .‘이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주어 아냐?그냥 주어?뭐가 되었냐?

‘이 되었다.’이 게 되잖아.

A:그러게.‘이 왔습니다.’이거랑 뭐가 달라.이거는 ‘이’이거 주어잖아.

C:그런가.잠깐만.좀 보고.‘그는 학생이 되었다.’,‘이 되었다.’아냐 아냐.‘

이 되었다’는 뭐가 이 되었는지가 나와야지.

A: 이 뭐가 돼.그냥 이 된 거지.

C:음,그래도 그가 학생이 되었다,이런 것처럼 뭐가 이 되었다.

F:계 이?

C:어,그거 그거.계 이 이 되었다,시간이 이 되었다.이 게 돼야지.그래

서 보어야,보어.[㉱-HE-문장]

한,성격이 다른 개념이 특정한 의도 없이 표상되어 해당 사례를 이해하기 해서

는 다른 문법 개념에 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례에 해서도 학습자들은

형 이지 않다고 단한다.(12)와 (13)이 이러한 경우인데,(12)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와의 비교를 해 연음 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음화라는 문법 개념이 추가 으로

개입되는 사례에 해,(13)에서는 명사 생 사 ‘-(으)ㅁ’의 구성 과정에서 ‘ㅂ 불규

칙’이라는 이질 인 문법 개념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하는 사례에 해 형성이

부족하여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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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 든 ‘없어[업써]’는 자음이 다음 음 의 첫소리로 이어졌다면 [업서]라고 발음

되어야 할 텐데,[ㅆ]으로 발음되어 의문이 든다.[㉯-UK-음운 변동-10]

(13)‘-음’이 붙어서 명사를 만든다는 설명은 ‘가르침’,‘느낌’만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그런데 갑자기 ‘괴로움,귀여움,외로움’도 한꺼번에 나와 버린다.‘-

음’이 왜 ‘-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같은 부류라고 알아서

하라고 넘어가는 것은 무 무책임해 보인다.[㉯-US-단어 형성-12]

요컨 ,학습자들은 형 사례를 표상함으로써 추상 인 문법 개념을 단순화하여

구성하고자 할 때 해당 개념 자체의 혹은 해당 개념을 포함하는 상 개념의 핵심 속

성을 표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례의 형성을 단한다.이때,모어 화자로서의 언

어 직 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생략된 성분을 재구하기 어려운 문,이질 개념이

비의도 으로 개입된 사례 등은 형 이지 않은 사례로 인식되어 문법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2)비 형 사례를 통한 개념의 정교화

비율과 숫자들이 고정되고 으로 측 가능한 규칙을 가진 수학과 달리,문법은

‘어느 정도의 체 인’ 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일 되게 용되는 규칙들을 지니

고 있을 뿐(김지홍 역,2003:20),‘딱 들어맞는’기 으로 모든 언어 상을 범주화하기

는 어렵다.문법 용어 자체가 불완 하여 개념의 정의가 쉽지 않음에(민 식,1999:1)

연유하는 이러한 문법의 속성은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어려워하는 요인 하나이

다.그러나 문법을 배우는 과정은,문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하여 아주 이상화된

개념으로부터 조 덜 이상화된 개념으로의 진 인 변화를 포함한다(김지홍 역,

2003:24).이 과정에서,해당 개념의 특징을 형 으로 보여 주는 언어 자료뿐 아니라

의도 으로 선택된 비 형 인 언어 자료는(주세형,2008ㄱ:313)지식이 만들어지는 과

정의 참여자로서의 학습자가 진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한 기제로 작용

한다.어떤 사람이 X라는 상을 이해했다는 것은 X가 실제로 이해의 상이 되었음

은 물론 X를 본질 혹은 기 로 하여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 다는(권석일 외 역,

2010:10)의미도 포함한다고 할 때, 형 인 사례를 통해 단순화하여 구성한 개념을

핵심 속성이 공유된 비 형 사례들로까지 확장하는 가운데 해당 개념에 한 구성을

정교화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13).

13)이 이 개념 학습이 지니는 결정 인 의의이기도 하다.표재명․김 미 역(2001:164-165)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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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형 사례가 문법 개념의 구성 과정에서 어떠한 향력을 발휘하는지는 (1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공통 속성을 가시 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사례들까지 모

두 하나의 문법 개념 안에 포함하는 일은 ‘들어맞지 않는 설명’이자 ‘짜증이 나는 요인’

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 형 사례를 통해 문법 개념을 세 하고 정교하게 구성함으

로써 ‘휘둘리지 않고’문법을 일 되게 이해하기 한 핵심 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4)문법이 짜증이 나는 것은 바로 들어맞지 않는 설명 때문이다.여기서는 이 다고

설명해 놓고는 뒤에 가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시험에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버려 둘 수도

없다.나는 최 한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것들까지도 원래 본 문법과 련지어서 이

해하려고 한다.그 지 않으면 외로 외운 들이 그냥 하나의 별도의 따로 문법

인 것처럼 외워져서 나 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던 건지를 찾기 어렵게 된다.좀

안 그 다고 생각되는 들도 원래 문법에 포함시켜서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를 들어,‘은,는,이,가’조사는 아무리 도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단어 안에 포함시켜서 공부해야 나 에 휘둘리지 않는다.[㉮-HE-59]

본고의 분석에서도 형성이 부족한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정교한 수 으로

까지 해당 개념에 근하는 양상이 다수 확인된다.즉,외부 지식에 한 개인 인 정

당화 과정에서,변수를 특수하게 하여 얻은 사례들을(권석일 외 역,2010:109)통해 ‘여

기까지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는 식의 공고한 개념 구성을 시도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는 것이다.먼 ,(15)는 형태소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목소리인데,‘가 보더라

도 형태소로 보이는’ 형 인 사례들만으로 해당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형태소가 최

소한 하나의 음 은 된다’는 정도의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 한다.(16)은 이러

한 인지 단 을 메움으로써 형태소 개념을 나름 로 내면화하여 구성한 결과인데,

일반 으로는 어휘 의미가 명시 으로 드러나는 단일어 명사를 통해 ‘최소의 유의미

단 ’개념을 구성함에 반해,(16)에서는 ‘-ㄴ-’,‘-ㅆ-’,‘-겠-’이라는 사례를 통해 형태

소 개념에 근한다.학습자들의 입장에서 ‘-ㄴ-’,‘-ㅆ-’은 음운 단 가 형태소 지 를

부여받는다는 14),‘-겠-’은 어휘 의미가 아닌 문법 의미를 띤다는 에서 비 형

사례임이 분명하다.교과서에서 ‘하늘,이,맑-,-다’를 통해 형태소의 개념에 근하

는 것과 비교할 때,자칫 놓치기 쉬운 지 에 주목하여 기 단계에서부터 의도 으로

르면,개념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에 한 새로운 사례들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14)기본형의 설정을 고려할 때 /으/가 탈락된 이들 형태를 음운 단 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학습자들의 시각에서 이들은 분명 음운 단 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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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형 사례로 형태소의 개념을 정교하게 표상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5)형태소 분석 활동을 할 때 음 이하 단 로 분석되는 형태소들을 좀 더 친 하

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교과서 분석에서는 가 보더라도 형태소로 보이는

사례들만 가지고 설명을 한 뒤에 활동에서만 ‘-ㄴ,-ㅁ,-ㅆ’이런 단 들을 분석

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런 형태소들이 훨씬 어려운 것들일 텐데,이 부분에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US-단어 형성-4]

(16)자,오늘은 형태소부터 배워 볼 거 요.이 문장을 보면,‘아기가 잠을 잔다/잤다/

자겠다’뭔 말인 은 다 알죠?근데 이걸 보면 어떤 요소로 인해서 세 가지 의

미가 다 변했어요.뭘로 변했을까? 재,과거,미래.그럼,이러한 의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잘 보면 알겠지만,‘-ㄴ-’,‘-ㅆ-’,‘-겠-’이

것들 때문에 그 죠?근데 이 세 가지가 단어인가?단어가 될 수는 없죠?딱

도 어떻게 단어가 되겠어요.그럼,이런 걸 부를 수 있는 다른 개념이 필요해

요.형태소가 바로 그거 요.교과서 보면,형태소란 무엇인가?‘일정한 뜻을 가

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라고 되어 있죠.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과거,

미래 이것도 하나하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요.[㉰-UK-단어 형성-1]

형태소를 형성을 지니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양상은 개별

단어를 형태소로 쪼개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17)과 (18)에서는 교과서에서 일정한

기 이 없이 열거된 사례 일부는 형성이 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추가 인 설명이 없이 다른 사례들과 동등한 비 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 한다.즉,

‘시원,머뭇’은 어근임에는 분명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여러 단어에 공통으로 나타

나지도 않는 불규칙 어근인데(고 근․구본 ,2008:204),이를 ‘공부,걱정,꿈틀’등

의 규칙 어근과 구분 짓지 않아 형태소 개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17)형태소의 개념과 유형 구분을 학습한 뒤에,주어진 단어를 보고 형태소 분석을 하

는 활동을 제시한다.비교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시원하다’의 경우,‘시원’이라는

말이 홀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서 다소 주 된다.‘공부하다’,‘걱정하다’이런 말들

은 ‘공부,걱정’이 따로 분석이 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만,‘시원’을 따로 분석하면

단어가 아니게 되어서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간다.[㉯-UK-단어 형성-8]

(18)86쪽에서 ‘-거리-’가 붙어서 품사를 바꾸어 주는 사례로 ‘머뭇거리다’가 나온다.

처음에는 그냥 ‘꿈틀거리다’랑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생각해 보니 ‘꿈틀’은

혼자서도 쓰이지만 ‘머뭇’은 혼자 쓰이는 일이 없다.즉,부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머뭇’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품사가 없다.그러면 미사가 붙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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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가 바 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게 된다.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이런 사례를

뭉뚱그려 제시해 놓으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례만 암기하게 될 게 뻔

하다.[㉯-US-단어 형성-38]

품사 단원에서는 수사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 형 사례를 표상하는 양상이

확인된다.먼 ,교과서에서는 정수사만을 수사의 사례로 제시함에 비해 (19)에서는 의

도 으로 부정수사의 사례도 표상한다.즉,‘서넛,한두째’등의 비 형 사례를 표상

함으로써 수사의 개념을 공고화하는 것이다.(20)은 고등학생들의 소집단 토의 장면인

데,우연히 발된 ‘하루,이틀’이라는 비 형 사례를 통해 수사 개념을 구성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순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조사 결합이 가능하다는 ,무

엇보다 교과서의 탐구 활동 하나로 제시된다는 을15)근거로 삼아 ‘하루,이틀’을

수사의 사례에 포함하지만 이들의 비 형 속성으로 인해 확신의 수 에까지는 이르

지 못한다16).그러나 ‘하루,이틀’이라는 비 형 사례가 수사의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미치는 향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19)체언에 속하는 다른 품사는 수사입니다.명사를 신한다는 에서 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수량이나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따로 구분하

지요.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에는 ‘하나,둘,셋’ 는 ‘일,이,삼’이 있고,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는 ‘첫째,둘째’,‘첫 번째,두 번째’ 는 ‘제일,제이’등이 있습니

다.이 외에 “학생 서넛이 걸어간다.”,“내 면담 순서가 한두째가 되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서넛,한두째’처럼 개략 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수사

에 포함합니다.[㉰-US-품사-6]

(20)F:수사.사물의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말.수 형사랑은 차이 있다고.차이.

‘다섯이 온다.’이러면 수사.‘다섯 명이 온다.’이러면 수 형사.수사는 체언

이니까,조사 붙은 걸 찾으면 돼.이건 아까 나왔었다.

A:그냥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라고?

F:거의 그 지.어차피 수사는 체언 아래 있으니까 명사처럼 ‘은,는,이,가’붙

을 수 있지.

15)‘국어에는 분야에 따라 특별한 수사들이 발달하여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수사들을 찾아 열거하

여 보자.’라는 발문으로 ‘가축의 나이,날짜 이름,달 이름’을 수사로 제시하고 있다.

16)교과서에서 수사로 제시한 ‘하릅,두습’,‘하루,이틀’,‘정월,섣달’등은 표 국어 사 에서는 모

두 명사로 처리되며,고 근․구본 (2008:77)에서는 수사는 모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두루

가리키는 보편 인 지시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에서 이들을 명사로 분류한다.물론,교과서에

서는 특정 분야에서 특수하게 분화된 수사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유도하기 해 이러한 활동

을 구성한 것이겠지만 보다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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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근데,나 궁 한 거.

F:어?뭐?

B:‘하루가 갔다.이틀이 갔다.’이러면 이런 것들도 수사야?

C:하루,이틀?순서 되고,조사 붙었고.수사.수사 아니야?

F:잠깐만 있어 .책에 없는데.순서가 나오는데.아,여기 있다.95쪽 보면 문

제로 있잖아.날짜 이름,달 이름.근데 ‘하릅’은 뭐야?

B:근데 좀 이상하기는 하다.하루 같은 건 좀 수사 아니지 않나?선생님 맞아

요,수사?[㉱-HE-품사 1]

그런데 학습자들은 특히,특정 문법 개념을 정의하거나 하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형성을 벗어나는 속성들이 반 된 경우에 의도 으로 비 형 사례를 표상하기도

한다.(21)에서는 반모음 ‘ㅣ’가 동화주로 기능하는 ‘붙여17)’를 비 형 인 사례로 표상

하여 구개음화라는 개념을 정교화하는데,학습자들의 시각에서는 ‘ㅕ’에서 반모음 ‘ㅣ’

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에서 개념 구성상의 어려움이 상되는 지 이다.(22)는 교

과서의 ‘성상 형용사,지시 형용사’분류에 해 후자를 ‘쉽게 형용사라고 생각하지 않

는 부분’이라 표상함으로써 형용사 개념을 세 하게 구성한다.

(21)구개음화 상,딱 한 마디로 하면 ‘ㄷ,ㅌ’이 모음 ‘ㅣ’만나서 ‘ㅈ,ㅊ’이 되는 거.

를 들어,‘굳이,같이’.원래 로라면 [구디],[가티]인데 [구지],[가치]잖아.이런

게 구개음화야.근데 이거 .‘붙여’이거 발음하면 [부쳐]되지?어?‘ㅣ’가

아닌데 왜 ‘ㅊ’으로 변했지?이런 거도 구개음화야.‘ㅕ’안에 사실은 ‘ㅣ’가 숨어

있어.이 모음 배웠었지?‘ㅕ’는 반모음 ‘ㅣ’하고 ‘ㅓ’하고 결합이잖아.진짜로는

그냥 ‘ㅣ’가 아니라 반모음 ‘ㅣ’라고 해야겠지.[㉰-UK-음운 변동-4]

(22)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라고 했지.‘쁘다,아름답다,좋다’,이런 거.근데 우리

가 쉽게 형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그런 게 이제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걸 지시할 때 쓰이는 말,‘이러하다, 러하다’,

이런 거.우리가 쉽게 형용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이런 거도 형용사야,지

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UK-용언의 활용-2]

요컨 ,학습자들은 특정 개념과의 상응성이 떨어지는 비 형 인 사례를 의도 으

로 표상함으로써 문법 개념을 세 한 수 으로까지 정교화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

다.특히,개념의 정의나 하 범주화 과정에서 해당 개념의 비 형 속성들이 유표

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17)교과서에서는 탐구 활동의 사례 하나로 ‘닫 ’가 제시되는데,이를 설명하기 해서는 ‘닫

→ [다텨]’의 축약 과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에서 새로운 사례를 표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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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사례를 통한 개념의 구획화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의 상 인 속성에 비교되는 가운데 범주화되며,인식

주체가 개념을 구성하는 행 는 결국 이러한 변별 범주의 심 표상이다.따라서 유

개념과의 비를 통해 해당 개념의 고유 속성을 악하는 과정에서 조 사례를

반례(non-example)로 표상하는 일은 일반 인 상이다. 컨 과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해 일반 으로 채소라고 생각되기 쉬운 과일인 토마토나 호박 등을 반례로

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임청환․권성기 역,2006:217).특히,문법은 개념들 간의

계가 고도의 구조 인 논리 체계 아래 조직되어(김은성,2012ㄷ:423)하나의 개념을

정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유 개념과의 비교가 필수 이다18).(23)역시 이러한

지 에 주목하여 문법 개념을 내면화함을 보고하는데,이 과정에서 ‘먹다: 쁘다’,‘

다:늙다’와 같은 조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동사와 형용사라는 변별 문법

개념을 구획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3)나는 용어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시들을 외우면 더 잘 외워진다.‘먹다’가 동

사인 것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쁘다’는 동사가 아닌 것이라고 외우는 게 편

하다.그러면 자연스럽게 ‘쁘다’는 형용사가 된다. 번에 수업 시간에 ‘다,늙

다’가 나왔는데 ‘다’가 형용사인 것은 쉽게 이해가 는데,‘늙다’는 동사라고 해

서 한참 헷갈렸다.이런 것들도 왜 그런지 서로 비교해서 암기하면 콕 짚어서

방 이해가 된다.[㉮-HB-33]

특정 개념의 속성들을 형 으로 포함하는 사례와 그 지 않은 사례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명확한 개념을 획득하는 이러한 방식은 개념 획득 모형 혹은 개념 학습 모형이

라는 명명으로 이론화되기도 하 다(박 목,2011:98).탐구 학습이 개념과 원칙,일반

화 는 법칙을 가르치는 데 반해,개념 획득 학습은 개념에 을 둔 학습법으로 모

든 연령의 학습자들로 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 검증을 하도록 짜인 교수 모형으

로 의미화되는 것이다(Eggen＆ Kauchak,2001:202,215).그런데 이는 가르치는 방식

을 모형화한 것이어서 교사가 정교하게 계화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수업 목표에 수

18)이러한 이유로 ‘조 사례를 통한 표상’은 ‘개념 계 구성’의 속성을 일부 지닌다.둘 이상의

사례를 표상하여 각각의 개념을 구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념 간의 계도 구성되기 때문이

다.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에 을 두어,즉 ‘사례-개념’각각의 단 에 주목하여 이러한 양상

을 2 이 아닌 1 에서 다룬다. 조 사례는 인 개념 각각에 한 표상인 반면,구조 사례

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례에 문법 개념들이 복합 으로 표상된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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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게 도달하는 일련의 차를 포함함에 비해(조창규,2012:552),본고에서 학습자의

산출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조 사례가 표상되는 양상이 찰된다.

가장 뚜렷하게는,일정한 속성을 공유하여 하나의 상 개념 안에 포함되면서도 상

으로 변별되는 차이로 인해 달리 범주화되는 인 문법 개념들을 비교하여 구성하

는 과정에서 조 사례의 표상이 두드러진다.문법 범주를 변별하여 확정하고 그 실

형태를 체계화하는 문법 경험이 형식․구조 심 으로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핵 인 활동이라고 할 때(남가 ,2007:356),사례 표상에서도 특정 범주를 인 범주와

비교하는 가운데 문법 개념을 세 하게 포착한다는 것이다.

먼 ,교과서에서는 등 과 종속 로 이원화되는 이어진문장의 하 분류는,범주

간 경계를 두고 학문 논쟁이 생생하게 개된 사안 하나인데19),이로 인해 (24)는

해당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지 단 이 발생함을 호소한다.동형의 문장 구

조를 띠게 하는 어미 ‘-지만’에 해20)비교가 어려운 문장 사례를 표상해서는 등

속과 종속 속이라는 변별 개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반면,(25)에서는 해

당 사례들을 개념 구성상의 난 으로 남겨 놓지 않고,오히려 의도 으로 조화하여

표상함으로써 두 개념 간의 변별 속성을 포착해 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4)교과서 166쪽에서 등하게 이어진문장 ‘이 내리지만,날씨가 춥지는 않다.’가

나와 있고,168쪽에는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지만,

(그를)좋아하지는 않는다.’가 나와 있다.둘 다 ‘～하지만,～하다’의 구조인데 하

나는 등이고 하나는 종속이다.혼란스럽기만 한데도 이에 한 명확한 설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UK-문장의 짜임-15]

(25)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에서 문 보면,‘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지만,(그를)좋아

하지는 않는다.’이거 있죠.근데 앞에서 보면,‘이 내리지만,날씨가 춥지는 않

다.’이거는 등 으로 이어진문장이었죠.이상하죠.비슷한 거 같은데,하나는

19)겹문장의 분류에 해 민 식(2002ㄱ)에서는 종속 뿐 아니라 등 을 모두 부사 에 포함함으

로써 속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다. 한,이 규(2002)에서는 교과서에서 등 로 분류하는

‘조’역시 선후행 사이의 교호성과 칭성을 고려하여 종속 에 포함한다. 한 가지 흥미로

운 은 한국어교육 문법에서는 등 속과 종속 속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인데,외국

인 화자에게는 연결의 표지가 되는 연결 어미의 의미가 문법 인 범주 구분보다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을 고려할 때(유 경 외,2013:108),향후 ‘의미․기능 심의 문법교육’과 ‘형식․구

조 심의 문법교육’에서 변별 으로 유표화되어야 하는 문법 범주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20)표 국어 사 에서는 ‘-지마는’을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 되는 내용을 말

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풀이하는데,‘-고’의 의미를 ‘등 나열,계기

계’등으로 기술하여 다의성을 부각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만’은 이러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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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하고 하나는 종속이네요.의미를 잘 따져 야 해요. 이 내리는 거랑

날씨가 안 추운 거는 딱 반 되는 거니까 조의 의미를 가지네요. 조는 아까

등한 것 의 하나 죠.근데 철수를 자주 만나는 거랑 좋아하는 거는 딱 조

의 의미는 아니죠.뭔가 조건이라든가,양보,이런 말이죠.철수를 자주 만날지라

도,이 게 해도 되잖아요.이런 거는 종속이 돼요.[㉯-US-문장의 짜임-4]

변별 차이에 의해 범주화되는 실질/형식 형태소 역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학

습자들이 구분을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하나이다.남가 (2013ㄴ:113)에서는 단어

형성법의 표 인 오개념으로 ‘문법 의미,문법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는 ’과 ‘사가 형식 형태소라는 을 이해하지 못함’을 꼽는데,이러한 양상은 교과

서에 표상된 사례가 두 개념을 구획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더욱 부각된다.(26)

과 (27)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생 사의 사례로 제시된 ‘군-’,‘짓-’,‘새-/시-’,‘샛-/

싯-’은 그 자체로 가의성을 지니는데도 이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은 ‘아이러니하

고’도 ‘불일치하는’지 이어서 ‘그 암기로 이어질 수밖에’없게 한다는 것이다.

(26)85쪽의 설명을 보면 “ 에서 ‘군-’,‘짓-’,‘새-/시-’,‘샛-/싯-’은 특정한 뜻을 더하

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하지만 ‘특별한

뜻’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생 사는 형식 인 의미와 문법 인 의미를 가

진다는 아이러니한 설명이 된다.교과서의 설명 속에서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생

기는 것이다.[㉯-US-단어 형성-13]

(27)‘군말,군불,군살,군소리’를 형태소 분석한다면 두사 ‘군-’은 실질 형태소일 것

이다. 로 든 ‘짓-’,‘새-/시-,샛-/싯-’모두 마찬가지이다.‘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두사, 는 ‘가외로 더한’,‘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두사이고,‘짓

-’은 ‘마구’,‘함부로’,‘몹시’의 뜻을 더하는 두사, 는 ‘심한’의 뜻을 더하는

두사로,교과서의 설명만 보더라도 생어에서 두사들은 그 단어의 뜻이 요

하다.그런데도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더구나,82쪽에서

형태소의 유형을 나 면서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쏙 빼 버렸다.아무래도 설명을

해 주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아무 설명이 없으면 그 암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US-단어 형성-12]

실상,국어의 사에서 형식 형태소로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얼마 안 되는 지배 사

정도인데 그것조차 가의성을 지니고 있어 생 사는 반 으로 어휘성이 두드러진

다(민 식,1994:116).이 에서, 생 사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간 정도

에 치한다고(고 근,1993:119)볼 수 있는데21),다시 말해 ‘군-’,‘짓-’,‘새-/시-’,‘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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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등의 생 사는 ‘-가,-을,-고,-다’등의 격 조사나 어미에 비해 형식 형태소

로서의 형성이 히 떨어진다는 것이다22).이러한 사정에도,교과서에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한 비교가 없이 생 사 사례들을 하나의 범주 내에 일방

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개념의 범 를 구획하여 형식 형태소 개념을 구성

할 가능성을 차단한다.이에 반해,(28)의 학습자는 흔히 실질 형태소로 분류하기 쉬운

‘헛-’을 의도 으로 노출하고 그 조 사례로 ‘책,가방’을 표상함으로써 ‘실질 형태소

에 붙어 의미를 더한다’는 형식 형태소의 개념 구성을 정교화함은 물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간의 변별 계도 표상한다.

(28)이건 조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야 합니다.아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로 형태소를 나 었습니다.구체 인 상이나 상태의 실질 의미냐,문법 의

미냐를 기 으로 구분했지요.‘책가방’,이걸 나 어 보면 ‘책’과 ‘가방’입니다.둘

다 딱 보기에도 실질 형태소네요.그러면 ‘헛수고’를 나 어 볼까요?일단 ‘헛’과

‘수고’.둘 다 의미가 있지요.‘헛’은 ‘쓸 데 없는’의 의미이고,‘수고’는 ‘수고하세요’

할 때의 그 ‘수고’이죠.그러면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둘 다 실질 형태소일까요?

아닙니다.‘수고’는 실질 형태소가 맞지만 ‘헛’은 형식 형태소입니다.‘쓸 데 없다’

는 의미가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책,가방,

수고’하고 ‘헛’은 어떤 차이가 있나를 따져 야 합니다.바로,‘혼자 쓰일 수 있느

냐’가 차이가 나죠.‘헛’은 혼자는 못 쓰이고 ‘수고,일,소리’같은 다른 말에 붙어

서 써야 하죠.그러니까 아무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로는 의

미를 못 드러내고 다른 말에 붙어 의미를 추가해 주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그래

서 실질이 아닌 형식인 겁니다.잘 기억해 두세요.[㉰-US-단어 형성-7]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로 정의되는 보조사 역시 ‘특별한 뜻’이라는

종차(種差)로 인해 형식 형태소로서의 형성이 부족한 문법 범주이다.즉,격 조사나

어미는 다소간의 어휘 의미를 지니지만 격 기능이나 문장 연결 기능이라는 문법

기능을 주된 의미로 보아 형식 형태소로 처리되는 반면(민 식,1994:113-114),보조사

는 의미 부담량이 히 많아 실질 형태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9)에

21)민 식(1994)에서는 이 듯 어휘성과 문법성이 혼재한 부류인 생 사를 해 ‘어휘문법 형태

소’라는 제3의 범주를 상정한다.

22)이 에서,본고에서 ‘조 사례’로 분류한 경우들은 일정 부분 ‘비 형 사례’와도 상통한다.

다만,본고에서는 단일 문법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하기 한 사례의 표상인가,유 문법 개념을

구획하여 구성하기 한 사례의 표상인가에 따라 이 둘을 구분하고자 하 다.그 지만,후자에

서도 둘 하나의 문법 개념에만 주목하여 근한다면 ‘비 형 사례를 통한 문법 개념의 정

교화’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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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격 조사 ‘이’만을 형 인 사례로 표상하다 보니 ‘도,만’

등의 보조사가 지니는 가의성을 형태소의 분류 차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

란을 겪는다.(30)에서는 교과서와 달리 오히려 보조사 ‘조차’를 조 사례로 노출함

으로써 형식 형태소의 개념을 공고화하며,이에 기반하여 실질 의미와 형식 의미

가 지시하는 범 도 구획하여 구성한다.

(29)82쪽을 보면 주격 조사 ‘이’가 형식 형태소라는 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주

어라는 격을 만들어 주니까 문법 인 의미로 볼 수 있음은 당연하다.그런데 ‘도,

만’같은 조사들은 실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이런 건 왜 설명을 안 해 주

는지 모르겠다.딱 보기에도 ‘역시,only’의 의미가 분석되는데 이것도 ‘이’랑 같

이 형식 형태소로 처리해야 할지 궁 하다.이런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넘

어가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US-단어 형성-35]

(30)‘하늘이 맑다’에서 ‘이’는 형식 형태소,쉽게 이해되지?주어를 만들어 주잖아.말

그 로 문법 기능을 하는 거지.근데 이건 나도 이번에 생각해 본 건데,‘하늘

조차 맑다’이러면 어떨까?‘조차’,이것도 조사이긴 조사이지.근데 막 ‘이것마 ,

이것조차’이런 뜻이 생기잖아.‘이’같은 거랑은 다른 거지.이런 걸 보조사라

고 하는데,일단 조사니까 의존 형태소인 건 알겠지?근데 아무리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도 형식 형태소야.보조사도 조사이고 조사는 문법 인 계를 표

시해 주잖아.그리고 ‘이’나 ‘조차’나 둘 다 어디에 붙어야 뜻이 생기잖아.실질 형

태소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의미가 있는 거,한 에 도 딱 뜻이 명확한 거 이런

것들이야.[㉰-UK-단어 형성-5]

품사 단원에서, 형사와 부사의 범주 경계를 허물게 하는 ‘체언 수식 부사23)’역시

두 범주 간의 비교를 통해 정교하게 구성될 수 있는 문법 개념인데,(31)은 이를 구성

하기 해 ‘모든:바로2’,‘빨리:바로1’,‘바로1:바로2’의 조 사례를 표상한다.해당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와 부사의 범 를 구획하여 구성하고 체언 수식 부사가 지니

는 경계 모호성을 정교하게 악하는 것이다.

(31)특이한 부사가 하나 있는데,체언을 꾸미는 부사도 있다는 겁니다.원래 체언은

형사가 꾸몄지요.‘모든 학생이 도착했다.’이때의 ‘모든’이 형사 지요.그런

23)체언 수식 부사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지 못한다는 과 체언은 주로 형사가 수식한다는

에서 비 형 부류로 간주되어 왔다.왕문용․민 식(1995:181)에서는 이를 ‘정도 형사’로 명

명하는데,즉 체언 용언을 두루 수식하는 ‘바로,겨우,고작’등은 정도성․한정성의 의미를 지

닌다는 것이다.한편,‘무려,불과’등은 부사로 분류되지만 용언 수식 기능은 없고 체언 특히 수

사만을 수식하는 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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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착한 것은 바로 학생이다.’이 ‘바로’도 학생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기는 합

니다.그런데 ‘바로’는 형사로 보지는 않습니다.‘학생이 바로 도착했다.’이때

쓰인 ‘바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학생이 바로 도착했다.’에서는 ‘학생이

빨리 도착했다.’처럼 ‘바로’나 ‘빨리’가 모두 부사이지요.그래서 ‘도착한 것은 바로

학생이다.’에 쓰인 ‘바로’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체언 수식 부사’라고 합니다.부

사이면은 서술어를 꾸며야 하는데 특이하게 체언을 꾸민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

니다.이런 로는 ‘오직,고작,겨우’등이 있고,이들을 단어 속 부사라고도

합니다24).[㉰-US-품사-6]

반 로,범주 간의 경계가 비교 뚜렷한 경우에도 두 범주를 넘나들 수 있는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범주 간 차이를 희석시킴으로써 특정 문법 개념의 범 를 구획하

여 구성하는 양상도 찰된다.(32)에서는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33)에서는 자동사

와 타동사를 각각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나정들*:신나정들’,‘자동사 멈추다:타동사 멈

추다’의 조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는데,이를 통해 상 문법 개념들을 비교

으로 구성함은 물론 ‘고유 명사가 비유 으로 쓰일 경우에는 복수형이 가능한 보통

명사로 환될 수 있다는 ’,‘하나의 동사가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이른바 능격 동사도 존재한다는 ’의 세 한 문법 개념까지도 확장 으로 구

성한다.교과서에는 이와 련된 기술이나 사례가 제시되지 않음에도,굳이 이러한

조 사례를 표상하는 것은 문법 개념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문

법 개념의 미세한 구성까지를 발하기 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2)그 다면 고유 명사랑 보통 명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보면 우선 고유 명

사는 복수에 한 표 이 어려워.무슨 말이냐면 ‘선생님’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이게 되지만 나한테 ‘신나정들이 온다’라고 표 하지 않잖아.근데 고유 명사

에 복수에 한 표 을 쓸 수는 있어.어떤 식이냐면 를 들어서,‘우리 반에는

미래의 신나정들이 많다.’얼핏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신나정’이라는 것은

지 내가 선생님이잖아.그러니까 ‘신나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선생님들이 될 사

람들이 많다.이 게 복수형을 취했을 때 보통 명사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돼.[㉰-UK-품사-4]

(33)자동사는 주어에만 향을 미치고,타동사는 목 어까지 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잖

아.근데 이상한 것들도 있어.좀 재 어. .‘차가 멈추다’이러면 목 어 없어도

되니까,자동사잖아.근데 ‘경찰이 차를 멈추다’이거도 되잖아.뭐야,이건 목 어 있

24)명백한 오개념이다.부사의 핵심 속성은 속이 아닌 수식이라는 ,문장 부사 내에 단어를 이

어 주는 부사를 포함하는 등에서 학교 문법의 이른바 ‘단어 속 부사’역시 단히 비 형

인 부사이다.이러한 비 형성이 둘 사이의 혼동에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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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목 주요 양상 분석 사례

형

사례

개념의

단순화

개념의 핵심 속성을 포함하는

사례 표상

▪주술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문

을 형 사례로 표상

상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는

사례 표상

▪‘로’보다는 ‘것’을 의존 명사의

사례로 표상

형 이

지않은사

례의인식

언어 직 에 부합하

지 않는 사례

▪보통 명사의 사례 ‘바둑이’

▪ 생어의 사례 ‘개구리’

과도하게 성분이 생

략된 문장 사례
▪보어의 사례 ‘주어 생략 문장’

이질 개념이 비의도

으로 개입된 사례

▪연음 설명 과정에서의 경음화 개입

사례

▪명사 생 사 분석 과정에서의

‘ㅂ불규칙’개입 사례

비 형

사례

개념의

정교화

비 형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

▪‘-ㄴ-,-ㅆ-,-겠-’의 형태소 인식

▪불규칙 어근의 형태소 인식

▪부정수사,수사성 명사에 한 인식

개념 정의나 하 범주화 과정 ▪반모음 ‘ㅣ’에 한 구개음화 인식

[표 11]사례 표상을 통한 문법 개념 구성의 양상

어야 하잖아.‘멈추다’같은 말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이런 말들이 몇 개

있어.자동사랑 타동사랑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UK-용언의 활용-1]

요컨 ,학습자들은 변별 을 이루는 문법 개념들에 해 조 사례를 일종의

반례로 표상함으로써 특정 문법 개념이 포함하는 속성의 범 를 구획하여 구성한다.

이때,인 개념의 경계선에 걸치는 사례뿐 아니라 둘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사례들도

조 사례로 기능한다.

학습자들이 교과서의 표상을 자신만의 사례로 변환하여 단일 문법 개념을 내면화하

여 구성하는 양상에 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하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양상들을

고려할 때,문법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어떻게 표상할 것

인가의 문제는 ‘계열성의 확보’로 압축될 수 있다. 형성에서 비 형성으로까지 이어

지는 사례를 표상하는 문제나,인 혹은 유 개념에 한 조 사례를 표상하는 문

제는 결국 어떠한 흐름의 계열을 갖추어 사례를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

문이다.다만,이 과정에서 특정 사례가 형성을 얼마만큼 갖추었는지에 한 단은

앞서 살핀 학습자들의 세 한 인식들에 한 해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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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 형 속성들까지도 사

례로 표상
▪지시 형용사에 한 인식

조

사례

개념의

구획화

경계에 걸치는 사례를 표상하여

인 개념의 범 구획

▪‘-지만’에 한 등 과종속 인식

▪ 두사와 보조사에 한 실질/형

식 형태소 인식

▪체언 수식 부사 인식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례를

표상하여 인 개념의 범 구획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인식

▪능격 동사에 한 인식

1.2.비유의 표상

비유는25)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능동 으로 목시키는 구성주의 학

습의 과정(김 민,2012:133)그 자체이다.무엇인가에 해 학습하는 일이 친숙하지 않

은 상을 이해하기 해 기존 지식을 배경으로 새로운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는

속성을 지닌다면,알고 있는 것과 학습해야 할 새로운 지식 사이의 유사 을 이끌어 내

어 새로운 지식에 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필수 이며,이때 비유는 이 과정을 매

개하는 인식 기제로(이 희,2012ㄷ:110)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26).

지식의 이해 과정에서 비유가 지니는 이러한 힘은 문법 학습에 있어서도 외가 아

니어서,비유는 모어 화자로서 직 으로 인식해 오던 언어 상과 과학 개념을 동

원하여 언어 상을 체계 으로 재인식하는 과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한 인식

기제로 기능한다(이 희,2012ㄷ:112).즉,추상 인 문법 개념을 자기화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친숙하고 가시 인 구체물을 통해 문법 개념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

25)수사 차원에서의 비유는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표 으로 직유,은유,환유로 분류되며,의

인,활유, 유,풍유,우유,제유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그러나 본고에서는 비유를 교육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인식 기제로 살핀다는 에서,이러한 수사학 구분보

다는 ‘유사성에 입각한 인지 작용’의 하나로 비유를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26)개념의 구성 과정에서 비유가 지니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그간 국어교육에서 비유는 가르

칠 상으로만 다루어져 왔지 가르치기 한 도구로서의 속성에는 주목하지 못해 왔다.헐소 와

베루 (Hulshof＆ Verloop,2005)에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교사 6명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한 결과,모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주제는

체로 읽기,쓰기,문학과 련된 략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통한 표상이 과학이나 수학 교과

만큼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다.즉,비유를 활용하여 설명할 정도의 ‘개념’이 국어과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문법교육으로 화하여 근하면 사정이 다를 수 있

다.추상 문법 개념을 핵심 교육 내용으로 삼는 문법교육에서는 비유의 표상 가치를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수학․과학 교과에서 1990년 이후 교육 도구로서의 비유를 다

루는 연구들이 집 으로 축 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인데,문법교육에서 역시 설명 략으로서

의 비유를 본격 으로 천착해야 할 주요 연구 상으로(김은성,2009:304)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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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에서도 이 이 일정 부분 확인되는데,암기가 아닌 이해의 상으로 문법 개념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안은문장’이 지니는 추상성을 ‘블록’이라는 비유물로 구체화하

고 추후에는 비계로서의 비유의 도움 없이도 개념 그 자체에 주목할 수 있음을 보고한

다.

(34)고등학교 때는 그냥 무작정 책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외웠다.당연하게 시험만

끝나면 방 까먹었다. 학에 와서 문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처음에는 워낙 한자도 많이 나오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나름 로 이걸 쉬운 말로 바꾸어 이해하려고 했다. 를 들어,안은문장

같은 거 이해할 때는 고를 생각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웠던 것 같다.나 에도

쉽게 떠올라서 도움이 많이 다.그러다가 나 에는 익숙해져서 이런 걸 굳이 안

떠올려도 그냥 문법들끼리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다.[㉮-US-16]

그런데 비유는 비가시 개념을 가시화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인식론 간격을 극복하게 하는 핵심 도구이면서도(권석일 외 역,2010:118),

비유물과 비유 상 사이의 수많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특징 인 공통 들만을 선택

으로 사상(mapping)시키는 표상 방식이다.비유가 지니는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비유를 통해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양상을 ‘구체물로의 사상’

과 ‘선택 사상’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비유를 통한 표상은 근본 으로 ‘구

체물로의 사상’임을 감안하면서도 특정 속성의 선택 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학습자

사례는 별도의 범주로 세 하게 다루기 함이다.

(1)구체물로의 사상을 통한 개념의 가시화

특정 지식을 표상하는 비유의 핵심 기능은 막연하고 어렵고 낯선 범주의 상을 구

체 이고 쉽고 친숙한 범주의 상에 사상함으로써 자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추상 인 개념의 이해와 명료화를 진하는 비유의 이러한 역할은 (35)에서도 확

인되는데,여타의 문법 단 가 사용 단 로 기능함에 비해 음운은 인식과 분석의 단

라는 에서 학습자들에게 인식 구성이 어려운 상이다.음운이 지니는 ‘음성에서

공통 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 인 말소리’라는 의

미 자체에서부터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아 학습자들의 구성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35)에서는 이러한 추상성을 극복하기 해 ‘꼴과 자’라는 구체물에 음성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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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 계라는 문법 속성을 사상하는 표상을 거치며27),이를 통해 음운이라는 추상

문법 개념을 가시화하여 구성한다.

(35)자, 를 들어서 컴퓨터로 ‘한 ’이라고 친다고 해 보자.신명조로 쓰든,굴림으로

쓰든,궁서체로 쓰든 자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한 ’이라

고 읽지.음운도 마찬가지.사람에 따라 ‘ㄱ’을 서로 다르게 발음하고,상황에 따

라서도 막 기계로 분석하고 그러면 서로 다른 소리일 거야.근데도 우리는 이거

를 부 ‘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알아듣지.이런 게 음운이야.음성과 음운의 차

이. 꼴과 자의 차이.이 게 생각하면 편해.[㉰-UK-음운 체계-4]

(36)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보조 용언 그 자체는 비교 구체 인

문법 개념이지만 본 용언과 비되는 보조 용언의 개별 속성들은 추상성이 높아 이를

‘보조 요리사’라는 구체물로 사상하여 개념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컨 ,보조 용언의

통사론 의존성은 ㉯로 구체화되고 ‘완료,진행,보유,당 ,짐작,강조’등의 가의성은

㉰로 사상된다. 한,의존성을 지니는 보조 용언 역시 하나의 단어로서의 상을 지닌

다는 ,즉 의존명사와 함께 자립 형식으로 다루어짐은(고 근․구본 ,2008:101)

㉮를 통해 가시 으로 표상된다28).

(36)용언은 그 자체로도 구분이 가능해요.본용언,그리고 보조 용언.(… 략…)호텔 같

은 데에서 밥 먹을 때,쉐 가 있고,그 에 보조 쉐 가 있잖아요.㉮얘도 쉐 는

쉐 이지.쉐 혼자도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보조들이 막 도와주지.㉯근데 보조

들은 혼자 요리를 만들지는 못해.그리고 ㉰쉐 랑 보조 쉐 랑 같이 만들면 쉐

혼자 만든 거랑은 다른 요리가 나오겠지요.용언도 마찬가지.본 용언은 혼자서도 쓰

이지만 보조 용언이랑 같이 쓰이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UK-용언의 활용-2]

한편,문법 개념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요구

되는 도구 개념을 구체물에 사상하여 가시성을 획득하기도 한다.(37)에서는 동화라

는 추상 개념에 제되는 ‘조음 치나 방식을 고려한 발음 경제성 혹은 효율성’을

27)음성은 음운의 개념 구성을 한 도구 개념일 뿐 음성과 음운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문법

개념은 아니라는 에서 (35)는 개념 계의 구성이 아닌 단일 개념의 구성으로 분류하 다.

28)이 역시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하나이다.

즉,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각각 단어로서의 지 를 부여받지만 문장의 짜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는 일종의 복합 서술어로 보아 ‘본 용언+보조 용언’구성을 홑문장으로 분류한다는 을 학습자

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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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으로 다루기 해 ‘유사 부류의 신체 활동’이라는 구체물을 상정한다. 한,(38)

은 이어진문장에서의 서술어 생략이라는 상을 ‘일 덮어 쓰기’에 비유하여 표상함

으로써 개념 구성의 구체성을 확보한다.

(37)그러면 이 동화는 왜 일어나는가?우리가 를 들어 보면,우리가 막 배드민턴을 치

다가 막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을 치다가 비슷한 운동인 테니스를 치는

게 더 쉽겠지.동화도 비슷한 의미로 발음하는 하는 방법이 비슷하거나 치가 비슷

하면은 더 발음하기가 쉽겠지.그래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UK-음운 변동-3]

(38) 질문!‘나와 희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홑문장일까요,겹문장일까요?헷

갈리죠?이 문장은 겹문장이랍니다.‘나는 밥을 먹었다.’와 ‘희는 밥을 먹었다.’

를 합친 문장이에요.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주어나 서술어가 같으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일을 옮길 때에,같은 일이 있으면 덮어

쓸 것인지 물어보죠?문장도 같은 주어나 서술어가 있으면 덮어 쓴다고 생각하

면 좋을 것 같아요.[㉰-US-문장의 짜임-6]

그런데 비유는 추상 이고 낯선 개념이나 상을 설명하고 모델링(modeling)하며

재개념화하는 표상 방식이라는 에서(신선경,2006:140),구체물을 상정하여 개념을

가시화하는 과정에는 인식 주체의 가치 단이 개재하기 마련이다.다시 말해,비유를

통해 정보나 경험을 상의 특징에 한 개념 이해에 맞추어 조 하고 동화할 때(이

기홍,2008:137),여기에는 이미 해당 개념을 특정의 무엇으로 본다는 이 반 된다

는 것이다. 를 들어,(39)에서는 부사를 쓰 기통에 비유하여 다른 품사들보다 범주

개방성이 높음을 표상하는데,용언 수식이라는 기능 이외에 체언 수식,부사 수식,

문장 수식,문장 속,단어 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사 범주에 한 가치 부여 양

상이 확인된다. 한,(40)에서는 보조 연결 어미를 ‘아웃사이더’라는 구체물로 사상

하여 다른 연결 어미들과는 변별 가치를 지님을 표상하는데,교과서의 연결 어미 분

류 과정에서는 보조 연결 어미를 추출하면서도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보조 으로 이어진문장을 상정하지 않음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9)그런데 부사는 품사계의 쓰 기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단어들의 품사를

분류하다가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는 단어들은 모두 부사로 분류해 버리

기 때문이에요.그래서 꼭 다른 단어나 문장을 꾸며 주지 않더라도 부사에 속한

단어들이 있어요. 를 들어,우리 어에서 속사로 배우는 것들 있죠?국어에

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그리고,그러나, ’과 같은 단어들은 부사로 분류시킨답

니다.[㉰-US-품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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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종속은 문장 단 연결이고,보조는 용언 단 연결이라서 사실상 얘는 뭐

라 그럴까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야.[㉰-UK-용언의 활용-2]

비유 표상에 작용하는 이러한 가치 단은 자칫 문법 개념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은 구체물을 상정하게 하기도 한다. 컨 ,(41)의 학습자는 ㉱와 같은 가

치를 부여하여 품사 분류 기 의 하나인 ‘형태’를 ‘외형 인 생김새나 모양’으로 과도하

게 가시화한다.구조 이거나 기능 인 유사성이 아니라 표면 으로 드러나는 유사성

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다.문법 개념으로서의 ‘형태’는 문장의 일정한 자리에서 단어가

보이는 형태,즉 어미에 의한 굴 의 양상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어의 생김

새’정도로 구체화함으로써 ‘가변성과 불변성’이라는 핵심 속성으로까지 연결되기 어려

운 구체물을 상정하는 것이다.

(41)품사에 해 배우기 에,잠시 여러분이 동생이 늘어놓은 장난감들을 치우게 되

었다고 상상해 요.바구니는 3개가 있고,그 앞에는 야구공,곰인형, 고,그림

책,바비인형,축구공이 있어요.여러분은 어떻게 담을 것 같나요? 라면 아마도

야구공과 축구공,곰인형과 바비인형, 고와 그림책으로 나 어 담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건,아마도 생긴 모습이겠죠.그냥 에 보이는 로 분류하면 되니

까요.동그랗게 생긴 것끼리 담고,인형의 모습을 띤 것 같이 담고,딱딱하고 각

진 건 나 면 되겠죠.[㉰-US-품사-7]

요컨 ,학습자들은 추상 인 문법 개념을 가시화하여 구성하기 해 해당 개념을

구체물에 사상하는 양상을 보인다.이 과정에서,문법 개념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개념

을 탐구하기 한 도구 개념 역시 비유로 표상되기도 하며,인식 주체 스스로 해당

개념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다만,구체물의 상정 시 표면 인 유사성에만

이끌려 부 한 비유를 표상하는 경우에 한 교육 고려가 요구된다.

(2)선택 사상을 통한 개념의 화

비유의 과정에서 개념이 지니는 수많은 속성들을 완벽하게 사상하는 것은 근본 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유물과 개념 사이의 수많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 속

성만이 선택 으로 사상된다.즉,개념과 련된 국면들이 부 사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 으로 우선순 가 높은 것이 우선 으로 사상된다는 것이다(신선경,2006:144).

이코 와 존슨(Lakoff＆ Johnson,1980:10)에서 비유의 본질 인 특성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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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highlighting)’과 ‘숨기기(hiding)’기능을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상 문법 개념을 비유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태생 속성이 그 로 이되어 해

당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 일부만이 선택되어 구체물에 사상되고 나머지 속

성들은 소거되거나 주변 인 것으로 락한다.이때,어떤 속성이 선택되는가는 학습

자들이 해당 개념의 다양한 속성 어디에 을 두어 개념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결

정된다. 컨 ,(42)에서 서술 을 표상하기 해 기숙사생이라는 비유물을 상정한 것

은 해당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문법 속성들 ‘ 표지 없음’이라는 속성을 화

한 결과이다29).(43)의 학습자 역시 서술 의 핵심 속성을 표지의 부재에서 찾았기

에 ‘가공이 없이’‘사과가 통의 빈 공간에 딱 들어맞는 상황’을 상정한다.

(42)여타의 안은문장들 속에 안긴 명사 , 형 ,부사 ,인용 은 통학하는 학생,㉲

안긴문장을 해당 로 만들어 주는 요소들은 집에서 배웅하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비를 도와주는 어머니와 같다면,이 서술 은 혼자 비하고 학교로 가야 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사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혼자서 척척 결합하는 것이죠.

“내가 밥이 다”와 같은 형태를 흔히 보이게 되는데,‘밥이 다’가 체가 서술어

의 역할을 해서 주어 ‘내가’에 결합하는 형태입니다.[㉰-US-문장의 짜임-3]

(43)지 까지 본 서술 을 안은문장에서 다른 부분과 다른 을 찾을 수 있나요?아까

‘가공’이라는 말을 했는데,신기하게 서술 을 안은문장에는 가공을 한 흔 이 없

지 않나요?서술 은 사과가 통의 빈 공간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

아요.그래서 빈 공간에 그 로 채워 넣는 경우인 거 요.[㉰-US-문장의 짜임-6]

학습자들이 표지에 주목하여 서술 개념을 구성하는 이유는 (44)에서 확인 가능

한데, 성 어미,연결 어미,인용격 조사 등의 특정 표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서술

의 핵심 속성임에도,교과서에서는 이를 추상 으로만 기술하다 보니 해당 개념을 구

체화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4) 표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표지가 무

엇인지,따로 없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도,다른 안긴문장과 비교함으로서 차

이를 보여 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주어진 문장만으로는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UK-문장의 짜임-14]

한편, 표지 자체를 구체물로 표상하는 비유도 확인되는데,(45)에서는 ‘안은문장’

29)㉲에서 서술 이외의 안긴문장들은 ‘도움을 주는 어머니’의 존재로 표상한다는 에서도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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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안기 한 도구’인 ‘포 기’에 성 어미를 사상한다.즉,명사

, 형 ,부사 에서는 이러한 ‘포 기’가 상정되지만 서술 에서는 ‘서술어형 어미’

라는 포 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런데 성 어미가 용언의 본래 기능인 서

술 기능을 체언 혹은 수식언의 기능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이들 용언은 여 히 서술

어로 기능한다는 에서(이정택,2005:12-13), 성 어미에는 여 히 서술성이 제되

어 있다30).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성 어미가 결합한 용언이 내포문에서 여

히 서술어로 쓰인다는 은 주변 인 속성이며, 성 어미의 핵심 속성은 ‘성’에 있

다는 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45)안은문장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생각하면 쉽다고 했잖아.근데 그냥

안으려면 아무래도 힘이 들지.잘 안기고 잘 안으려면 포 기 같은 게 필요해.

를 들어서,‘나는 그가 성공했음을 알았다.’여기에 ‘그가 성공했다.’이게 안겨

있지.그런데 그냥 안 안겨 있지.‘그가 성공했다를 알았다.’말이 안 되잖아.안기

려면 ‘-다’를 빼고 ‘-음’이 들어간 거지.이런 거 포 기 같은 거.안기려면 필요

한 거.이런 걸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뒤에 형사형 어미,부사형 어미 뭐 이런

거 나오는데,다 마찬가지야.안으려고 쓰는 포 기.이 게 생각하면 돼.(…

략…)아까 포 기 필요했잖아.근데 서술 은 포 기가 없어.그냥 맨몸으로 안

는 거지.‘토끼는 앞발이 짧다.’여기 뭐 없잖아.그냥 분리해도 ‘앞발이 짧다.’잖

아.뭐가 바 게 없잖아.그래서 포 기가 필요 없으니까,서술어형 어미?뭐 이

런 건 없는 거야.[㉰-UK-문장의 짜임-2]

이처럼,어떠한 비유도 일치를 보여 주지는 않아 비유는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만큼이나 무언가를 숨기는 구실을 한다(김 민,2012:28).이때,비유의 질은 비유

물 역에서 목표 역으로 응할 수 있는 계의 수에 따라 좌우되지만(Gentner,

1983),사상되는 속성의 수효보다 더 요한 것은 어떠한 속성을 사상의 상으로 삼느

냐 하는 문제이다.결국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념에 해 ‘어떤’이해를 한다는

것이고,비유물로 사상할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어떤’의 방향성

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47)에서 목 어 개념을 건더기 스 라는 구체물에

비유하는 것은31)‘서술어에 따른 수의성’을 목 어가 지니는 핵심 속성으로 간주하

30)허웅(1995:519-520)에서는 어말 어미를 한 자격을 지니는 어미와 두 자격을 지니는 어미로 구분

한다.즉,서술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어미와 이에 더해 체언 는 수식언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어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 어미는 후자에 해당하는데,학습자의 시각에서

는 모든 어말 어미에 공통 으로 부여되는 서술어로서의 기능은 화의 상이 되기 어렵다.

31)그런데 이 비유는 ‘서술어에 따른’이라는 심 제가 사상되지 않아 다소 험한 표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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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인데,해당 학습자가 목 어의 개념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46)

에서 그 원인을 추 할 수 있다.

(46)목 어와 보어를 왜 주성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주성분은 쉽게 말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데 이건 그때그때 다르다.서술어 자릿수 할 때나 자동사랑

타동사 구분할 때만 생각해 도 쉽게 알 수 있다.결국,목 어와 보어가 필수

으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서술어에서만 그런 것인데도 무조건 필수 성분이라

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US-문장 성분-14]

(47)목 어도 문장의 주성분으로 사용됩니다.라면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해 시다.

라면에는 사리와 분말 스 와 함께 건더기 스 도 들었죠?건더기 스 는 라면

의 본래의 맛을 이루는 데 필요하지만,사리와 분말 스 처럼 핵심 인 요소는

아닙니다.건더기 스 를 넣지 않아도,나머지 두 요소만으로도 라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그 지만 상당수의 경우,건더기 스 를 넣지 않으면 라면 맛이

불충분하게 되죠.목 어가 마치 건더기 스 와 같은 역할을 문장 속에서 담당합

니다.목 어는 서술어의 동작 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뜻해요.‘롱이는 공부

를 좋아해.’라는 문장을 보면, 롱이가 좋아하는 동작 상이 ‘공부’라는 것을 의

미하죠. 문장의 ‘공부를’과 같은 성분을 목 어라고 합니다.다만,건더기 스

처럼,목 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수업 반에 ‘그것은 불이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았죠?여기서 서술어인 ‘불이다’가 향을 미치는 상은 나타나지

않으며,따로 쓰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몇몇 서술어에서

는 목 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문장의 를 이루면서도 주어,서술어와

같이 모든 문장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US-문장 성분-2]

요컨 ,학습자들은 문법 개념의 가시 구성을 해 비유 표상을 동원하지만,이

과정에서 비유의 필연 속성인 선택 사상으로 인해 특정 문법 개념의 심 속성과

주변 속성을 가르기 한 인식 주체로서의 가치 단이 개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시 표상 기제로서의 비유에 한 이상의 학습자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구성하기 해 비유를 동원하는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법 개념들을 비유를 통해 표상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은 물론 이때 해당 개념의 어떤 속성을 핵심 속성으로 선택하여

이를 부각하기 한 구체물을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다.단순히 수의성에만 주목하여 상정된 비유물이기 때문에 형어,부사어 등의 수의 성분과의

변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건더기 스 는 ‘수의 이지만 있으면 맛을 더 잘 낸다’는 속

성을 부각하게 하여 오히려 수의 성분의 표상에 합한 도 해당 비유의 타당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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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목 주요 양상 분석 사례

구체물로의

사상

개념의

가시화

추상성이 높은 문법 개념을 구

체물에 비유

▪음성:음운≒ 꼴: 자

▪보조 용언≒보조 요리사

탐구를 한 도구 개념을 구

체물에 비유

▪음운 동화≒배드민턴 후 테니스

▪ 복 성분 생략≒ 일 덮어쓰기

구체물의 상정 과정에 학습자의

가치 단 개입

▪부사≒품사계의 쓰 기통

▪보조 연결어미≒아웃사이더

표면 인 유사성에만 이끌려 잘

못된 구체물 동원

▪품사기 으로서의형태≒외형

모습으로서의 형태

선택

사상

개념의

화

핵심/주변 속성 선택 과정에 가

치 단 개입

▪서술 ≒기숙사생

▪ 성 어미≒포 기

▪목 어≒건더기스

[표 12]비유 표상을 통한 문법 개념 구성의 양상

1.3.일상어의 표상

특정 상에 한 인식은 모든 의식 이고 명확한 이해 이 의 이해,곧 이해(前理

解)를 출발 으로 삼아 이루어진다( 숙경,2004:65).다시 말해,새로운 지식은 개인의

이해에 비추어 이해되며 일단 이해된 지식은 개인의 이해 구조에 흡수되어 그것을

확장시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숙경,2004:66-67).특히,지식을 고정

된 채로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구성

주의 인식론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앎이 더욱 강조된다.

비고츠키(Vygotsky,1934)에서는 이를 ‘자발 개념’과 ‘과학 개념’사이의 교차를

통한 개념의 발달로 설명하는데32),후자는 교과나 학문에서의 인 인 문화 경로로

습득되는 개념인 반면 자는 과학 개념의 이 형태로 생활이나 경험을 통해 자연

발생 으로 확보되는 개념인데,개념의 형성은 자발 개념이 과학 개념으로 근 해

가는 양상으로 개되어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속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33).

32)비고츠키(Vygotsky,1934)는 ‘할머니’를 사례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즉,아동에게 할머니는 ‘따뜻

한 베개와 같은 존재’라는 자연 발생 개념으로 형성되지만,학교 교육을 통해 ‘연 체계 속에

있는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과학 개념이 형성되어야 해당 개념에 한 온 한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3)이 지 은,생활세계에서 출발하는 일차 경험이 반성의 과정을 거쳐 이차 경험으로 나아가며

따라서 앎은 부단한 수정을 통한 과정 활동임을 밝힌 듀이(Dewey,1938)의 논의와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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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 (2011ㄴ)은 문법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문법교육은 결국

모어 화자로서 직 으로 인식하고 있던 언어 상을 과학 개념을 동원하여 구조

․체계 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이며,이 과정에서 개념에 한 학습자의 기존 인식은

언어 ․명시 ․구조 형태로 재구성되어 좀 더 수 높은 형태로 발달한다(남가 ,

2011ㄴ:122).따라서 문법교육의 기획과 실천을 해서는 학습자의 기존 자발 개념이

과학 개념을 만나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의 양상을 살펴 자발 개념과 괴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 개념을 도입․ 개하는 방법 방향에 한 면 한 탐색이 이루어져

야 한다(남가 ,2011ㄴ:99).

이때,용어는 개념을 표상하는 음가 는 상징 표 물이며,따라서 개념은 용어

를 통해 소통되고 구성된다는 에서 개념이 표층화된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

히, 문어는 일반 으로 해당 분야의 효율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분야에 한 앎을 드러내는 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어로서의 문법 용어는 문

법 내용을 담은 개념어이며 용어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곧 문법 개념의 학습과 같

은 가치를 지닌다(김은성 외,2007:23).그런데 문법 용어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하

는 언어와는 그 성격이 매우 이질 이어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용어는 그 자체로도 생

소할 뿐 아니라 개념의 구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때,학습자

들은 새롭게 면하는 문법 용어의 의미를 자신의 자발 개념 내에서 일상 언어의 의

미로 동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해당 용어가 지니는 개

념 의미를 구성해 가기 한 일환으로 해석된다.(48)에서 이러한 양상의 단면을 확

인할 수 있는데,언어 노출과 련된 개인 사정으로 인해34)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당 학습자는 문 인 맥락에서 형성된 문법 용어에 일상 인 의미를 개입시켜 문법

용어의 생소함과 난해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48)책에 나오는 용어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고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단번에

이해하기가 힘들다.특히 나는 외국에서 4년을 살다 와서 한문이 나오면 더 약하

다.근데,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면 사실 별 거 아닌 말인 것들

도 많다.꼬리,머리,이런 게 두사, 미사 이 게 쓰는 것도 있고,인터넷에서

합성한다,이런 거랑 합성어랑 비슷한 말로 쓰인다.그래서 용어 같은 거 외울

34)문법 용어의 부분이 한자어라는 도 학습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특히 품사 용어에 해 당시에는 한자를 많이 배운 세 가 모든

사회 ,문화 ,정치 치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지 은 한 세 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은 한자식 용어를 잘 몰라 오히려 용어를 해석해 주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성낙수,2010: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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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쉬운 말로 풀어서 외우려고 한다.사진 두 개 합성하는 거처럼 합성어가 된

다.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거다.[㉮-HE-33]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구성해 가는 가운데 일상어에 조회하여 형식 문

법 용어를 탄력 으로 표상하는 양상을 크게 두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문법 용어의

정립은 일상어에서의 차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그 게 정립된 문법 용어는 다시

의미 으로 유되어 일상어로 쓰이기도 함을 고려한 결과이다35). 컨 ,고유명사의

핵심 속성이 드러나는 ‘고유(固有)’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라는 일상어

의미와 무 하지 않으며,이러한 련성에 의해 정립된 문어 ‘고유명사’는 다시

‘한국 탁구의 고유명사로 통하는 정화 감독’정도의 일상어 쓰임을 보인다는 것이

다.학습자들 역시 이 에 주목하여 일상어를 통해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모습을 보이

는데,‘일상어 → 문어’의 과정은 체로 문어의 자의 (字義的)의미를 일상어로

풀이하는 양상으로,‘문어 → 일상어’의 과정은 문어가 일상어화되어 쓰이는 장면

을 상정하는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1)자의(字義)에 주목한 개념의 비형식화

국어학사 으로 우리말의 문법 용어가 정립되는 과정은 체로 순우리말 계열과 한

자어 계열의 논쟁으로 압축된다.학교 문법에서는 음운론의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는

후자가 선택된 경우가 많은데,이들 용어들은 체로 서구식 표 의 번역어이다.그러

나 이들 용어들은 나름 로 그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을 잘 드러내도록 고안된 것이며

문법의 문 속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상어들에서 목 에 맞게 용한 경우가 많

다.학술 용어는 그 단어를 했을 때에 사 을 찾지 않고도 그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면 학술 개념의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는 당연한 제 하에 그러한 용어가 선정

되도록 노력한(류근식․권경일,2014:59)결과일 것이다36).

35)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표 국어 사 의 뜻풀이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

다. 컨 ,‘활용(活用)’의 경우 ‘충분히 잘 이용함’의 뜻을 지니는 일상어를 먼 기술하고 ‘언어’

역의 문어로서의 의미는 항을 나 어 기술함에 비해,‘명사(代名詞)’의 경우는 문어의 의

미를 먼 기술하고 ‘어떤 속성을 표 으로 나타내는 것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정도의 일반

어 의미를 후술하는 차이를 보인다.

36)류근식․권경일(2014:59-60)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배제된 가운데 선정된 표 인 용어로 수학에

서의 ‘유리수’를 꼽는다.유리수는 ‘rationalnumber’의 일본식 번역어를 차용한 경우인데,유리(有

理)라는 표 에서 ‘정수들의 비례로 표시할 수 있는 수’라는 개념을 추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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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문법 개념의 구성을 해 일상어를 표상하는 양상은 이 지 에서 구체화

된다.즉,과학 개념을 직면하고 해당 개념을 심으로 언어 상을 조망하는 과정에

서 자발 으로 형성된 자의(字義)로의 일종의 번역 과정을 거쳐37)특정 문법 용어에

근하는 것이다.쉽게 말해,특정 문법 개념을 담고 있는 문법 용어 ‘들어보았을 법

한’표 들을 일상 의미로 풀어 가는 과정을 통해 비형식 으로나마 문법 개념을 구

성하는 것이다. 컨 ,(49)와 (50)에서는 자음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소리’

의 ‘사’와 ‘열음’의 ‘열’의 자의 의미를 일상어로 풀이함으로써 해당 문법 개념

들을 표상한다.(49)는 삼지 상 속 계를 체계화하면서38)‘사소리(평음)’의 ‘사

(例事)’와 ‘평(平)’을 ‘삿일’과 ‘평범한 일’이라는 일상어에 조회하여 ‘큰 힘을 안 들이

는 발음’의 의미를 표상하며,(50)은 조음 방식의 하나인 ‘열’의 개념을 ‘수도 열’

이라는 일상어에 조회하여 ‘터짐’의 의미를 표상하고 나아가 ‘가두어 두는 소리’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한다.

(49)‘ㄱ,ㄷ,ㅂ’를 발음했을 때,‘ㅋ,ㅌ,ㅍ’를 발음했을 때,‘ㄲ,ㄸ,ㅃ’를 발음했을 때

차이가 있지요.처음에 ‘ㄱ,ㄷ,ㅂ’를 발음했을 때 그닥 그 게 큰 힘을 안 들이

고도 발음할 수 있어요.그래서 이것들을 사소리라고 하는데, 삿일이다 할

때 그 사. 삿일은 평범한 일이기도 하지요?그래서 사소리를 한자로는 평

음이라고 말해요.[㉰-UK-음운 체계-1]

(50)발음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 에 열음이라는 것이 있어. 열된다.뭔가 느낌

이 오지 않니?터뜨린다.수도 열.이런 말 들어 봤지?수도 이 터졌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7)과학 교실에서의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임칠성 외 역(2010:214)에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의 사례

를 다루는데,어떠한 층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용어를 ‘번역’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

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한다는 에서 문법교육에서 역시 이러한 양상을 체계 으로 수

집할 필요가 있다.특히, 재의 문법 교과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무 하게 체로 ‘과학’층 의

기술이 우세하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학습자:우리는 이 얇은 속 을 태웠고 그 속 에서 엄청난 열과 밝은 빛이 난 뒤 이런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남았다.

▪교사:우리가 공기 에서 마그네슘을 태우면 산소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라

고 하는 하얀 가루를 만들어 낸다.열은 방출된다.

▪과학:공기 마그네슘의 연소는 발열반응으로 산화마그네슘을 만들어 낸다.

38)흥미로운 은,거센소리(격음)를 표상하는 과정에서는 ‘거세다’의 자의 의미를 표상하는 경우

가 일부 발견되나 된소리(경음)에 해서는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다.즉,학습

자들은 ‘된’에서 ‘단단함,딱딱함’의 의미를 표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특히,된소리와 거센소리

는 모두 성 와 그 주의의 근육이 긴장하는 긴장음이라는 에서도 학습자들이 ‘거센’과 ‘된’의

음성 자질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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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지.그런 방식으로,그러니까 터지는 방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열음이야.터

지려면 일단 가둬 둬야 하겠지.‘ㅂ’을 발음해 보면 먼 숨을 조 머 은 상태

에서 ‘’하고 터지면서 소리가 나지.이런 것이 열음.[㉰-UK-음운 체계-4]

문장 성분 련 개념의 구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는데,(51)은 주성분과

비되는 부속 성분의 의미를 포착하기 해 ‘부속실’이라는 일상어의 의미를 표상한

다.즉,논항을 이루어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 성분들에 ‘딸림’의 의미를 일상

어에 조회하여 표상하면서 ‘수의성’과 ‘수식성’까지도 담아내는 것이다.불완 용언 ‘되

다’와 ‘아니다’앞에 오는 명사구 논항인 ‘보어’의 개념을 구성하기 해 ‘보(補)’의 자의

의미를 ‘보충’으로 풀이하는 (52)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39),특히 ‘무엇을

보충하는가’로까지 범 를 확장하여 학교 문법에서 ‘합의한’보어 개념을 표상한다.

(51)그 다면 주성분 말고 다음으로는 부속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부속’이라는 말

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그 듯이 부속 성분은 문장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

니라는 겁니다.왜,사장님 방 에 ‘부속실’이라고 따로 붙어 있는 거 봤지요?부

속실은 사장님이 일을 잘 수행하게 도움을 주는 기구지요.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고 해서 사장님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죠.부속 성분도 그런 겁니다.도와주는

성분들입니다.다른 성분들을 돕는 건 개 꾸며 다는 말입니다.그래서 부속

성분에는 꾸며 주는 성분, 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US-문장 성분-6]

(52)‘보어’나옵니다.조 특이한 문장 성분입니다.보어는 말 그 로 보충한다는 말

입니다.채워 다,보충해 다.‘보충어’에서 ‘충’하나 빼고 보면 되네요.보충해

주는 말.뭘 보충해 주느냐 하면,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을 보충해 니

다.주어나 목 어는 원래 있는 말이니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나는 학생이

아니다.’,‘나는 학생이 되었다.’이 문장들 보면 ‘학생이’이게 없으면 문장이 안

되지요?그런데 이건 목 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이런 말들,그러니까 ‘되다/

아니다’앞에 있는 것 에서 주어는 아닌데,꼭 보충 으로 필요한 말들을 ‘보어’

라고 합니다.[㉰-UK-문장 성분-2]

한편,문법 용어 에는 일상어에서 차용하 더라도 그 의미가 본래 의미와 매우 다

39)학문 문법상으로도 ‘보충어’라는 용어가 채택되기도 한다.고 근․구본 (2008:299)의 정리에 따

르면,‘의존문법의 향을 받아 서술어 밖의 주성분을 보충어라는 이름 아래 포 하기도 하며 서

술어와 보충어를 주성분으로 간주하고 보충어에 다시 필수 보충어와 수의 보충어를 두기도

하는’등의 안이 제시되기도 하여 왔다.김창섭(2011)에서는 그 범 를 더욱 확장하는데,서술

어와의 통사 계뿐 아니라 ‘국문과 [출신]’,‘희들 [마음껏]’,‘학생[답]-’등도 모두 보충어로

보아 어떤 단어 혹은 단어보다 큰 구성이 자신의 의미를 실 하기 해 필요로 하는 요소로 보

충어의 범 를 넓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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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문화된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는 일상 의미와 문법 의미의 계가 비교

희미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용어의 자의 의미를 풀이하더라도 이를 통해 문법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하기는 어렵다.즉,일상어의 쓰임 때문에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류근식․권경일,2014:65)것이다. 컨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변화

하는 상인 ‘활용’과 그 상 개념으로서의 ‘굴 ’은 일상어와는 상이한 의미로 문화

된 용어인데,학습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기착 으로 삼아 문법 개념을 구성하

는 양상을 보인다.(53)에서는 ‘활용 → 움직임 → 변형’의 일상어로서의 의미 연 성을

추 하여 문법 개념 ‘활용’의 의미를 비형식 으로 연상하며,(54)는 일상어로서의 ‘굴

’이 지니는 ‘꺾임’이라는 자의에 조회하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한다.물론,문법 용어

로서의 굴 은 어미뿐 아니라 조사가 보이는 문법 계를 포함한다는 에서 이러한

개념 구성이 완 한 것은 아니지만,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추상 인 개념을

두고 ‘나름 로의’이해를 도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3)‘활용’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활어회’,이거 ‘활’이랑 같은 말입니다.살아 있는 회

를 먹는 거잖아.‘활용’이라고 하면 활동해서,움직여서 이용해라.움직이면서 변

형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활용해라!’라는 말에서처럼 활용은 그

냥 그거 그 로 갖다 쓰라는 말이 아니라 변형해서 쓰라는 말이잖아.용언도 막

변형을 하는데,그걸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UK-용언의 활용-2]

(54)굴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 사랑은 다른 말입니다.우리가 뭐가 꺾인

다고 할 때 ‘굴 ’이라는 말을 쓰지요.‘빛의 굴 ’이 게 쓰기도 합니다.비슷합

니다.어디를 꺾어 주는 기능을 하는 사입니다. 를 들어,‘가다’가 ‘가고,가서,

가니’가 된다고 할 때 ‘가-’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꺾이지요.이런 부분

들을 가리켜 굴 사라고 합니다.[㉯-US-단어 형성-2]

요컨 ,학습자들은 문법 용어의 자의(字義)에 주목하여 일상어 의미로 해당 용어

를 풀이함으로써 해당 개념을 비형식 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특히, 문화의

수 이 높은,즉 일상어와 문어 사이의 간극이 넓은 문법 용어의 구성 과정에서는 오

히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문법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2)일상 용법에 주목한 개념의 공고화

문어로서의 문법 용어가 일상어에 기반을 두어 차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지니는 다양한 속성 특징 인 자질이 선택되어 다시 일상어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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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때,학습자들은 과학 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언어를 맥락이나 상

황에 따라 과학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는(양찬종

외,2011:751) 을 포착하여 새로운 문법 용어를 자신의 개념 체계 내에 자리 잡고 있

는 일상어의 의미로 동화하기도 한다.

문어가 일상어로 쓰이는 장면에 주목하는 첫 번째 양상은 일종의 비유어로 문어

가 선택되는 경우이다. 컨 ,(55)는 문어 ‘명사’가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을 ‘표

성’으로 환원하여 일상어로서의 ‘명사’에 조회하는 양상을 보인다.즉,‘꽃미남의

표’를 의미하기 해 ‘꽃미남의 명사’라는 표 이 비유 으로 쓰이는 일상 언어

상을 표상하여 명사에 한 개념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다40).(56)에서도 유사한 양

상이 확인되는데, 문어 ‘고유 명사’에 부여되는 ‘유일성’이라는 속성을 유행어 ‘고유

명수41)’의 의미에 조회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5)다음, 명사입니다. 명사 말 그 로 명사를 신해 주는 말이죠.우리가 연

인 에 꽃미남의 명사?이러면 가 떠오르죠?뭐,강동원,원빈 이런 사람들.

꽃미남이라는 말을 한 번에 신해 주는 말.이 게 명사도 어떤 상을 신

하여 가리키는 품사입니다.[㉰-UK-품사-4]

(56)무도 좋아하지?거기 보면 박명수를 ‘고유 명수,박명수’이 게 부르잖아.뭔가

도 할 때 항상 가장 먼 도 한다고 별명을 ‘고유 명수’라고 한 거잖아.사실

이 말은 ‘고유 명사’하고 연 이 돼.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을 가리키는 명사

들. 를 들어 서울,백두산 이런 건 고유 명사잖아.[㉰-UK-품사-2]

학습자들이 문어의 일상어화에 주목하는 두 번째 양상은 둘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

여 문법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경우이다.문법 용어가 일상어로 쓰이는 에 문법

맥락과 단 되어 이질 의미로 환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일상 인 경험을 문

법 맥락과 연 지어 표상함으로써 해당 개념에 한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컨

,(57)에서는 일상어 ‘음 ’이 문법 용어 ‘음 ’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음을 부각하는

40)물론,문법 용어로서의 명사와 일상어로서의 명사는 그 의미 체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 학습자들에게 오개념을 형성할 험이 있다. 컨 ,품사 범주로서의 명사의 문법

핵심 속성을 표성으로 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일상어에서의 명사는 단어 단 이

상의 표 들에서도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41)희극인의 이름과 ‘고유 명사’가 유사하다는 ,극 희극인의 속성이 ‘표성’을 지닌다는 에서

창안된 유행어이다.그런데 일상에서 비유 의미로 쓰이는 고유 명사는 체로 ‘표성’의 자질

이 부각된다는 에서 ‘명사’의 쓰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일상어와 문어 사이의 의미

간극을 문법 개념의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한 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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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해당 용어에 한 개념 구성을 공고화한다.특히,일반 으로 학습자들이

소리 단 인 음소와 문자 단 인 자소의 구별을 어려워한다는 에 주목하여,그 원인

을 해당 용어의 일상 의미로서의 사용에서 찾는다는 이 특징 이다.(58)의 학습자

는 ㉯에서 일상어로서의 ‘지시어’는 문법 용어로서의 지 를 지니지 않음에 주목하되,

그 속에서 ‘지시’의 의미를 ‘이,그, ’라는 구체 인 실체로 표상한다42).즉,일상어 ‘지

시어’가 지시 명사를 정치하게 담아내는 용어는 아니지만 해당 문법 개념에 근 가

능한 길을 열어 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다.

(57)학교 시험 볼 때 ‘3음 로 으시오.’뭐 이런 말 들어본 있지? 개 몇 자

로 으라고 하잖아.㉮근데 이게 사실은 조 잘못된 말이야.책 보면 ‘높은 꿈’

이 음 이 아니라 ‘노 꿈’이 음 이라고 되어 있지.그러니까 음 은 소리의 단

야.‘높은’이 게 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게 기로 약속을 한 거

고.[㉰-UK-음운 체계-4]

(58)‘지시어’라는 말 들어 봤어?지시어?뭘 가리킨다는 말이지?㉯사실 얘는 정확한 용어

는 아니야.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이지 품사 명칭은 아니야.근데 지시어 하면

딱 ‘이,그, ’떠오르기는 하지?‘이것, 것,그것’도 되겠네.이게 지시 명사야.‘여

기, 기,거기’도 지시 명사야.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UK-품사-5]

요컨 ,학습자들은 문어가 일상어로 확장되어 쓰이는 의미에 주목하여 문법 개념

에 한 구성을 공고화하기도 하는데, 문어가 일종의 비유어로 일상 속에서 사용되

는 경우와 일상의 맥락에서는 이질 으로 사용되는 문어에 주목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찰된다.

학습자가 일상어를 표상하여 문법 개념을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한,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양상에 주목할 때,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 특정 문

법 개념을 일상어로 표상하기 해서는 어떠한 문법 개념을 표상 상으로 삼을 것인

가를 결정하고 이때 일상어와 문어 사이의 의미 간극으로 인해 해당 개념의 온

한 의미가 변성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어떻게 메우고,오히려 이를 통해 학습

자의 공고한 개념 구성을 도모할 것인가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42)그런데 지시 명사의 지시성은 지시 형사,지시 부사에서의 지시성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

닌다.즉,지시 명사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장소 등에 한정된 명사를 지칭하는 개념이어서

지시성의 온 한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이 규(2002:130-136)에서는 인

칭 명사와 비인칭 명사(사물,공간,시간)로 명사를 하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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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목 주요 양상 분석 사례

자의(字義)에

주목

개념의

비형식화

일상어 의미를 토 로 개

념 구성

▪‘사’소리: 삿일 /‘열’음: 열

▪‘부속’성분:부속실 /‘보’어:보충

일상어 의미와의 차이를

토 로 개념 구성

▪활용 → 움직임 → 변형:어미 교체

▪굴 → 꺾임:어미 교체

일상 용법에

주목

개념의

공고화

일상어에서 쓰이는 비유

용법에 주목

▪꽃미남의 명사

▪고유 명수:고유 명사

일상어 용법과의 차이에

주목

▪일상어 음 과 문어 음

▪일상어지시어와 문어지시 명사

[표 13]일상어 표상을 통한 문법 개념 구성의 양상

2.표상 구조화를 통한 개념 계의 구성

하나의 문법 개념은 그 자체만으로 인식 구성의 상이면서도 동시에 개념들 사이

에서 유도되는 개념 계의 구성을 한 기 역할을 한다.본고에서 학습자가 산출한

지식 구성의 결과물들을 분석한 결과,단일 개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조

작 사고로서의 표상은 문법 개념들 사이의 계를 구성할 때에도 동원되었는데,다

만 자와 비교하여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 개념 계를 표상하는 양상을 확인하 다.

사례와 비유의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찰된바,2 에서는 구조 사례

와 구조 비유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자 한다.

2.1.구조 사례의 표상

사례는 항상 풍부한 상황 속에 들어 있는데,그 상황에는 시한 상과 직 으로

련된 것 이상의 더 많은 요소와 정보가 포함된다(권석일 외 역,2010:112).이때,그

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소수의 자료만으로도 지식의 구조,지식의 핵

심,사고 능력을 유발하고 개념과 개념 구조화의 핵심을 를 수 있다는 에서(주세

형,2008ㄱ:238),학습자가 소수의 사례들을 응집 으로 표상함으로써 개념 간의 계

를 구조화하는 양상의 분석은 의미를 지닌다.본고의 분석 결과,사례를 구조화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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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양상은 ‘둘 이상의 사례에 공유 요소를 상정하는 경우’와 ‘하나의 사례 내에 둘

이상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경우’의 두 측면으로 범주화된다.

(1)사례 공유를 통한 개념 연결

각각의 요소를 아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서로에게 연 되어 있는 방식이 의미를 갖

도록 하는 것은 심도 깊은 이해를 해 매우 요하다(이경옥 역,2012:51).따라서 개

념에 한 인식은 사실들의 무작 인 목록이 아니라 련된 정보를 구조화한 연결망

의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권성기․임청환 역,2000:6).즉,특정 문법 개념을

단일하게 악하는 데 머물지 않고 련된 체 체계 속에서 해당 개념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때,특정 언어 자료를 사례로 삼아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방

식이 학습자의 핵심 인 구성 기제임을 감안하면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에도

사례가 동원될 것임은 충분히 측 가능하다. 컨 ,(2)는 결합 환경의 형태론 조

건 차이로 인해 음 말 평폐쇄음화의 발생 유무가 달라짐을 학습자가 구성한 결과물

인데,이때 (1)의 교과서와는 다른 사례로 형식/실질 형태소라는 문법 개념을 표상한

다.즉,(1)에서는 ‘낫으로’와 ‘꽃 ’가 비교됨에 비해,해당 학습자는 ‘꽃’이라는 공통

요소를 지닌 두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이’와 ‘’의 차이에만 주목함으로써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1)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낫으로[나스로]’와 같이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들을 살려 낸다.반면,‘꽃 [꼬 뒤]’처럼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규칙을 따른다.[문법 교과서,66쪽]

(2)이건 쉬운 거야.‘꽃이’발음하면 [꼬치]이 지?그러면 [꽃 ]발음해 보면 [꼬

취]?아니지.[꼬뒤]이 게 발음하지.왜냐면은 꽃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발음

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이’는 조사,조사지.‘’는 그냥 혼자서도 쓰이는 말이지.

책에 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이런 용어로 써 있잖아.개념은 조 있다가 나오

는데,일단 ‘이’랑 ‘’는 확실히 다른 거 알겠지?[㉰-UK-음운 변동-4]

단어 형성법 단원의 합성어와 생어는 문법 으로도 어근이라는 개념이 공유되기

에,사례 표상 과정에서도 의도 으로 동일한 언어 자료로 어근을 표상하는 가운데 나

머지 요소들의 차이에만 주목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구조화하여 표상하는 양상이 쉽게

발견된다.(3)에서는 ‘주먹’을 공유하는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앞뒤에 결합되는 ‘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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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질’의 형태론 차이에만 주목함으로써 어근과 사,단일어와 복합어,합성어와

생어 간의 개념 계를 유기 으로 구성해 냄을 확인할 수 있다.

(3)합성어, 생어 쉽게 설명해 게.‘주먹’가지고 말 만들어 보자.앞에 뭘 붙여도

되고,뒤에 붙여도 되고.‘돌주먹,맨주먹’이거랑,‘주먹밥,주먹질’이거 다 말 되

지?잘 쓰는 말이잖아.근데 딱 보면 다 ‘주먹’이 들어 있지?‘주먹’은 혼자서도 쓰

이는 말이지.아까,어근이라고 했잖아. ‘주먹’그냥 하나는 단일어겠지.그럼,뭐

붙은 말들은?두 개로 형태소 분석되니까 복합어지.근데 나눠 보고 나면,이거

‘돌’하고 ‘밥’은 혼자 쓰이는 말이지.뭐야?이것도 ‘주먹’하고 차이 없네.어근이

지.그럼,‘돌주먹’,‘주먹밥’은 어근 더하기 어근,이런 게 합성어.딱 나오지?그럼,

‘맨-’이거하고 ‘-질’은?아니지.얘들은 혼자는 안 되지.붙어야만 쓰이지.붙는다?

뭐? 사.그럼,주먹질하고 맨주먹은 어근이랑 사 붙은 거네.이런 게 바로바로

생어.쉽네.근데 사가 앞에 붙기도 하고,뒤에 붙기도 하고. 두사, 미사.

어근은 둘 다 뭐가 심인 건 아니니까 이걸 안 나 고.[㉰-UK-단어 형성-11]

둘 이상의 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겹문장을 분류한 ‘문장의 짜임’역시 정치하게

짜인 개념망 속에서 각각의 문법 개념들이 서로 교차되어 체계화되는데,겹문장에 포

함된 둘 이상의 가운데 하나를 공유 사례로 표상함으로써 이를 각각의 겹문장 간의

계를 구성하는 결속 장치로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4)에서는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 혹은 을 공유 요소로 유지하는 가운데43) 다른 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어진문장,명사 을 안은문장, 형 을 안은문장,서

술 을 안은문장 간의 계를 구조화한다. 한,(5)는 동일 성분이 생략된 겹문장이

그 지 않은 겹문장에 비해 개념 구성상의 난 이 존재함을 고려하여,‘그림이 쁘다.’

라는 하나의 언어 자료를 ‘쁜 그림’과 ‘그림이 쁘게’로 의도 으로 변형한다.즉,교

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경우에 따라 동일한 이 형 로 안길 수도,부

사 로 안길 수도 있다는 계 양상과 두 경우 모두 주어가 생략될 때에는 안은문장

으로 악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을 구성하는 것이다.그동안 문법 학습에서 개념과

지식은 강조했으나 자료에 한 안목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지 을(주세형,2008ㄱ:313)

상기하게 하는 지 이다.

(4)‘나는 학생이다.’이러면 주어,서술어가 한 번씩 나오니까 홑문장이잖아.근데,여

기에 ‘나는 학생이고 는 선생님이다.’이러면 두 번씩 나오니까 겹문장 되지.근

43)(4)에서는 문장 ‘나는 학생이다.’가 겹문장에서 로 환되는 양상을 표상함으로써 홑문장과 겹

문장 간의 계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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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건 딱 도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진문장이라고.‘그녀는 내

가 학생임을 알았다.’이래 버리면?문장이 두 개인 건 알겠지?근데 어때?쏙 들

어가 있지?안은문장이 바로 이런 거야.‘내가 학생인 사실이 밝 졌다.’이런 것

도 안은문장.아까랑은 좀 다르지?‘내가 학생이다.’이게 사실을 꾸며 주잖아.

형 로 안은문장이라고 해.‘나는 신분이 학생이다.’이건 어때?별로 겹문장 안

같지?근데 이것도 겹문장이야.문장 두 개가 어딨나를 야 하는데,‘(나는)-

(신분이 학생이다.)’이 게 한 번 만나고 그 안에서 ‘신분이-학생이다.’이 게 한

번 만나는 거야.작은 문장이 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서술어 역할.그래

서 서술 로 안긴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UK-문장의 짜임-1]

(5)‘쁜 그림을 보았다.’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요?홑문장일까요 겹문장일까요?정

답은 겹문장입니다!믿을 수 없다구요? 형 로 안긴문장‧안은문장이란 것을 믿을

수 없다구요?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알아둘 것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부사

‧ 형 로 안긴문장‧안은문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게 포인트 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주어가 생략되면 한 번만 썼죠.[ 쁜 그림을 보았다.(그림이

쁘다.그림을 보았다.)],[그림이 쁘게 걸려 있다.(그림이 쁘다.그림이 걸려

있다.)]그냥 형어 혹은 부사어라고 단할 수도 있어요.하지만 두 문장의 '그림

이'는 공통되는 주어라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로,' 쁜'과 ' 쁘게'는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안긴문장‧안은

문장에서 공통된 요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그리하여 우리는 이 두 문장의 형태

들도 안긴문장‧안은문장으로 보기로 합니다.뭔가 과거에게 배신당한 기분인가요?

도 학생 때 처음 배우고 그랬답니다.하하.[㉰-US-문장의 짜임-5]

요컨 ,학습자들은 특정한 요소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례를 구조화하여 표상함으

로써 공유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별 요소들에 주목하여 유 혹은 인 문법 개념들

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2)복합 사례를 통한 개념 연결

낱낱의 문법 개념들이 학습자들의 구성 과정에서 단편 이고 기계 인 지식으로 머

무는 주된 이유로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육 내용들이 시차를 두어 분 되어 교수․학습

되기 마련이라는 도(남가 ,2012:29)무시될 수 없다.즉, 역별로,단원별로,문법

개념별로 쪼개어 다루어지는 각각의 문법 개념들에 해 일련의 연결 고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단편 인 지식은 체 구조에 비추어 이해되고 가르쳐질 때

그 지식은 비로소 ‘논리 으로 의미 있는 지식(홍은숙,1999:306)’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따라서 국어를 분석 으로 다루고 분석의 결과로 범주화한 개념들을 체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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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문법 형태를 범주로 구획하는 데 얽매이기보다는 이들 사이의 상 이나 결합

된 체를 연결하는 일이 요하며,이를 한 연결 고리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례 내에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이 표상된 복합 사례가 그러한 연

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인데,다시 말해 외부의 문법 개념을 인식 주체

스스로와 연결하기 해 표상한 사례들 일부는 그 자체의 복합성으로 인해 인식 주

체가 특정 문법 개념을 인 개념과 연결하여 구성하는 과정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6)과 (7)이 그러한 경우인데,(6)에서는 유기음화라는 음운 변동 상을 구성하면서 자

칫 비 형 사례로 치부될 수 있는44)‘닫히다’를 의도 으로 표상함으로써,유기음화

와 구개음화가 순차 으로 발생하는 상임을,즉 한 단어 내에서도 둘 이상의 음운 변

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표상한다.(7)역시 표기가 아닌 발음의 단 로서의 음 을 개

념 으로 구성하는 가운데 음 의 끝소리 규칙도 동시에 표상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즉,‘뜻[뜯]’의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의 음성 결합체가

음 의 단 임을 구성하는 것이다.‘산[산]’처럼 발음과 표기의 형태가 같은 사례를 취

하지 않고,의도 으로 해당 사례를 표상하여 음운 변동과 음 의 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6)‘닫히다’발음해 보면 [다치다].이 게 되지.‘몸이 다치다’할 때처럼 같은 말이

되지.근데 이건 이상하다.‘ㄷ’하고 ‘ㅎ’하고 만나면 ‘ㅌ’이 되니까 [다티다]가 돼야

하잖아.근데 ‘다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이거 아까 배운 거.구개음화.‘ㅌ’이

‘ㅣ’모음하고 만나서 ‘ㅊ’가 된다.구개음화.‘닫히다’에는 축약도 있고 구개음화도

있고.이 게 보면 돼.[㉰-UK-음운 변동-4]

(7)교과서에 나온 것 보자.‘깊은 뜻’,즉 기, ,뜯.이거 하나하나가 음 이야.그런

데 뜻이 [뜯]이야.이건 나 에 배우는 건데 ‘뜻’이 게는 발음이 안 돼.우리말의

받침은 일곱 개로만 이루어진다.이건 다음 장에서 배울 거야.음 의 끝소리 규

칙.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야.[㉰-UK-음운 체계–2]

한,(8)에서는 교과서에서 특정한 의도 없이 제시한 복합 사례를 단순히 비 형

인 사례로 치부하지 않고 학습자 나름의 계성을 부여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도움’

의 ‘-움’에는 명사 생 사뿐만 아니라 ‘ㅂ 불규칙 활용’이라는 이질 인 문법 개념도

표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가시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44)단일 문법 개념을 사례로 표상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한 1.1.에서는 이를 비 형 사례로 분

류하 으나 동일한 사례를 두고도 학습자가 어떠한 입각 을 가지고 근하느냐에 따라 복합 사

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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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음’이 명사를 만드는 사라는 것은 이해했을 겁니다.그런데 거기 85쪽 보면,

‘모임’같은 건 ‘-음’이 아니라 ‘-ㅁ’이네요.‘모이다’에서 ‘모이-’에 붙으려면 ‘모이

음’이상하죠.모음으로 끝나면 ‘-ㅁ’만 붙입니다.더 이상한 거,‘-음’도 아니고 ‘-

ㅁ’도 아니고,‘-움’이 붙어 버리는 것들 있네요.‘도움’원래 뭐죠?‘돕다’어?ㅂ

어디 갔나요?‘돕다’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면,‘돕고,돕지,도우니,도와서’이

게 되죠?뭔가 규칙을 발견했나요?‘돕-’이 모음하고 만나면 ㅂ이 탈락하고 ㅗ나

ㅜ가 생기네요.이런 걸 ㅂ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나 에 배울 건데 미리

알아 두면 좋겠죠.거기 보면,‘괴로움’도 ‘괴롭다’에서 출발하니까 ㅂ 없어지고 ‘괴

로움’되는 겁니다.[㉰-UK-단어 형성-2]

한편,문장 단 는 형태소나 단어보다 상 으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 복

합 사례로 표상되기에 합한데,(9)와 (10)은 각각 형어와 부사어라는 개념을 내면

화하면서 해당 개념들의 하 요소를 일 되게 표상하는 문장 사례를 확보한다.교과

서에서는 개별 사례를 들어 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식을 열거함에 비해,(9)에서

는 ‘그 책은 나의 소 한 보물이다.’라는 하나의 문장 내에 ‘형사가 그 로 형어가

되는 경우’,‘체언에 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형어로 쓰이는 경우’,‘용언의 활용형이

형어로 쓰이는 경우’를 모두 표상하여 형어 형성 방식의 하 요소들을 계화한

다.마찬가지로,(10)에서 역시 수의 부사어와 필수 부사어가 모두 표상된 문을

복합 사례로 표상하여 두 개념을 유기 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9)‘그 책은 나의 소 한 보물이다.’라는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책’이라는 말을 ‘그’라

는 말이 꾸며 주고 있고,‘것’이라는 말을 ‘나의’라는 말이 꾸며 주고 있습니다.이

게 문장에서 ‘책’이나 ‘것’과 같은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을 ‘형어’라고 합니다.

이 문장 보면, 형어가 세 개나 쓰 습니다.‘그 책은’의 ‘그’,‘나의’,‘소 한’이거

다 형어입니다.‘그’는 원래 품사 자체가 형사죠. 형사가 그냥 형어가 된

경우이고,‘나의’는 명사,즉 체언에 형격 조사 ‘의’가 붙은 경우이고,‘소 한

보물’은 ‘소 하다’가 활용된 경우이죠.[㉰-US-문장 성분-5]

(10)‘그는 참 멍청하게 생겼다.’라는 문을 생각해 보면 부사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

다.주어는 ‘그는’,서술어는 ‘생겼다’입니다.그 다면 이 문장에서 목 어도 아닌

것이,보어도 아닌 것이 쓰인 ‘참’,‘멍청하게’는 부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

데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이 두 개는 약간 다른 부사어입니다.‘참’의 경우 문장에

서 제외되어도 상 없는 부속 성분일 뿐이지만,‘멍청하게’는 다릅니다.‘-게’는

서술어를 꾸며 주기 때문에 ‘멍청하게’가 부사어인 것은 맞지만 문장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것을 ‘필수 부사어’라고 정의하고 문장의 주성분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US-문장 성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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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 으로 복합 사례를 표상하면서도,(11)은 과목의 본질 학문의 세계를 숨

긴 채 백과사 식 요약이 주를 이루는 교과서에서는(강 석 외 역,2008:289-292)유표

으로 드러나지 않은 계 계를 구성한다는 이 특징 이다.즉,교과서에서는

문장,구,어 등의 문법 단 와 문장 성분의 종류에 한 기술이 단 임에 비해,해

당 학습자는 문장과 어 을 구성하면서도 의도 으로 7성분이 모두 포함된 문장을 복

합 사례로 표상함으로써 어 단 와 문장 성분 사이의 숨어 있는 계를 유표화한다

는 것이다.띄어쓰기의 단 인 어 을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분류한 개념이 문장

성분임을,어 개념을 표상하 던 언어 자료가 ㉮ 이후에는 문장 성분의 표상 사례로

유되는 양상을 통해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이웃집의 순이가 나에게 갑자기 감자를 건넸다.나는 얼음이 되었다.’먼 뭐

가 보이나요?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볼 수 있지요?문장 내용이 우리 생각을 온

하게 나타낸 것처럼 문장 형식도 우리 생각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온 하게 알

려 주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거 요.그래서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느낌표 등

의 문장부호로 끝이 난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문장 안에 띄어쓰

기가 되어 있죠?이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 묶음을 ‘어 ’이라고

합니다.어 은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단어와 조사가 붙은 형태가 될 수도 있

어요.즉,‘이웃집의’‘순이가’‘나에게’‘갑자기’‘감자를’‘건넸다’‘나는’‘얼음이’

‘되었다’모두 다 하나의 어 입니다.이 어 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 요.

그리고 모든 물건에 쓸모가 있듯이 각 어 들도 문장 안에서 다들 하나씩 역할

을 맡고 있답니다.그래서 어 을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 가장 작은 말

의 단 로 볼 수 있어요.문장을 구성하는 요한 성분이라고 하여 문장 성분이

라고도 부른답니다.어 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문장성분을 부르는 이름이 주

어지는데,여기에는 주어,서술어,목 어,보어, 형어,부사어,독립어가 있답니

다.각각의 문장성분들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략…)㉮지 까

지 본 문장성분을 통해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본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

요?[㉰-US-문장 성분-10]

끝으로,서로 다른 단원에 편입되는 문법 개념들 사이의 연 성을 복합 사례로 표상

하는 양상도 발견되는데,품사와 문장 성분 사이의 계에 한 표상이 표 이다.학

교 문법에서 각 품사를 개별 으로 다루지 않고 ‘체언,수식언,독립언, 계언,용언’

아래 묶어 제시하는 것 자체가 품사 분류가 문장 구조를 익히는 능력으로 확장되기를

의도하는 것이지만(주세형,2008ㄱ:229),이들 사이의 연결 고리가 표상되지 않으면 학

습자들은 해당 지식이 같은 주제의 지식의 범주에서 어떤 치를 하는지를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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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한다.이에 반해,(12)는 낱낱의 단어가 아닌 ‘내가 배가 아닌 사과를 먹었다.’라

는 문장을 품사 분류의 사례로 표상한 뒤,동사-형용사45),불변어-가변어 사이의 비교

계를 구성한다.더욱이,동일한 사례를 통해 ㉯ 이후에는 체언이 주어,보어,목

어로 쓰이는 양상을 표상함으로써 개별 단어의 품사 분류에 그치지 않고 품사가 문장

성분으로 이어지는 유기 계까지도 구성 상으로 삼는다.

(12)먼 문장 속의 일정한 자리에서 단어가 보이는 형태를 기 으로 단어를 분류할 수

있어요. 를 들어,‘내가 배가 아닌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을 보세요.‘내가 배가

아니고 사과를 먹는다.’,‘내가 배가 아니라 사과를 먹음.’등으로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여기서 ‘먹었다’는 ‘먹다’를 기본형으로 해서 ‘먹는다’‘먹음’혹

은 ‘먹고,먹으니,먹어서,먹은,먹어라,먹으러’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마

찬가지로 ‘아닌’도 ‘아니다’를 기본형으로 해서 ‘아니고,아니라’등으로 변하지요.이

게 모양이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하고,‘사과’나 ‘배’처럼 문장에서 어떻게 쓰

이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합니다.(… 략…)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끼리 묶어서 체언,용언,수식언, 계언,독립언으로 나 수 있는데,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조 뒤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략…)그럼 먼 ㉯

체언에 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

며,때로는 목 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도 옵니다.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죠?‘내가 배가 아닌 사과를 먹었다.’를 다시 보면 ‘내,배,사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말해요.‘내’ 신에 ‘엄마, , 희,강아지’등이 올 수 있겠죠?

‘배’ 신에 ‘물, 코 이’등이 올 수 있고,‘사과’ 신에도 ‘그것,새콤한 것,감 하

나’등 역시 다양한 단어들이 올 수 있어요46).조 느낌이 오나요?그리고 ‘내,배,

사과’는 각각 ‘가,가,를’과 함께 쓰이는데,이것들은 ‘조사’라고 조 뒤에 배울 거

요. 체언은 아까 봤듯이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어 요.[㉰-US-품사-2]

요컨 ,학습자들은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이 표상된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함으로써

해당 사례에 담긴 개념들을 연결하여 그 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들이 사례를 구조화하여 표상함으로써 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을 연결 지어 구

성하는 양상을 분석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양상에 주목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하는가에 따라 문법

개념 간의 계 역시 사례를 통해 담아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5)동사,형용사 개념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먹다’와 ‘아니다’각각을 표상함으로써 해당 개념들을 직

으로 표상하기 이 의 직 수 의 인식을 도모한다.

46)‘새콤한 것’,‘감 하나’의 구 구성을 단어로 처리하는 것은 오개념으로 보인다.



-113-

방식 목 주요 양상 분석 사례

사례 공유

개념

계

구성

공유 요소를 지니는 둘 이상의

사례를 표상하여 개념 간 연결

▪낫으로:꽃 → 꽃이:꽃

▪어근을 공유하여 합성어와

생어 표상

▪하나의 을 공유하여 명사 ,

형 ,서술 표상

복합 사례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이 담긴 사

례를 표상하여 개념 간 연결

▪닫히다:유기음화+구개음화

▪뜻[뜯]:평폐쇄음화+음 개념

▪도움: 생 사+ㅂ불규칙

▪ 형어,부사어의 기능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문 표상

▪문법 단 와 문장 성분을 연결

할 수 있는 문 표상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할 수

있는 문 표상

[표 14]구조 사례 표상을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2.2.구조 비유의 표상

지식 구성 기제로서의 표상은 여러 련 없는 사건들을 응집력 있는 맥락 안에 치

시키고 우리가 일종의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양미경,2008:149)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한다.젠트 (Gentner,1983)는 구조 응(Structure-Mapping)이론을 통해 비유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구하는데,즉 비유는 단순히 구체물 역과 목표물

역 사이의 체계 인 응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둘 이상의 구체물 사이의 계와 둘

이상의 목표물 사이의 구조 계까지도 사상하는 인식 기제라는 것이다. 한,고

틀리(Goatly,1997)에서는 자를 국지 비유(localmetaphoricity)로,후자를 국

비유(globalmetaphoricity)로 별하는데47),후자의 비유는 단일 개념을 넘어 개념 간

의 계 차이까지도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본고의 분석 에도 이 지 이 포착되었는데,학습자들은 일정한 체계 속에 놓이는

47)김은성(2012ㄴ:107)에서 역시 표상의 범 에 따라 국지 표상과 국 표상을 구분하는데,이

를 시 자료와 본문으로 치하는 지 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하나의 시 자료 안에서도

국 표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 로 본문 내에서도 국지 표상의 나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단일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것인가,개념 사이의 계를 표상하는 것인가에 따라 이

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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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을 구조 비유로 표상함으로써 개념 사이의 계에 한 구성

을 도모하는 양상을 보인다.이때,하나의 개념은 유 개념과의 속성 차이에 의해

범주 경계를 갖는다는 에서 구조 비유 역시 이러한 차이를 표상하는 방향으로

개된다.여기에서는 크게 하나의 단원 내에 존재하는 문법 개념들을 연결 짓는 측면

과 상이한 단원들에 분포된 문법 개념들을 연결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1)변별 속성 사상을 통한 개념 연결

일반 으로 문법 교과서의 단원은 하나의 상 범주로 귀결되는 문법 개념들이 종

․횡 으로 촘촘하게 짜이는 구조로 편성된다.구조 비유는 이러한 계를 표상하

는 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는데,(13)은 문장 성분의 하 개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계는 물론 주성분 내의 주어,서술어,목 어,보어 사이의

계와 부사어, 형어의 계도 비유를 통해 표상한다.즉, 자는 ‘화의 등장인물과

세트장,분장 ’의 계로,후자는 ‘주인공,주인공의 행동,주인공이 잡을 범인,주인공

의 역할’과 ‘세트장,분장’이라는 구조 비유물로 표상하는 것이다.

(13)자,지 까지 문장 성분의 반을 했는데,여기까지 한 문장 성분을 문장의 주성분

이라고 해요.왜냐? 의 주성분을 뺀다면 문장이 형성될 수 없거든요. 화에서

주인공을 뺀다면?주인공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면?주인공이 붙잡을 범인이 없

다면? 화에서 구도 무엇이 될 수 없다면?그 다면 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이제 화의 세트장,분장을 맡아 주는 부속성분들이 있어요.‘형어,부사어’

가 이것인데,이 녀석들은 실질 으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될 순 없지만,멋진

의상이 되고,세트장이 되죠.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US-문장 성분-1]

(14)의 학습자는 문장 성분 부속성분에 특정하여 구조 비유를 표상한다.먼

‘부속성분 ⊂ 형어 +부사어’의 상하 계가 ‘양념 ⊂ 고추냉이,간장이나 소 ’의

구체물로 표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에 그치지 않고 고추냉이와,간장이나 소 이

지니는 요리에서의 활용도를 형어와 부사어의 수식 범 차이에 사상하여 두 개념

사이의 계를 표상하는 데까지 확장한다.즉, 형어는 수식 범 가 체언으로만 한정

됨에 비해 부사어는 용언, 형어,부사어,문장 체의 보다 다양한 범주를 수식할 수

있음을 비유를 통해 표상하는 것이다.이때, 형어-부사어는 문장성분의 하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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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성을 띠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변별 속성 차이를 구조 비유를 통해 표상함

으로써 문법 개념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학습자가 외부 지

식을 경험하면서 내면 지식의 구조를 구성하기 해 지식에 내러티 를 부여한다고

할 때(제민경,2012:181),구조 비유가 그러한 내러티 로 기능함을 읽어 낼 수 있는

지 이다.

(14)다음으로 보게 될 부분은 요리의 양념 역할을 하는 부속성분입니다.요리에서 기

호에 따라서 첨가해 먹는 양념처럼 부속성분은 요리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하지만 요리에 양념이 들어감으로써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도 부속성분이 들어감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달할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양념 역할을 하는 부속성분에는 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

다.(… 략…) 형어는 양념에 비유하자면 고추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취향

은 존 하지만 일반 으로 생선회가 아닌 이상 고추냉이를 양념으로 자주 사용

하지는 않습니다.고추냉이가 양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죠.마찬가

지로 형어도 수식하는 품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략…)부사어는 형어

보다 훨씬 다양한 말들을 꾸며 수 있습니다.우리가 주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소 이나 간장 같은 양념들이겠네요.아까 고추냉이는 생선회에서만 양념

역할을 하지만 이런 양념들은 훨씬 다양한 요리에 쓰이지요.마찬가지로,체언만

을 수식하는 형어와는 달리 부사어는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형어와 부사어

그리고 문장 체까지 수식할 수 있습니다.[㉰-US-문장 성분-4]

어느 문법 체계에서나 가장 기본 인 문법 범주이면서도(이익섭․채완,1999:119),

형태․기능․의미에 따라 단어를 범주화한 품사 역시 일정한 분류 기 을 심으로 수

많은 문법 개념들이 도 있게 조직되어 있는 문법 지식이다.(15)는 ‘야구’라는 구체물

을 상정하여 논리 으로 구축된 품사 체계를 구성해 나간다.9명이 한 으로 구성된

다는 구체물의 속성을 우리말의 9품사 체계에 응시키는 것을 시작으로,게임 의

역할에 따른 선수 분류를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른48)품사 분류로 사상하고49)‘주자

48)(15)의 구조 비유에서는 형태,기능,의미의 품사 분류 기 ‘기능’만이 유표화된다.학습자

의 입장에서 형태나 의미는 품사 변별의 핵심 인 기 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터인데,이

러한 인식은 학문 문법상에서도 발견된다. 컨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품사 분류에서 ‘의

미’는 보조 인 기 일 뿐 결정 기 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계해야 할 상임을 지 한다.

한,국어는 굴 어가 아니어서 단어들의 형식 인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아(고 근․구본 ,

2008:43)‘형태’역시 유효한 기 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9)보다 체계 인 응을 해서는 9명의 야구 선수 각각을 하 품사들에 사상했어야 할 것인데,

해당 학습자는 ‘9명의 선수’이외에 주자,주루 코치, 이라는 추가 인 요소를 구체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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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주루 코치:조사’,‘ 의 감탄:감탄사’의 구조 응을 통해 품사의 하

범주들 간의 속성 차이를 연결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야구가 1번에서 9번 타자까지 있는 것처럼 품사도 9품사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아홉 명의 타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먼 내야수,외야수,포수,지명

타자(or투수)라는 큰 틀에서 나 어야겠지요?마찬가지로 9품사로 나 기 에

큰 틀,‘기능’이라는 의 분류 기 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나열해 보면

체언,수식언,독립언, 계언,용언 다섯 개로 큰 분류를 나 수 있는데요.앞서

‘기능’을 기 으로 분류했다고 했죠?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

는데,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계,역할을 생각하면 됩니다.

(… 략…)두 번째는 명사입니다.야구에서 주자 아는가요?타자가 출루했

을 때 다른 주자로 교체할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을 주자라고 합니다.

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주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마찬가지로 명사

에도 명사가 있는데,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을 신하여 ,나,이것 그것

기 당신 등이 명사입니다.(… 략…)야구에서 보면 1,3루 주루 코치가 있죠?

이분들은 선수의 에 붙어 도루를 해라,태그업을 해라 등 여러 작 지시를 내

리고 경기 흐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조사도 마찬가지로 자립성 있는 말

인 체언과 결합하며 단어가 주어인지,목 어인지 등을 나타내 니다.(…

략…)네 번째는 독립언입니다.감탄사가 독립언에 포함되는 유일한 품사입니다.

감탄사는 주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의지와 입버릇도 포함하는 개념인데.야

구에서 감탄은 가하죠? 들이 선수들의 이를 보고 감탄하죠?물론

은 필수 이지만 야구 게임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경기가 가능

합니다.그런 것처럼 감탄사를 비롯한 독립언은 문장 구성에 필수 인 요소는 아

니며 자리 이동도 쉽게 가능합니다.[㉰-US-품사-1]

(16)에서는 겹문장의 하 개념들을 구조 비유로 표상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데,먼 이어진문장을 ‘집에 주술 부부가 각각 사는 경우’로,안은문장을 ‘한 집의 방

한 칸에 얹 사는 경우’로 각각 구체화하고 ‘서로 터치할 것 없이’와 ‘집주인과의 종속

계’를 통해 핵심 속성을 사상하여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계를 비유 표상을

통해 계화한다. 한,‘집에 각각의 주술 부부’가 사는 경우더라도 자가(自家)인지,

세인지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구조 으로 표상하여 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 사이의 유기 계도 구성해 낸다.

(16)겹문장은 홑문장들이 모이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홑문

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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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홑문장이 나란히 놓인 ‘이어진문장’이고, 하나는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한 문장 성분이 되는 ‘안은문장’입니다.다세 빌라에 비유를 하자면 주

술 부부가 집에 이사 온 경우가 ‘이어진문장’이 되는 것이고,원래 부부가 살던

집의 방 한 칸에서 얹 사는 경우라면 ‘안은문장’이 되겠네요.이와 같이 홑문장

들이 모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과정을 문장의 확장이라고 합니다.근데 이어진

문장에서 서로 다른 집에 주술 부부가 각각 살고는 있는데,각자 자기 돈 가지고

집을 산 경우면 서로 터치할 것 없이,딱 등한 계겠죠.그러나 집주인인 주

어-서술어 부부가 이사 온 주어-서술어 부부에게 세를 것이라고 상상해 볼까

요?그 다면 그 둘의 계는 종속 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새로 온 주어-서

술어 부부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은 원래 부부에게 있으니까요.종속 으

로 이어진문장은 앞 과 뒷 의 의미가 독립 이지 못하고 종속 인 계에 있

는 문장을 말합니다.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집에 주술 부부가 사는 이어진문장

도 등하냐,종속 이냐에 따라 등하게 이어진문장하고 종속 으로 이어진문

장으로 나눕니다.[㉰-US-문장의 짜임-7]

유사한 비유로 문장의 짜임 련 문법 개념들을 구조 으로 표상하면서도 (17)은

(16)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손을 잡고 걷는 경우’라도 ‘친구끼리의 등한 계’이

냐,‘모자(母子)사이의 종속 계’이냐에 따라 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을 계 으로 사상한다는 에서는 유사하지만,특히 서술 을 안은문장을

특정하여 ‘덩치의 차이’가 없어 안겨 있는 것인지,이어져 있는 것인지 외형 으로는

변별이 용이하지 않음을 유표 으로 표상한다는 에서는 차이가 있다.해당 학습자에

게는 서술 을 안은문장이 여타의 안은문장들에 비해50)변별 속성이 부각되는 문법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7)비유를 써서 말하면,이어진문장은 문장 두 개가 서로 나란히 손을 잡고 있는 것

이고,안은문장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친구끼리 손을 잡는 경우도 있고 엄마랑 아이랑 손을 잡

는 경우도 있습니다.친구끼리 잡을 때는 가 끌려가는 건 아니죠.그냥 서로

등하게 같은 데를 가면서 손을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이런 문장을 등하게

이어진문장이라고 합니다.반 로 아이랑 엄마랑 손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엄마

가 아이를 끌고 가겠죠.아이는 엄마한테 종속되어 있겠죠.손을 잡기는 잡았지

만,종속 으로 잡은 경우.이런 걸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이 게 말합니다.(…

50)실상,학습자들이 구분을 어려워하는 개념은 서술 을 안은문장과 보어나 필수 부사어가 쓰인

홑문장이지,서술 을 안은문장을 이어진문장으로 혼동하는 경우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는

에서 (17)의 비유는 특징 이다.



-118-

략…)아까 안은문장은 딱 가 구한테 안겨 있는 모습이었죠.근데 가끔 보

다 보면,왜 연인끼리 안고 있을 때 별로 덩치 차이가 안 나서 이게 안겨 있는

건지,그냥 이어져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정아는 얼굴이 쁘

다.’이런 문장이 그런 건데,‘얼굴이 쁘다.’이게 안겨 있기는 안겨 있습니다.

언뜻 보면,그냥 정아는 에 이어져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이런 걸 ‘서술 로

안긴문장’이라고 합니다.[㉰-UK-문장의 짜임-4]

요컨 ,학습자들은 하나의 단원 내에서 동 으로 응되는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표상하기 해 구조 비유를 동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2)범주 속성 사상을 통한 개념 연결

문법 개념들은 음운론,형태론,통사론 등의 범주들 속에 산재되어 있다.본고에서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하기 해 참조 자료로 투입한 교과서 역시 이를 단원 구획

의 기 으로 삼는다.그런데 문법 개념 간의 계는 하나의 범주,곧 단원 내에서만 맺

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원에 분포된 개념 사이에서도 층 으로 확인되며,

학습자들이 일반 으로 변별 이해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 이다.다시 말

해,각각의 요소는 체 속에서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만 ‘의미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는데(홍은숙,1999:306),학습자들은 이러한 의미화 과정을 밟아 나가기를 힘들

어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특정 문법 개념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어떠한 상을 지니

는가를 온 하게 구성해 내기 해서는 해당 문법 개념이 포함된 상 범주를 정합

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결국 상 범주 간의 차이가 어떠한 변별 속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데,본고의 분석 결과 이러한 이해를 해

구조 비유를 표상하는 양상이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상이한 범주에 포함된 문법 개념들 간의 계를 특히 구조화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

하는 지 이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계이다.주지하듯이,둘 사이의 변별은 문

법 상 반을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형사- 형

어’,‘부사-부사어’와 같이 기능에 의해 명명된 용어가 유사하여 통상 으로 학습자들

이 범주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 이기도 하다.(18)에서도 ㉮를 통해 이를

제하면서도,조사의 격 부여 기능을 ‘이름표에 의한 역할 부여’라는 구체물로 표상하여

이들 사이의 계를 구조화한다.즉,이름표가 특정 인물의 역할을 규정하듯이 특정 단

어가 문장의 성분으로서 지니는 지 를 결정하는 요소가 조사라는 것이다.물론,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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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상은 격 조사가 결합되어야만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정도의 오개념을

형성할 험이 크지만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상 범주 계를 연결하여 구성한다

는 에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18)㉮역할을 맡는다는 에서 앞에서 배운 품사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

데,간단하게 정리해 게요.문장 성분은 어떤 이름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한 단

어가 이리 리 주어도 되고 목 어도 되고 한다는 에서 품사와 다르답니다.품

사는 이름표가 필요 없습니다.이름표도 하나의 품사잖아요.조사잖아요. 를 들

어,‘이웃집’이라는 명사에 ‘의’라는 형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가 붙으면 형어

가 되기도 하고 ‘을’이라는 목 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가 붙으면 목 어가 되는

것이에요.여기서 ‘의’,‘을’이런 이름표들은 품사에서는 조사라고 했었지요.그

지만 ‘의’가 붙었다고 해서 ‘이웃집’이 명사가 아니라 형사가 되나요?아니죠.

‘이웃집’자체는 명사이지만 ‘의’라는 이름표가 붙었기에 형어라는 문장 안에서

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 요.[㉰-US-문장 성분-9]

(19)에서도 구조 비유를 통해 품사와 문장 성분을 범주 으로 연결하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는데,(18)과 마찬가지로 ㉯를 제한 상태에서 둘 사이의 범주 차이를 비

유를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다.구체 으로,‘홍○○ :아들,오빠,남동생,선생님,친구,

동료 등’의 동일 인물의 다양한 사회 역할이라는 구체물에 사상하여 구조 비유를

표상하는데51),이를 통해 ‘품사가 단어 본래의 속성’임에 비해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

서의 다양한 역할’이라는 범주 차이를 계화하여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지 까지 문장 성분에 해서 배웠는데요.㉯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우면서 한 가지

헷갈렸던 게 있다면,‘과연 문장 성분과 품사는 어떤 이 다른가?’을 거 요.항상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고,어려워하더라고요.앞서 우리는 품사에 해서

뭐라고 배웠죠?네.품사는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이에요.그럼 문장 성분과는 정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비유를 들어 설

명하자면, 는 본래 ‘홍○○’라는 사람이에요.제가 ‘홍○○’라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변함이 없죠.그런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의 아들,여동생의 오빠, 나의 남동생으로

51)흥미롭게도,김은성(2009:306)에서는 동일 인물의 다양한 사회 역할이라는 비유를 ‘음소와 변이

음의 개념,변이음의 상보 ․배타 분포’를 표상하는 데 활용한다고 보고한다.즉,‘구 표’라는

인물이 ‘신화 그룹의 후계자’이기도,‘잔디의 남자친구’이기도,‘F4의 리더’이기도 한다는 에서

음소와 변이음의 계를 표상할 수 있으며,하나의 장면 혹은 환경 내에서는 특정 사회 역할

만이 부각됨을 통해 변이음의 분포를 표상한다는 것이다.특정의 구체물과 문법 개념은 기계

으로 교착되지 않아 상이한 문법 개념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속성을 선택 으로 가시화할 것인가

에 따라 유사한 상이나 상을 구체물로 상정할 수 있음을 읽어 낼 수 있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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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이 다르고, 밖에 나와서는 여러분의 선생님, 군가의 친구, 군가의 동

료이죠.이처럼 품사는 변하지 않는 단어 본래의 속성이에요.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

장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단어 본래의 속성은 안 변하죠.그냥 ‘홍○○’

이죠.근데 이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원래는 품사로는

그냥 명사인 것이,문장 생활을 하면서는 주어도 되고,목 어도 되고,부사어도 되

고 막 이러는 거 요.별로 안 어렵죠?[㉰-US-문장 성분-10]

마지막으로,(20)은 형어와 형 간의 개념 계를 구성하기 해 구조 비유를

표상한다.해당 학습자는 형어의 형성 방식인 ‘형사가 형어로’,‘명사에 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형어로’,‘용언의 활용형이 형어로’를 각각 ‘화장 공자가 분장

으로’,‘등장인물이 기술을 배워 분장 으로’,‘과학자가 잠시 역할을 바꾸어 분장

으로’라는 상황에 체계 으로 사상함으로써 형어 개념을 구성한다.그런데 ㉰ 이후

에서는 ‘과학자가 본래의 역할 이외에 분장 으로 참여하여’‘투 잡을 뛰는’상황을 특

정 으로 표상함으로써 용언의 활용형이 형어로 쓰이더라도 본래의 서술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는 단 로 기능한다는 을 부각시켜 형어와 형 간의 상 범주

계를 연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 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말하자면 화의 인물들을 꾸며 주는 분

장 입니다.그런데 분장 안에는 원래 직업이 뭐 는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

요.첫 번째는 원래부터 화장하는 것 공한 사람이 있어요. 형사가 그 로

형어가 되는 경우지요.‘새 옷’,‘헌 책’이런 것들입니다.다음으로는, 화에 나오

는 등장인물이었는데 사정이 무 해서 기술을 배워서 분장을 하는 사람도 있

어요.그러니까 명사가 형어로 쓰이는 상황입니다.이때 형격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시골 풍경’,‘시골의 풍경’,둘 다 되지요.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복합한 사람들인데 특수 분장 도 있습니다.㉰이 사람들은 투잡 뛰는 사람들

이에요.로 으로 변신하는 등장인물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분장 에 참여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됩니다.원래는 서술어인데 이게 형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달리는 사람,좋은 책’원래는 ‘사람이 달리다.’,‘책이 좋다.’근데 앞에 거는 형

어죠.뒤에 거는 서술어죠.‘달리는 사람,좋은 책’할 때에도 서술어의 성격이 남

아 있죠.이런 걸 성분으로는 형어라고 하고 뒤에 가면 형 이라고도 하는

데,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게요.[㉰-US-문장 성분-1]

요컨 ,학습자들은 하나의 단원 내에서 계화되는 문법 개념들을 구조 비유로

표상함은 물론 서로 다른 단원으로 범주화되는 문법 개념 사이의 계 역시 구조 비

유를 통해 표상한다.이때,상 범주 간의 변별 속성을 고려한 구조 구체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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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특정 범주 속에서 해당 개념이 갖는 핵 인 속성을 악함은 물론 그러

한 속성의 차이로 인한 문법 개념 간의 계까지도 구성의 상으로 삼는다.

학습자들이 구조 비유를 통해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표상하는 양상을 분석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양상에 주목할 때,구조 비유를 통해

문법 교육 내용을 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법 개념들을 연결하여 구조 비유로

표상할 것인가에 한 결정은 물론 이때 어떠한 변별 ․범주 속성들을 핵심 속성으

로 선택하여 사상할 것인가에 한 단을 내려야 하며,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떠

한 지 에 주목하여 구조 비유를 동원하는지를 주요한 참조 지 으로 삼아야 한다.

방식 목 주요 양상 분석 사례

변별

속성 사상

개념

계

구성

단원 내의 동 개념 간 계를

표상하기 해 구조 비유 동원

▪주성분:부속성분

≒주인공:분장

▪ 형어:부사어

≒고추냉이:간장 혹은 소

▪ 명사:조사:감탄사

≒ 주자:주루 코치:

▪ 등 :종속 ≒자가: 세

≒ 친구의손잡기:모자의손잡기

범주

속성 사상

단원 사이의 범주 간 계를 표

상하기 해 구조 비유 동원

▪조사에 의한 격 부여

≒이름표 붙이기

▪품사:문장성분

≒한 인물의 다양한 사회 역할

▪ 형어: 형

≒한 인물의 두 역할

[표 15]구조 비유 표상을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3.연결소 부여를 통한 개념 계의 구성

3 에서는 학습자들이 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을 계화하여 구성할 때 어떠한 지

에 주목하여 연결소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분석 결과,정의항 내에 연결 항

목을 배치하는 경우,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을 상정하는 경우,구성 거 으로서

의 핵심 개념을 반복하는 경우,유사 언어 상의 명명 차이에 주목하는 경우의 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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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학습자들의 연결소 부여 양상이 찰되었는데,각각의 범주마다 학습자들에게 참

조 자료로 제공하 던 7차 문법 교과서의 단원을 기 으로 ‘하나의 단원 내에 포함된

개념들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과 ‘서로 다른 단원에 분포된 개념들의 계를 구성하

는 양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3.1.정의항 내에 연결 항목 배치

김 수(1991:30)에 따르면,정의는 개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개념을 한정 짓는 한 가

지 방식이라는 에서 일반 으로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의가 활발하

게 사용된다.그런데 정의의 맞물림 상으로 인해 명제로 진술된 정의를 명확하게 이

해하기 해서는 유개념(類槪念)으로서의 상 개념이나 종차(種差)에 의해 변별되는

인 개념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특히,개념 간 종 ․횡 계의 도가

높은 문법은,하나의 문법 개념을 정의하는 가운데 다른 개념들이 정의항(定義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잦아 ‘정의 내리기’자체가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연결소 부여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정의 내리기’는 학문 문법과 교육 문법 모두에서

수많은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빈도 높게 발견되는 상 하나이다.학습자들이 산출

한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학습자들 역시 문법 교과서의 정의에 주목하거나 자신이 새

롭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문법 개념들 간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이 일부 확인되었는

데,문법 개념을 정의할 때 동원되는 련 지식을 인지 내러티 를 형성하는 요한

연결소로(제민경,2012:190)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1)단원 내의 개념 연결

정의항의 유개념은 일반 으로 피정의항을 포함하는 상 개념으로 상정되기에 어

떠한 상 개념을 정의항에 포함하는가에 따라 해당 개념의 계 계가 달리 형성

된다.(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문법 교과서에서는 조사를 정의 내리면서 의존

형태소를 유개념으로 상정함에 비해52)해당 학습자는 의도 으로 단어를 유개념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사-의존 형태소’가 아닌 ‘조사-단어’의 계 계를 구성한다.특히,

㉮를 통해 조사의 변별 종차에 주목하면서도 품사 단원에서 요구되는 상 개념은

52)문법 교과서에서는 조사를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 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

가하는 의존 형태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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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형태소가 아닌 단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1)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에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 요.㉮근데 조사는 다른 단어들하고는 조 다르죠.

‘이,가,을,를’이런 게 혼자 쓰이지는 못하잖아요.우리가 에 단어를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배

웠었는데요.조사를 단어에 포함시켜 정의하기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정의가 덧붙은 거 요.[㉰-US-품사-2]

유개념을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따라 문법 개념 간의 계 구성이 달리 활성화되는

양상은 문장 성분을 정의 내리는 지 에서도 발견된다.교과서에서는 문법 단 와 문

장 성분을 별도의 로 다루면서 문장 성분을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정의하는데,이에 해 (2)의 학습자는 ‘부분들’이라는 추상 인 유개념으로

인해 문법 단 와 문장 성분의 계를 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이러한 모호함

은 (3)에서 언어 자료를 분석 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지는데,문장 성분의

유개념으로 특정 문법 단 를 상정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2)문법 단 에 뒤이어서 문장 성분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법 단 와 문장 성분

이 어떤 상 계를 가지는지 궁 하다.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 기능을 하는 부분들

이,구 단 인 건지,어 단 인 건지, 단 인 건지 설명을 해 주지 않으니 알

수 없다.[㉯-US-문장 성분-18]

(3)‘그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이 경우 ‘그 소년이’까지 주어인지 ‘소년이’만 주

어이고,‘그’는 형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애매하다. 형사가 그 로 형어가 된

다고 하 으니 ‘그’는 형어일 것이다.그러나 151쪽에서는 ‘그 소년이’까지를 주

어로 설정하고 있다.해당 교과서조차 일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데 나더러 이해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US-문장 성분-17]

이는 문장 성분의 유개념을 문장 표층의 어 단 로 상정할지,문장 심층의 직 구

성 성분으로 상정할지에서 생되는 문제인데,학문 문법상으로도 의견이 분분해 고

근․구본 (2008:272)에서는 ‘어 과 성분’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두어 어 심 성분

론의 입장을 취함에 비해 남기심(1996:514)에서는 어 은 통사론의 층 에서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아 후자의 을 취한다53).주지하듯이,7차 문법 교과서에는 문장

53)결국,문장 성분을 구성 과정의 요소로 보아 서술어 심으로 기술하느냐,구성 결과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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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어 단 와 연하여 문장 성분을 계층 으로 인식하는 이 반 되었는

데54),문장 성분의 정의에는 이러한 이 직 으로 명시되지 않아 (2),(3)과 같은

인지 단 이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4),(5)의 학습자는 유개념으로서의

문법 단 를 서로 다르게 상정하는 양상을 보인다.(4)에서는 ‘어 ,구, ’을,(5)에서

는 ‘어 ’을 문장 성분의 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국어학 타당성을 기 으로 (4)

와 (5)의 정오를 가르기 이 에55),문장 성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 문법 단

와 문장 성분의 계가56)달리 구성되는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자!그 다면 이제는 문장에서 어 ,구, 의 하 단 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아까 살펴보았던 시를 다시 볼까요?‘롱이는 그것이 새

스마트폰임을 알았다.’는 ‘롱이는’,‘알았다’의 어 과 ‘그것이 새 스마트폰임+을’

의 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지요.두 개의 어 과 하나의 은,나름 로 독

특한 의미를 지니며 말하는 이의 생각과 감정을 온 하게 달하고 있습니다.‘

롱이는’이라는 어 은 문장의 주체를,‘그것이 새 스마트폰임을’이라는 의 쓰임은

문장의 상을,그리고 ‘알았다’의 어 은 앞말의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이와 같이,문장을 구성하는 ‘어 ,구, ’이 일정한 역할들을 하며

이를 ‘문장 성분’이라고 부릅니다.[㉰-US-문장 성분-2]

(5)어 을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 가장 작은 말의 단 로 볼 수 있어요.문

장을 구성하는 요한 성분이라고 하여 문장성분이라고도 부른답니다.어 이 맡

고 있는 역할에 따라 문장성분을 부르는 이름이 주어지는데,여기에는 주어,서술

어,목 어,보어, 형어,부사어,독립어가 있답니다.[㉰-US-문장 성분-9]

한편,종차(種差)에 어떠한 항목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개념 간의 연결 계를 달리

구성하기도 한다.(6)이 그러한 경우인데,교과서에서는 이 모음을 ‘가 일정한 자리

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발음되는 모음’으로 정의함으로써 종차의 변

보다 어 단 와 일치시키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54)“주어는 체언이나,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에 주격 조사 ‘이/가’,‘께서’가 붙어 나타나는데(문법

교과서,151쪽)”정도의 기술에서 이러한 이 암시 으로 용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면

의 숨어 있는 까지도 읽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55)문법 교과서는 성분격을 심으로 격 조사를 설정한다는 을 고려하면,이러한 양상은 품사 단

원에서 조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연결된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장 성분을

어 이상으로 단 화하면서도 ‘조사의 통사론 범주로서의 기능(정희창,2014:246)’은 기술하지

않아 문장 성분과 격 조사 사이의 계가 분명하지 않다.

56)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 ,구’의 문법 단 를 문장 성분이 아닌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다루어

형태소 개념 이해를 한 비교 도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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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통해 단모음과의 연결을 요구함에 비해,(6)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약간

두 개짜리 모음’이라는 새로운 정의항을 통해 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의 연결을 도모

한다.교과서에서는 이 모음의 속성 하나로 기술된 내용을 종차에 반 하는 이러

한 방식에 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정의를 통해 이

모음이라는 개념을 구성해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추정과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는

이 모음,단모음,반모음 사이의 계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리라는 단이 그것이

다.김은성 외(2007)에 따르면 음운 단원에서 반모음은 특히 학습자들이 구성을 어려워

하는 개념 하나인데,반모음 자체는 한 자모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는 종종 독립 음소로 인식되기(이선웅,2014:190)어렵기 때문이다57).그런데 반모음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학습자들이 단모음과 이 모음의 계를 온 하

게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에서,(6)에서는 이 모음을 정의하는 차

원에서부터 단모음과 반모음을 종차에 포함하는 것이다.

(6)아까 단모음은 진짜 하나짜리 모음이고,이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약

간 두 개짜리 모음이라고 볼 수 있어.여기서 반모음이라는 말은 모음은 모음인데

반만 모음이라는 말이야.책에 나온 를 보면 ‘ㅑ’를 발음할 때 ‘ㅣ’에서 시작해서

‘ㅏ’로 끝난다고 있잖아.이때 ‘ㅣ’는 사실 ‘이빨’할 때 그 ‘ㅣ’하고는 좀 다르게 약

하지.완 한 ‘ㅣ’가 아니잖아.완 한 ‘ㅣ’는 혼자서도 발음하지만 반모음 ‘ㅣ’는 혼

자서 발음은 안 돼.즉,음 을 못 이루는 거지.그래서 반만 모음,반짜리 모음,반

모음.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이 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것은 아니지.

사실,모음 하나하고 모음 반 개가 이 이라는 말이지.[㉰-UK-음운 체계-4]

한,상 개념의 정의항에 포함된 종차에 의도 으로 주목함으로써 이후 분류될

하 개념들 간의 계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양상도 발견된다.교과서에서는 형태소를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로 정의한 이후에 ‘자립/의존 → 실질/형식’

의 순으로 하 분류를 함에 비해,(7)은 종차로 쓰인 ‘일정한 의미’에 주목하여 ‘실질/형

식’의 분류를 우선 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즉,형태소와 그 하 개념으로서의

실질/형식 형태소 사이의 계 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형태소의 종차인 ‘의미’가 연

결 항목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57) 한,이 문제는 반모음화 상을 교체로 볼 것인지,축약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 된다.

반모음에 음소 지 를 경우 ‘ㅗ +ㅏ → ㅘ’의 과정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축약으로 볼 경우,다른 축약과는 달리 음운 층 가 아닌 음 층 의

축약이라는 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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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입니다.이때,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를 들어 ‘하늘’,‘블록’,‘홀로’,‘것’같이 구체

인 상을 지칭하거나 ‘달리-’나 ‘쁘-’처럼 구체 인 상태를 의미하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형태소의 ‘의미’가 실질 이라 보는 것이죠.반 로,‘의

미’가 형식 일 경우도 있는데,‘은,는,이,가’같은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가 여

기에 해당합니다.이런 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US-단어 형성-3]

(2)단원 간의 개념 연결

정의항 내에 어떠한 개념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문법 개념 간의 계를 달리 구성하

는 양상은 서로 다른 단원에 산재되어 있지만 보다 정교한 이해를 해서는 개념 간의

연결이 요구되는 문법 개념들의 구성 과정에서도 확인된다.앞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유개념과 종차를 기 으로 삼아 살펴보면,먼 어떠한 상 개념을 유개념으로 상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앞서 살핀 (1)에서는 품사 단원 내에서 조사와 단어를 계 으

로 연결하기 해 교과서에서 조사의 유개념으로 상정한 의존 형태소를 의도 으로 단

어로 체함에 비해,다음의 (8)에서는 오히려 교과서의 유개념을 그 로 유지하여 품

사론과 형태론의 상이한 범주를 연결하는 양상을 보인다58).자칫,형태소 층 와 단어

층 의 기술이 착종되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정의항을 두고,‘의존 형태소로서의 조

사’라는 형태소로서의 자질과 ‘조사의 단어 포함 여부’라는 품사 자질을 연결시켜 구

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조사의 단어 지 부여 여부는 그간 단어의 범주에

한 쟁 사안 하나 는데,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에 포함하는 충 체계를

취함을 고려하여,(8)에서는 의존 형태소를 조사의 유개념으로 상정함으로써 이 지

을 구성하기 한 연결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8)거기 보면,조사가 뭐래?의존 형태소래.앞에서 자립 형태소,의존 형태소 배웠지.

이게 이상한 거거든.조사는 품사의 하나이고 품사는 단어를 분류한 건데,그럼

단어가 의존 형태소라는 이상한 말이 되거든.딱,조사만 그런 거야.다른 단어들

은 자립 이야.조사는 일단 단어로는 취 해 주는데,형태소로는 의존 형태소인

거야.다른 단어들은 하나씩 있을 때 다 자립 형태소야.[㉰-UK-품사-3]

58)단어라는 문법 단 만을 기 으로 볼 때에는 단어 형성법 내의 형태소 분류와 품사를 하나의 단

원으로 볼 수 있으나,품사론은 형태론,통사론,어휘론에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묶어 주는 통

인 학문 역일 뿐,언어 단 를 기 으로 학문의 하 분야를 나 재의 체계에서 보면 그

독자성이 다는(이선웅,2012:126) 에서 이를 단원 간의 계로 분류하 다.특히,학습자의

입장에서,단어 형성법 련 문법 지식과 품사 련 문법 지식은 상당히 이질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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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종차에 주목하여 단원 간의 문법 개념을 연결하는 양상은 음운론과 형태

론의 범주 사이에서 발견된다.교과서에서는 음운 변동을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

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상’으로 정의하여 종차에 형태소 개념

을 포함한다59).음운 단원에 쓰인 문법 용어를 계량한 결과를 보고하는 김호정 외

(2007:178)에서 ‘형태소와 단어는 음운 역에 직 으로 련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

이지만 빈도가 높아 주목해야 하는 용어들’임을 지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와 련

하여,(9)는 음운 변동의 개념을 구성하는 가운데 형태소에 한 정보가 오히려 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단하여 정의를 단순화함에 비해,(10)에서는 비교 상세하게 형

태소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음운 변동과 형태소 사이의 계를 구조화한다.

(9)이거 읽어 보자.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

는 상.이런 걸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근데 5 으로 가면 어떤 형태소

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상을 음운의 변

동이라고 한다.나옵니다.그 다고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좀 헷갈리죠.

선생님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조건에 따라 변한다’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습니다.[㉰-UK-음운 변동-1]

(10)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음운의 변동 단원.우리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

소가 형태소랑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음운이 달라지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

라고 해.근데 내가 지 형태소라는 말을 했잖아.형태소라는 말이 뭔지 알고

있어?형태소는 가장 작은 말의 단 라고 할 수 있는데,일정한 뜻을 가져야 해.

그래서 이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 볼 수가 있어.그래서 실

질 형태소는 진짜 의미를 가진 말,실질 인 형태소라고 할 수 있고,형식 형태

소는 그 반 개념으로 형식 인 의미를 가진 거.이 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문장을 하나 비했어.보면,‘아이가 책을 읽었다.’아까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형태소로 분석을 해 보면 이 게 되겠지.‘아이/가/

책/을/읽/었/다’여기서 실질 형태소를 찾아볼까?‘아이,책’,근데 ‘읽-’도 실질이

야.나머지는 형식 형태소.[㉰-UK-음운 변동-3]

한,형태 음운 규칙(morphophonologicalrule)의 측면에서 개별 음운 변동 상들

을 설명하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론 정보가 동원되어야 하는데,학습자들의 음운

변동에 한 구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 이 포착된다.(11)에서는 형태소의 실질 /형

59)한편,교과서에서 음운 변동의 하 유형으로 제시한 ‘옷,히읗’등의 음 의 끝소리 규칙,‘아비,

어미,고기’등의 모음 동화,‘깡충깡충,오순도순’등의 모음조화,‘한 일,먹은 엿’등의 사잇소리

상은 형태소 결합 환경이 아니라는 에서,음운 변동에 한 이러한 정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에 해 명확한 기술을 하지 않으면서도,‘종로,백로’등의 한

자어들에 해서도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음운 변동으로 설명한다는 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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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미에 따라 연음 상이 달리 발생함을60),(12)에서는 구개음화의 형태론 조

건이 형식 형태소와의 결합임을 개념 으로 이해하면서 종차에 포함된 형태소 련 개

념에 주목하여 음운론의 문법 개념과 형태론의 문법 개념을 연결시켜 구조화한다.

(11)66쪽 .뒤에 어떤 종류의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받침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음 의 끝소리 규칙이 용되어 넘어가기도 하지.뭔 말인 알겠어?거기

보면 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있지.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나 에 자세히 배울

거기는 한데,‘’하면 혼자도 쓰이는 말이지.근데 ‘으로’같은 조사는 그게 안

돼.‘’같은 말이 실질 형태소이고,‘으로’같은 게 형식 형태소야.그러면 이해가

되지.실질 형태소가 있는 ‘꽃 ’는 음 의 끝소리 되어서 [꼬뒤]가 되고,‘낫으로’

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나스로]이 게 발음되는 거지.[㉰-UK-음운 변동-6]

(12)구개음화 설명합니다.책에 정의가 있는데,여기에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우선 간략하게 알아보면 형태소를 나 것들 에서

딱 어떤 의미가 없는 형태소들,그러니까 조사,어미, 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식

형태소들입니다.‘같이’는 ‘같다’에서 왔으니까 ‘같-’하고 ‘-이’로 형태소 나 고,‘-이’

가 형식 형태소죠.딱 구개음화 정의에 맞습니다.‘ㅌ’으로 끝나고 ‘ㅣ’로 시작하는 형

식 형태소.그러니까 [가치]이 게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UK-음운 변동-1]

역으로,형태소의 정의 과정에서 종차를 어떠한 방향에서 조건화하느냐에 따라 음운

론의 개념이 개입되는 양상도 확인된다.특히 형태소는 문법 용어의 자의(字義)와 ‘최

소의 유의미 단 ’라는 정의항이 일련의 논리로 꿰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이 개념 이

해의 어려움을 겪는 표 인 문법 개념이다.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물

과의 련 속에서,즉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원

인이 무엇인지를 토 로 그것을 아는 것임에도(Dewey,1933:137)불구하고,(13)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형태(形態)’,‘소(素)’의 자의 풀이가 불가능하여 ‘그 용어와 그

정의를 외우게’된다는 것이다.이에 반해,(14)에서는 형태음소의 개념을 종차에 두어

형태소 개념을 구성하는데,‘음상을 달리하는 교체로서의 이형태,상보 ․배타 분

포’등의 개념까지는 들여오지 않으면서도 형태‘소’와 음‘소’을 일정한 논리로 연결하고

음운의 변동이 형태소의 개념 정립에 어떻게 연 되는지를 계화한다.

(13)그동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생각해 보면 형태소는 무조건 ‘일정한 뜻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라고 암기하게 된다.다른 용어들은 를 들어,이

60)자립성을 기 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한다는 에서 정합 인 형태소 개념 이해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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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신하니까 명사,동작을 나타내니까 동사,말의 기 어간 이 게 풀이가

되는데,형태소는 이런 게 없다.형태소의 정의에서 어떻게 ‘형태소’라는 이름이

생겨났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그 용어와 그 정의를 외우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US-단어 형성-24]

(14)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라고 했죠.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면,내용

이 사라져 버려요.사람을 ‘사’떼고,‘람’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그냥 ‘사람’이

게가 형태소입니다.근데 이걸 왜 형태소라고 부를까 궁 하게 되죠.무슨 뜻이 있

는 것 같기는 한데,이거는 일단 그냥 참고만 하세요.우선 음성이랑 음소랑 구분했

던 거 기억나요?음소에도 ‘소’가 있고 형태소에도 ‘소’가 있네요.‘소’는 표가 된다

는 말입니다.음들의 표가 음소이고 형태들의 표가 형태소죠.형태들의 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우리가 앞에서 음운 변동 배운 거 떠올려 보면,‘집도’,‘집만’,‘집

이’을 각각 발음하면 [집 ],[짐만],[지비]이 게 되죠.그러니까 어떤 때는 ‘집’이었

다고,‘짐’도 되고 ‘지’도 돼요.이런 걸 형태라고 합니다.근데 이 에서 표를 하나

정하는 거죠.역시 ‘집’을 표로 해 놔야 나머지 형태들도 쉽게 연 이 되겠죠.그래

서 형태들 에 하나 잡은 것을 형태소라고 합니다.[㉰-UK-단어 형성-2]

학습자들이 정의항 내의 유개념과 종차에 연결소로 기능하는 문법 개념을 배치함으

로써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해 가는 양상을 분석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이러한 양상에 주목할 때,문법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는 학문 문법상의 흠결

없는 기술만을 잣 로 문법 개념의 정의 방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유개념과 종차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에 따라 문법 개념들 사이의 계에 한 학습자들의 구성이 달리

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결소
부여 지

구성 범 주요 양상 분석 사례

정의항 내의

유개념과

종차

단원 내

상 개념을 유개념으로 상

정하여 계 계 구성

▪품사 단원에서 조사의 유개념

으로 단어를 상정

▪문장성분의유개념에 ,어 포함

유 개념을 종차에 포함하

여 연결 계 구성

▪이 모음의 종차에 반모음 포함

▪형태소의 종차에 실질/형식

의미 포함

단원 간

단원 밖의 개념을 유개념으로

상정하여 범주 간 계 구성

▪품사 단원에서 조사의 유개념

으로 의존 형태소를 상정

단원 밖의 개념을 종차의 일부

로포함하여범주간 계구성

▪음운 변동의 종차에형태소 포함

▪형태소의 종차에 음운 포함

[표 16]정의를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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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 상정

일반 으로,지식의 구조는 가장 포 인 개념이 최상단에 자리하고 개념 속성의

공유 혹은 변별에 따라 수많은 하 개념들이 차 계열 으로 분화되는 형태로 형성

된다.따라서 일정한 구조를 갖춘 지식을 체계 으로 이해하는 데 계에 의한 상하

계와 이에 따른 개념들의 분류는 요한 역할을 한다(류근식․권경일,2014:64).이

게 볼 때,체계와 구조를 갖춘 형식 연결망으로서의 언어를 찰하고 분석하는 가운

데 모종의 지식 구조를 구성해 가는 경험을 시하는 문법교육 내에서 일련의 문법 개

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주는 상 개념은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학습자들이 인

식 으로 구성하는 데 핵 인 역할을 담당한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법 지식의 구성 결과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을 계 지어 비교하는 가운데,비교의 기 을 해당 개념들을 포 하는 상 개

념에 두는 양상이 상당수 확인되는데, 상 간의 차이를 견 으로써 상의 기능과 본

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비교는 지식의 체계화를 진하는 요인으로 기능하며,이때

비교 상 사이의 공유 속성과 변별 속성에 한 단을 교차 으로 투입하는 가운데

상 개념이 비교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개념을 비교 기 으로서의 상 개념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는 외부

에서 제공되는 결과물에 의존해서만 내려지지 않고,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들이 지식

을 체화하고 유하여 의미 체계를 부여하는(윤여탁 외,2011:216)과정에서 주체

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물론,상 개념에 한 학습자의 자발 결정을 통해 마련된

지식의 구조는 문가의 그것에 비해 단편 이고 헐거울 수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구성된 ‘구조’그 자체는 향후의 지속 인 탐구 과정에 요한 향을 끼친다.구조라

는 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체계를 형성해 가는 방법과 행 를 말하는 것이지 그 게

얻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김종우,2007:78)때문이다. 요한 것은 완결된

형태의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긴장을 이끌어 가는 힘이며,여

기에서는 상 개념에 조회하여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을 비교하는 인식 행 가 그러

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연결소로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단원 내의 개념 연결

통상 으로 문법 교과서의 단원은 언어 단 를 기 으로 편제된다.따라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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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내에서 계층 으로 조직된 문법 개념들을 연결 짓는 가장 표 인 방식은 해당

단원의 최상 개념,곧 특정의 언어 단 그 자체를 비교의 기 으로 삼아 이에 지속

으로 조회하여 개념 사이의 계 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16)에서도 이러한 양상

을 확인할 수 있는데,해당 학습자는 음운 단원의 최상 개념인 음운 개념을 조회 지

으로 삼아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에 포함된 문법 개념들 간의 계를 구성한다.이

학습자는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이 에 (15)에서와 같이 자음 체계의 기술 에

삽입된 이른바 무성음의 유성음화 상에 이질감을 느끼며,‘변동’에만 주목하여 정합

인 개념 구성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16)에서는 이러한 단 을 해소하는 과정

에서 ‘음성과 음운의 개념 차이’라는 최상 개념을 조회 지 으로 삼아,유성음화는

음소가 변이음으로 실 되는 이음(異音)변동이어서 음운 변동과는 구분되며,한 음소

내의 말소리 바뀜 상이기 때문에 그 바뀜의 향력이나 결과도 음소 내부에 국한됨

을(이문규,2004:114)정교화한다.요컨 ,음운이라는 최상 개념에 조회함으로써 ‘음

소-음운,이음 변동-음운 변동’의 변별 계는 물론 ‘음운-음운 변동’사이의 계

계도 구조화하는 것이다.

(15)60쪽에서는 ‘ㅂ,ㄷ,ㅈ,ㄱ’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처음에 이 설명을 보고 한참 이해가 안 되었다.뒤에 음운 변동

에서 이러한 상이 나올까 생각해서 뒤에도 찾아보았지만 이런 상을 설명하

지는 않았다.여기는 지 체계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왜 음운의 변동과 련된

상을 제시해 놓는지 이해도 안 고,실제 음운 변동 부분에서는 왜 이런 상

에 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다.[㉯-UK-음운 체계-9]

(16)거기 보면,‘ㅂ,ㄷ,ㅈ,ㄱ’는 원래 안울림소리인데,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서는 울림소리라고 되어 있지.이게 뭐냐면, 를 들어 ‘감기’쓸 때는 같이 ‘ㄱ’

이라고 쓰지만 사실 앞의 ‘ㄱ’하고 뒤의 ‘ㄱ’은 서로 다른 소리야.목에 손을 고

발음해 보면 뒤의 ‘ㄱ’만 떨림이 있지.원래 안 울리는 소리인데,떨리는 소리로

바 거지.그런데 바 긴 바 었어도 이건 그냥 음성이 바 거지.우리가 음운

을 뭐라고 했어?많은 음성들의 표라고 했잖아.즉,‘ㄱ’이라는 음운은 그냥 유

지되고 음성만 바 거야.이런 건 음운 변동은 아니야.[㉰-UK-음운 체계-4]

한편,교과서에서 음운 변동 상을 유형화한 결과인 ‘교체,동화,축약,탈락,첨가’를

상 개념으로 삼아 같은 유형에 속한 개별 음운 변동 상들 간의 계를 연결 짓는

양상도 확인된다.먼 ,교과서에서는 동화의 하 상으로 자음동화,모음동화,구개

음화,모음조화 상을 제시하는데, 자의 둘은 그 명명에서부터 동화라는 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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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게 조회됨에 비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후자의 둘도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일은

인지 부담이 따른다.(17)과 (18)은 이에 한 계 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

소리인데,요컨 구개음화,모음조화 자체에 한 개념 구성은 가능하지만 이들

상이 다른 동 상들과 같이 동화라는 상 개념 아래 포섭되는 지 을 구성하지 못

하는 것이다61).이에 반해,(19)의 학습자는 세 한 수 은 아니더라도62)동화주와 피

동화주를 상정하여 구개음화를 개념 으로 구성함으로써 ‘동화-구개음화’의 종 계

와 ‘구개음화-자음동화,모음동화’사이의 횡 계를 구조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17)구개음화를 설명하는 68쪽에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는 것

이기 때문에 동화 상에 속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까지 구개음화는 그냥 ‘ㄷ,ㅌ’이 ‘ㅈ,ㅊ’으로 바 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음이 모음을 닮기 때문에 동화 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자음이 변동

되었으니 그냥 자음 동화의 하나로 볼 수는 없는가.[㉯-UK-음운 변동-9]

(18)아무리 도 모음조화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르겠다.동화는 무엇인가가

다른 것에 닮는 상인데,모음조화는 뭐가 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게 어

울려 쓰이는 것일 뿐이다. 를 들어,‘먹어’‘먹-’에 ‘-아’가 아니라 ‘-어’가 붙은

것은 처음부터 그냥 ‘-어’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인 것이다.여기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모음조화를 변동으로 설명하려면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울 것

같다.[㉯-UK-음운 변동-32]

(19)구개음화는 왜 동화에 나와 있을까?거기 보면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

된다고 나오지?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잘 .자음끼리 닮는 거,모음끼리 닮는

거는 어렵지 않지.근데 구개음화는 자음 ‘ㄷ,ㅌ’이 모음 ‘ㅣ’의 향을 받아서 발

음하기 쉽게 ‘ㅈ,ㅊ’으로 바 는 거야.‘ㄷ’하고 ‘ㅣ’하고 발음하는 것보다 ‘ㅈ’하고

‘ㅣ’하고 같이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구개음화도 동화야.자음이 모음을 닮

은 동화.[㉰-UK-음운 변동-3]

(20)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찰되는데,‘첨가’라는 상 개념에 조회하여 사잇소리

상이라는 개념을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실제 학습자들이 음운의 변동 단원에

61)이진호(2012)역시 모음조화를 동화로 처리하면서도 동화주와 피동화주에 한 설명이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 한,배 환(2010)은 근본 으로 모음조화를 음운 변동의 하

나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알타이어의 계통 속성 하나로 강조되기 시

작했으나 국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표 발음법에서도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다는 을 근거로 제시한다.

62)보다 정 하게는 치조음인 /ㄷ/,/ㅌ/이 후행 모음 /ㅣ/의 조음 치에 이끌려 경구개음 /ㅈ/,/ㅊ

/으로 변동되는 상,즉 동화주 /ㅣ/에 의해 피동화주 /ㄷ/,/ㅌ/이 변동을 겪는 상 정도로 기

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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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떠한 앎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김은성 외(2007)에 따르면,개별 변동 규칙

에 한 앎보다 이들 변동 규칙을 아우르는 상 범주에 한 앎이 낮은 수 으로

악되어 음운 변동과 련하여 체 으로 학습자들은 개념 지식보다 구조 지식이

더 부족하다고 보고한다.따라서 (20)의 학습자들이 사잇소리 상 그 자체보다는 ‘첨

가’라는 상 개념을 연결소로 들여오는 인식은 요한 의의를 지닌다.물론,가시 으

로 드러나는 형태로 인해 교체와 첨가 사이의 혼동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한 혼동의 이

유를 정합 으로 악하고 난 이후에는63)이를 기 으로 삼아 문법 개념 사이의 계

를 구조 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감식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C:사잇소리 상 설명할게.말 그 로 사이에서 소리가 더 나는 거니까 교체,탈

락,첨가 나 것 에서 첨가야.첨가.없던 게 생긴 거니까

B:없던 게 생겨?

C:보면 알아.거기 책에.‘’하고 ‘불’하고 더하면 ‘불’아니라 ‘촛불’이잖아.

D:그럼,ㅅ이 더 생긴 거야?

C:그런가?그치.더 생긴 거지.‘ㅅ’이.

F:근데 ‘등불’도 나오는데,이건 뭐야?ㅅ 없는데.

C:그거는 에 받침이 있잖아.그리고 ‘불’이 ‘뿔’이잖아.

F:그럼 ‘ㅂ’이 하나 더 생긴 거?

C:‘ㅂ’인가?선생님 맞아요?

연구자:‘ㅂ’더하기 ‘ㅂ’이 ‘ㅃ’이야?지난번에 ‘ㅃ’은 따로 하나의 자음.된소리.

이런 거 했잖아?

C:그러네.그럼 더 생긴 거 아니네.

B:‘ㅂ’이 ‘ㅃ’으로 변한 거네.교체네,교체.

C:아냐.첨가라고 나왔어.교과서에서도 마지막에 나오잖아.[㉱-HE-음운 변동]

63)배주채(2011:134)에서는 ‘촛불,등불’등을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로 명명하여 ‘교체’의 하나로

다루는 반면,이문규(2004:253-261)에서는 /ㅅ/첨가로 분류하는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결국 변동의 원인과 결과 어디에 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인데,이와 련하여 학교 문법

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문규(2004:256)의 다음 진술을 참조할 수 있다.다만,문법 교과서에서 ‘잇

몸[인몸],콧날[콘날]’을 ‘촛불’류가 아닌 ‘솜이불’류와 함께 다룬 은 문제가 있다.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해당 사례들은 /ㄴ/이 아닌 /ㅅ/의 첨가이기 때문이다.

통 으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이 상을 사잇소리 상으로,이 상을 표기에 반 하기

해 어 주는 ‘ㅅ’을 사이시옷으로 불러 왔다.이 상이,합성이라고 하는 형태론 과정과 된

소리되기나 비음동화와 같은 음운론 과정이 복합된 언어 상인 데다 표기법상의 문제까지 결

부되어 있다는 때문에 이름이 붙은 듯하다.그러나 음운론의 처지에서 볼 때 이 상의 핵심

은 합성의 과정에서 원래는 없던 자음이 하나 첨가되는 데 있다.이론 으로 보면 된소리되기나

비음 동화는 이 자음 첨가 때문에 일어나는 별개의 음운 변동일 뿐이다.따라서 음운론에서는

이 상을 음운 첨가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이 옳을 터인데,여기에서는 첨가되는 자음을 /ㅅ/으

로 보므로,/ㅅ/첨가라고 부른다(이문규,2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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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단원에서는 ‘형태,기능,의미’의 분류 기 자체를 상 개념으로 삼아 이에 조

회하여 각각의 품사 개념들 간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이 발견된다.즉,분류 기 자

체를 인식의 틀로 삼아 개별 품사들을 계화하여 구성한다는 것이다.인간이 언어 기

호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선험 으로 주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체계 안에서

상 으로 규정되는 가치라는 에서(김종우,2007:22),개념들의 이면에 놓인 계를

구조화해 가는 과정에서 상 변별을 유인하는 분류 기 자체도 상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이와 련하여,(21)에서는 교과서에 품사 분류 기 에 한 기

술이 소략하여64)이후의 품사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데 단 이 발생함을 호소한

다.이에 반해,(22)와 (23)은 ‘형태,기능,의미’라는 상 개념에 지속 으로 조회하여

개별 품사들의 계를 구조화하는데,(22)는 보다 상 의 층 에서 ‘기능에 의한 분류’

와 ‘의미에 의한 분류’를 계 으로 연결하고65),(23)은 분류 기 의 층 에서 ‘계언

-조사’의 개념 계에 한 긴 성을 확보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1)교과서에서는 품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품사 기 에 해서 설명한다.그런데 품사

는 기능․형태․의미에 따라 나 다고 하고 곧바로 ‘명사, 명사,수사,조사,동사,

형용사, 형사,부사,감탄사’의 아홉 개의 품사를 제시한다.그런데 이런 설명만

보고는 기능,형태,의미라는 분류 기 이 실제로 품사를 나 는 데 어떻게 작용되

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물론,품사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기능,형태,의미에 한 설명이 부분 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단순히 분

류 기 이 기능,형태,의미이고,그래서 나온 품사가 이 게 9개이다 식으로는 아,

그 구나 정도이지 제 로 체계가 이해가 안 된다.[㉯-US-분류 체언-1]

(22)체언에는 명사, 명사,수사,용언에는 동사,형용사,수식언에는 형사와 부사,

그리고 조사를 계언이라고 하고,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하고.5개의 ‘언’에 9

개의 ‘사’,이 게 암기해 두면 좋겠지요. 계언하고 독립언에는 하나씩밖에 들

64)이 규(2002),남기심․고 근(2005),고 근․구본 (2008)등의 학교 문법 개론서에서 품사 분

류 기 을 기술하기 해 하나의 장을 별도로 할애하는 과 비된다.

65)품사 분류의 과정에서 형태,기능,의미의 분류 기 을 순차 으로 용하는 문제에 한 비 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형사,부사,조사는 의미가 아닌 기능에 따른 분류라는 뿐 아니

라,보다 본질 으로 실상 품사 분류를 먼 해 놓고 공통 인 품사들을 삼삼오오 체언,용언,수

식언으로 묶 으면서도 분류- 분류-소분류로 보여 주려는 논리 습 때문에 묶을 품사가

없어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분류 범주인 계언,독립언을 만들었다는 도(이선웅,2012:175)

비 의 상이 되어 왔다.이와 련하여,구본 (2010:190)에서는 통 인 품사 분류가 국어학

에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국어교육이나 사 기술 등의 실용 인 목 에서는 유용성

을 지님을 역설한다.특히,문법교육의 장면에서는 ‘모습 그 로 얼마나 잘 꺼내 놓을 것인가’가

아닌 ‘목표에 따라 잘 인식하도록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요하다는 에서(제민경,2012:205)

품사 분류 기 의 가치를 학문 문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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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아서66)다른 것보다 좀 더 쉽죠.그래도 5개의 ‘언’안에 9개의 품사가

들어 있다.이 게 정리하면 훨씬 체계 으로 이해하기 좋아요.[㉰-UK-품사-3]

(23)체언,용언,수식언에 해 배웠는데,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한 문장 안에서 하나

로 엮어 주는 것은 계언이에요. 계언에는 조사밖에 없어요.같은 단어들이지

만 기능을 기 으로 분류했을 때는 계언으로 분류하고,의미를 기 으로 분류

했을 때는 조사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US-품사-2]

특히,학습자들은 상 차이보다 공통된 속성이 두드러져 변별 구성의 어려움이

상되는 문법 개념들의 계를 구성할 때,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을 동원하는

양상을 보인다.수식언과 용언이라는 서로 다른 상 개념 아래 포섭되면서도 형사

와 형용사는 학습자들이 구분을 어려워하는 품사 개념 하나이다.형용사 역시 활용

을 통해 체언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24)는 이 지 에 주목하여 둘 사이를 변별

으로 계화하되,형용사의 상 개념으로서만 지 를 갖는 용언과 그 속성에 조회

하여 둘 사이의 상 차이를 부각한다. 한,(25)에서는 통상 품사 통용 상으로 다

루어지는 수사와 수 형사의 변별 계 구성 과정에서 각각의 상 개념인 체언과

형사를 조회 지 으로 삼아 ‘조사 결합 가능 여부’,‘체언 수식’이라는 속성을 도출함

으로써 둘 사이의 계를 구조화한다.

(24)형용사랑 다른 은 형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오로지 체언의 앞에서 체언만

꾸며 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 요. 를 들어서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어 보자’이라는

문장에서 체언인 ‘신’을 꾸며 주는 ‘새’가 바로 형사 요.이런 형사에는 ‘이,그,

,헌,어느,여러,웬,옛’등이 있어요.물론 형용사로도 체언을 꾸며 수 있어요.

‘쁜 신’같은 경우가 그 죠.그런데 형용사는 아까 용언에 속한다고 했었죠.용언

의 가장 요한 특징,가변어라고 했었죠.즉,문장 속에서 마음 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쁜’은 형용사 ‘쁘다’가 활용한 것으로 꼭 ‘쁜 신’이 아니라도

‘신이 쁘다’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형사와는 차이 이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는 ‘쁘게 신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도 꾸며

수 있어요. 형사는 형태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로지 체언만을 꾸민

다는 에서 형용사랑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US-품사-2]

66)이 에 해,이선웅(2012:173)은 계언,독립언은 어떠어떠한 품사를 묶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각각 조사,감탄사의 특성을 설명하기 한 용어라는 에서 분류의 상 개념으로는 합하지

않다고 지 한다.하 항목이 하나밖에 없는 상 항목을 분류하는 일은 형식논리학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역시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

지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분류 기 에 따른 범주의 층 계의 구성을 돕는 인식 도

구로 쓰일 수 있다는 에서 문법교육의 시각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136-

(25)이거 .이거 많이 틀려.아까 숫자 같은 거 뭐 지?수사,수사 지.순서나 수량,

이런 거.근데,‘다섯 명이 간다.’랑 ‘다섯이 간다.’둘 다 다섯,숫자네.그럼,둘 다 수

사?아니야.‘한 명이 간다.’랑 ‘하나가 간다.’그럼 이것도 둘 다 수사이게?아까,수

사는 체언이었잖아.그러면 조사가 붙을 수 있고,뭔가 좀 명사스러운 거여야지.‘다

섯이 간다,하나가 간다.’이건 수사네.조사가 붙잖아.그럼,‘다섯 명,한 명’은?‘명’

이 뭐야?의존 명사.이것도 명사는 명사지.명사를 꾸며 다,‘새 책’이거 ‘새’ 형

사 지. 같아.‘다섯 명,한 명’은 형사야.명을 꾸며 주잖아.[㉰-UK-품사-6]

반 로,학습자들이 보고하는 인지 단 지 을 분석함으로써도 문법 개념 간

계 구성 과정에서 상 개념이 지니는 역할을 조명할 수 있다.먼 ,학습자들은 자신

의 입장에서 상 개념이 추상 이거나 모호하다고 단되면 이를 문법 개념 간의 연

결소로 삼기 어려워한다.음운의 분류 기 이 표 인 경우인데,개별 음운 범주들을

연결하는 과정은 비가시 인 조음 기 의 움직임을 추상 인 언어로 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26)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다.자신이 구성한 결과물

을 보고하는 (27)에서 역시 ‘의 앞뒤’와 ‘의 높이’라는 분류 기 의 추상성으로 인

해 후자의 속성인 ‘입이 벌어지면’을 통해 자를 상세화하는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음운 체계는 소리 날 때 장애의 유무,소리의 세기나 울림 정도와

같은 조음 치에 방법, 의 높이나 치,입술의 모양 등 특정한 기 에 입각하여 음

운이 변별되고 체계화되는 지식인 계로,개별 용어에 한 개념 지식은 그 자체로

해당 체계에 한 구조 지식에 터해 있으며,구조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개념

에 한 온 한 이해가 가능하다(김은성 외,2007:19).

(26)입천장의 간 을 기 으로 의 최고 의 후 치에 따라 설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 다고 하는데,이게 뭔 말인지 도 히 이해가 안 된다.그냥 그런

거라고 한두 로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하게 무엇이 기 이라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해가 어렵다.나도 이런데,애들한테 설명하려면 더 힘들 것 같다.[㉯

-UK-음운 체계-14]

(27)먼 설 모음하고 후설 모음하고 구분이야.‘ㅣ’하고 ‘ㅏ’하고 발음해 보면 ‘ㅏ’

발음할 때 ‘ㅏ’가 입이 더 벌어지지.입이 벌어지면 가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

이 들지?그래서 ‘ㅏ’는 후설 모음이야.‘ㅣ’는? 가 약간 당겨지지?그래서 이건

설 모음.[㉰-UK-음운 체계-2]

상 개념으로서의 분류 기 을 모호하게 상정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

들을 계화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를 들어,교과서에서는 (28)과 같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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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을 기 으로 ㉮와 ㉯를 구분하는데,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 이 지나치게

작 이고 모호하여 분류된 사례들을 연결하기 한 상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

지 못한다.(29)의 목소리에서 이 지 을 확인할 수 있으며,(30)의 학습자는 ‘복잡성’이

라는 기 이 오히려 통상 인 합성어 분류의 기 인 ‘통사 여부’와 충돌하여 합성어

에 한 체계 이해를 방해한다고 보고한다.

(28)㉮어근과 어근이 직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고추잠자리,밤낮,새해,빛나다,

보슬비,알뜰살뜰,돌보다,높푸르다)/㉯복잡한 합성어(나뭇잎, 도밤나무67),

갈림길,큰아버지,날아가다)

(29)‘돌보다,높푸르다’는 일반 인 합성어이고 ‘날아가다’는 복잡한 합성어의 로 제

시되어 있다.그 이유로는 용언의 활용형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날아가다’는 단박에 ‘날다’와 ‘가다’가 보이지만,‘돌보다,높

푸르다’는 그 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책에서는 이 둘을

일반 인 합성어로 처리해 놓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UK-단어 형성-10]

(30)탐구 활동에서 ‘덮밥, 칼,늦더 ’를 주고 이 합성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의 특징을 알아보자고 한다.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렵

다.왜냐하면 이제까지 ‘작(은)+아버지’처럼 ‘은’에 호를 쳐 놓아 ‘은’이 요하

지 않은 듯이 배워 왔고(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87쪽의 상단에서

합성어의 로서 ‘보슬비,알뜰살뜰,돌보다,높푸르다’같은 말들을 들어놓아 이

러한 결합이 정상 이고 ‘갈림길,큰아버지,날아가다’와 같은 말들이 복잡한 합성

어, 외 인 합성어로 배워 왔다.따라서 ‘덮은+밥’보다는 ‘덮밥’이 정상 으로

여겨짐은 당연하다.[㉯-US-단어 형성-2]

한,둘 이상의 상 개념이 동시에 간섭한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상

개념에 조회하여 계 ․동 계를 구성하기 어려워한다.(31)의 학습자 반응

은 다소 흥미로운 경우인데,해당 학습자들은 ‘활용 시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 으로

바 는’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활용 시 고정된 부분’이라는 ‘어간’이라는 상 개념이

67)‘도밤나무’의 ‘도’의 경우 ‘명사+조사’의 구 구성이 특수한 어근으로 굳어진 경우이다.그런

데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특수화된 의미를 지니고 자립성이 없이 식물의 이름 앞에서만 선행하

는 제약을 지닌다는 에서 사 인 성격도 동시에 지닌다.김창섭(1994:9-10)에서는 이를 ‘단어

형성 용( 用)요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단어나 구는 본질 으로 문장 형성을 한 요

소이지만,때로는 복합어의 성분으로 나타날 때만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 채 보다 복잡한

단어를 형성하기 한 요소로 기능하여 단어와 사의 간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요컨 ,본

래부터 어근은 아니지만 기존 요소가 형태 구조화(morphologization)의 간 단계에 이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인데,문제는 교과서에서 이러한 지 에 한 고려 없이 ‘복잡성’이라는 추상 인

기 으로 나머지 사례들과의 변별 없이 해당 사례가 제시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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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한다고 인식한다.어간과 어미는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열 계 속에서 규

정되어야 하고,불규칙 활용은 규칙 활용을 보이는 다른 용언들과의 계열 속에서 의미

화됨에도 불구하고68),두 층 의 상 개념이 층 으로 용되어 개념 간의 연결에

혼동을 래하는 것이다.

(31)D:근데 활용을 할 때,어간이나 어미가 바 는 경우가 있어.‘짓다’ .‘짓고,

지어서,지으니’ㅅ 없어지잖아.불규칙하게 변하는 거잖아.불규칙 활용.‘ㅅ’

이니까 ‘ㅅ불규칙 활용’.

A:어간이 바 어?안 바 어야 하잖아.왜 바 어?

D:이거,‘ㅅ’없어지잖아.원래 ‘짓-’인데,‘지-’이 게 되잖아.

A:그러니까,아까는 활용할 때 안 바 는 게 어간이고,바 는 게 어미.이 잖

아.근데 ‘짓-’이 어간인데,어간이 바 다는 거잖아.이상하잖아.

D:그니까 불규칙…….

B:근데 불규칙도 활용은 활용이잖아.어간 안 바 어야지.[㉲-품사 2]

개별 품사의 하 분류 과정에서도 상 개념의 충돌로 인해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들

사이를 연결 짓는 데 단 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발견된다.교과서에서는 명사를 지

시 명사와 인칭 명사로 분류한 후,후자의 하 범주로 미지칭과 부정칭을 상정한

다.그런데 (32)는 지시 명사 역시 미지칭과 부정칭의 상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는 에서69), 명사 체계를 논리 으로 구축할 수 없음을 호소한다.

(32) 명사를 지시 명사와 인칭 명사로 나 어 설명하는 부분에서,1,2,3인칭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미지칭과 부정칭으로 쓰인 ‘구’,‘아무’이게 이해가 좀

안 되었다.생각해 보면,지시 명사로 제시된 ‘무엇’같은 경우도 미지칭,부정

칭으로 쓰이는데,그러면 지시 명사는 미지칭,부정칭으로 분류하지 않고,인칭

68)‘으’탈락,‘ㄹ’탈락 등을 규칙 활용으로 볼 것인가,불규칙 활용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논의되는 지 이기는 하지만 허웅(1965)에서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기 해 보편성과 개별성을

잣 로 세운 을 참조할 수 있다.즉,어떤 변화가 보편 으로 일어나는 상이면 해당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변한다 하더라도 규칙 용언이 되고,그 변화가 개별 일 때에는 불규칙

용언이 된다는 것이다.요컨 ,불규칙 활용에 한 정의는 필연 으로 다른 용언과의 계열 계

속에서 내려져야 한다.

69) 컨 ,‘어디,무엇’은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기능한다.이 때문에 고 근․구본 (2008:69-76)에

서는 인칭 명사,지시 명사,미지칭과 부정칭,재귀칭의 순으로 명사 체계를 기술한다.한

편,‘인칭’은 말 그 로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문법 으로 나타난 것을 통칭하는 개념

이라는 에서 교과서에서처럼 지시와 인칭을 분류 기 으로 삼지 않고,1인칭,2인칭,3인칭을

기 으로 명사를 체계화하는 시도가 이익섭․채완(1999),이익섭(2005)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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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만 1,2,3,미지칭,부정칭으로 분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US-분

류 체언-3]

끝으로,하나의 상 개념에서 생된 개념들 사이에 용되는 기 이 일 성을 잃

을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33)

과 (34)가 그러한 경우인데,즉 상 개념인 안은문장의 분류를 해서는 성의 역할

을 하는 ‘ 표지’가 비교의 기 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교과서에서는 명사형 어미,

형사형 어미와 달리 부사형 어미는 별도로 노출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상 개념을

조회 지 으로 삼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안은문장이라면 ‘ 표지’가 드러나야

하고 그에 한 명명이 곧 하 분류의 과정인데도 부사 에서는 그러한 일 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실,교과서에서 부사형 어미를 직 으로 명명하지 않은 것

은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입고 있다.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등에 쓰이는 ‘-이’의 정체 때문일 것인데70),단어를 형성하는 생 미사가 부사 을

만든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이선웅,2014:190)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71).

수많은 언어 상을 몇몇의 범주로 일 되게 체계화하는 일의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상 개념에서 생된 비교의 기 이 일 성을 잃을 경우 학습자들은 개념 간

의 연결 과정에서 단 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3)명사 , 형 에서는 명사형 어미, 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하 는

데,부사 에서는 부사형 어미라는 말이 없다. 신에 ‘-(아)서’만 콕 집어서 종속

연결 어미로 된 들은 부사 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

것으로는 문에서 쓰인 ‘-이,-게,-도록’은 ‘-(아)서’와 같은 종속 연결 어미인

지 아닌지 알 수 없고,왜 종속 연결 어미로 된 들은 부사 로도 볼 수 있는

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US-문장의 짜임-2]

70)문법 교과서에서는 ‘-이’의 범주를 직 으로 언 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없이’

의 ‘-이’가 ‘-게,-도록’과 함께 부사 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이들 모두를 부사형 어미라

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이’를 부사형 어미로 본다면 부사 생

미사 ‘-이’와는 구별하여 ‘-이1’,‘-이2’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202쪽).”라고 기술하여 다소 유보

인 입장을 취한다.이선웅(2014:191)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견해보다 부사 생 미

사로 처리하는 견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고 보는데, 자로 처리할 경우 결합의 제약(일부

의 용언과만 결합한다는 외 기술)을 기술해 주는 정도의 문제를 지니는 반면 후자의 견해는

사가 단어를 형성하는 데 쓰이는 재료라는 학교 문법의 철칙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71)한편,고 근․구본 (2008:192,216)에서는 ‘굴 생 사, 생 굴 사’라는 표 도 등

장하는데,일부 용언에 결합하는 ‘-이’는 자로 볼 수 있으며,어미 ‘-게’는 부사어를 형성하게

한다는 에서 후자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0-

(34)문장에 붙어 부사 을 만드는 요소로 ‘-이’,‘-게’,‘-도록’,‘-(아)서’를 들고 있는

데,명사 과 형 부분에서는 ‘명사형 어미’,‘형사형 어미’라고 명시해 반

면에 부사 부분에서는 아무 언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

낌을 받았다.[㉯-US-문장의 짜임-12]

(2)단원 간의 개념 연결

문법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각각 그 하나로만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며 각 개념들 간

의 계와 그것들을 이루는 체 체계를 잡아야 한다(김은성,2009:295).이러한 체계화

과정에서 앞서 살핀 단일 단원 내의 문법 개념들은 상하 개념들의 계 구조가 비교

가시 으로 드러난다.하나의 단원으로 편제된다는 자체가 이미 촘촘한 계

계를 제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상 개념에 조회하여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연결

으로 구성하는 양상은 상이한 문법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이때,교과서에서는 단원 사이의 연결 고리를 명시 으로 보여 주는 경우가 거의 없

어 어떠한 문법 개념들을 특정의 상 개념 아래에서 연결한 것인가에 한 결정권은

체로 학습자들에 의해 확보된다.개별 상 사이의 결합은 학습자의 주 인상뿐

만 아니라 이들 상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에 기 한다고(윤 희 역,2011:205)

하더라도,구조는 객 실재가 아니라 구성 실재라는 에서(강 석,2006:169)그

러한 결합 계에 한 주목은 결국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먼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범주에서 하 분류를 거친 문법 개념들일지라도 분류의

기 이 동일하다고 단되면,이를 상 개념으로 간주하여 상이한 범주의 문법 개념

들을 연결한다.품사와 문장 성분의 하 분류 기 인 ‘기능’이 표 인데,단어를 문장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 자체가 이미 문장 성분과의 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

이다.(35)와 (36)역시 이 지 에 주목하여 품사와 문장 성분의 계를 ‘기능’이라는 상

개념에 조회하여 구성하는데,(35)에서는 ‘형(冠形)’이라는 술어를 축어 으로 해

석하여 수식이라는 기능과 그 상이 공통 이라는 에 주목하여 형사와 형어의

공유 지 을 연결한다.이때,‘역할’이라는 상 개념에 조회하여 단어 자체의 역할이

냐,어 이 문장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냐에 따라 두 개념 사이의 변별성이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6)은 보다 상 층 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 사이의 계를

부감하는데,역시 그 심에는 ‘기능’이라는 상 개념에 한 화가 자리하고 있으

며 ‘명칭의 유사함72)’과 ‘ 의 차이’에 주목하여 품사론과 문장 성분론을 계화한다.

72)학교 문법에서는 ‘형사,부사’층 의 품사 용어는 ‘의미’의 층 에서 생성된 것으로 기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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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먼 형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앞서 품사를 배울 때 ‘형’이라는 의미를 배웠

었죠?뭐라고 했었냐면 왕 이 머리를 꾸며 주듯이,머리의 역할을 하는 체언을

왕 과 같이 꾸며 다는 의미에서 ‘형사’라고 했었죠. 형어도 마찬가집니다.

같이 ‘형’이라는 말이 쓰 지요.다만,‘사’가 붙느냐,‘어’가 붙느냐 차이가 있

습니다. 같이 형어도 체언을 꾸며 니다.둘 다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느냐에 따라 나 것인데, 형사는 단어 그 자체를 나 것이고 형어는 어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나 겁니다.[㉰-US-문장 성분-10]

(36)부속성분은,필수 이진 않지만 문장의 의미를 보다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문법 체계에서는,부속성분으로 ‘형어’과 ‘부사어’를 설정하고 있

습니다.그런데 여러분은 앞에서 형사와 부사에 해 학습하 지요?주성분의

용어와 달리,부속 성분의 용어들은 품사 명칭과 비슷하네요.왜 명칭이 비슷할

까요?네.품사에서 하는 역할을 문장 속에서도 담당하기 때문에 두 용어의 명칭

이 유사한 것입니다.즉,품사는 단어 자체의 기능이었다면,문장 성분에서는 문

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는 에서 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

니다.[㉰-US-문장 성분-2]

학교 문법에서의 ‘격(格,case)’은 호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체로 문장 안에서의 일

정한 자격,즉 성분격을 의미한다는 에서 격 조사와 문장 성분의 하 분류의 기 이

되는 ‘격’역시 두 범주를 계화하기 한 상 개념으로 인식된다.즉,학습자들은

‘격’이라는 상 개념에 조회하여 격 조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함으로써 두 범주가 유사

한 분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악하는 것이다.물론,교과서에서도 ‘주어가 되게

하는 주격 조사,목 어가 되게 하는 목 격 조사…’식의 기술을 통해 이러한 계를

드러내지만,학습자들은 보다 명시 으로 ‘격’개념에 조회하는 양상을 보인다.(37)은

각각의 문장 성분을 본격 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와 같이 자‘격’의 이름표로서의 의

미를 지니는 격 조사를 제하며,(38)에서는 품사 단원에서 격 조사의 체계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 ㉯를 통해 이후에 구성할 개념인 문장 성분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9)는 보다 면 으로 격 조사 체계와 문장 성분 체계를 응시키는

양상이 보이는데,격 조사가 체언에 결합하여 그 말의 다른 말에 한 계를 표시하기

에 격 조사는 문장 성분을 확인하는 표지로 기능함을 ㉰를 통해 부각하는 것이다.

(37)각각의 어 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가장 쉽게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앞에서 말한 조사라는 이름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닭

만,실제 이들 용어는 다른 것과의 계 속에서 그 의미를 악해야 한다는 에서(이 규,

2002:124)‘기능’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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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한 닭에게 ‘순이네’라는 이름표를 붙여 주면 그 닭은 순이네 것이 되

고,‘소년네’라는 이름표를 붙여 주면 그 닭은 소년 네 것이 되잖아요.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 한 단어에 주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조사가 붙으면 그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목 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조사가 붙으면 그 단어가 목 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이때 어 들에게 역할,즉 ㉮자‘격’을 다고 해서 이

름표를 붙여 주는 조사들을 ‘격 조사’라고도 부른답니다.[㉰-US-문장 성분-9]

(38)우선 격 조사에 해 알아보도록 해요.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볼까요?‘개가 사

람을 물었다,개를 사람이 물었다.’이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조사가 변하면서 가 물었는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이처럼 문장 속

에서 그 앞의 단어들의 문법 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격 조사’라고 해요.‘이/

가’는 주어를 만들어 주니까 주격 조사,‘을/를’은 목 어를 주니까 목 격 조사라

해요.이외에도 형격 조사,부사격 조사,보격 조사,호격 조사 등이 있는데 가

만 보면 주어,목 어, 형어,부사어,보어가 되죠. 우리가 ‘이다’를 서술격 조

사라고 하잖아요.여기서도 서술어 나오죠.호격 조사는 조 외이기는 하지만,

이 게 ㉯격 조사는 그 로 문장 성분하고 연결이 돼요.[㉰-US-품사-5]

(39)문장 성분을 큰 틀에서 보려면 에 배웠던 격 조사 이거 기억하면 좋아.㉰

격 조사가 결국 문장 성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잠깐 앞에 갔다 와 볼까?96쪽

이네.거기 보면 격 조사 종류 쓴 것들 있지.주격 조사,부사격 조사, 형격 조

사,목 격 조사,보격 조사,서술격 조사,호격 조사.여기다가 ‘어’를 붙여 .주

어,부사어, 형어,목 어,보어,서술어 이 게 6개.근데 ‘호어’는 아니야,이건

좀 이상하잖아.이건 독립어라고 해.자,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문장 성분 따져

보자.[㉰-UK-문장 성분-9]

교과서에서는 품사와 문장의 짜임이라는 상이한 단원에 배치되지만 어미 체계와 겹

문장 체계는 결국 연결의 방식에 따른 분류이어서 체계 형성의 기 이 동질 이다.학

습자들 역시 이 지 을 상 개념으로 인식하여 둘 사이의 계를 구조화하는데,(40)

은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무엇으로 바꾸어 주느냐’의 분류 기 에 조회함으로써 ‘연

결어미-이어진문장’,‘성어미-안은문장’의 체계를 연결하여 구성한다.

(40)이어진문장의 종류에는 홑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등 으로 이어

진문장,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이 있어요. 등?종속?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하하,맞아요. 등 연결어미와 종속 연결어미! 앞에서 어미를 배

울 때 배웠죠?이게 다 련이 되는 겁니다.왜냐?홑문장을 이어주려면,즉 연

결하려면 어미가 필요한데 그런 어미들을 나 방식도 결국 어떻게 연결해 주느

냐에 따라 나 거거든요.보는 김에 좀 더 보면 성어미는 뭘로 나눴죠? 형

사형 어미,명사형 어미,부사형 어미.이게 다 다음에 나올 안은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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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로 안은문장,명사 로 안은문장,부사 로 안은문장. 성어미도 뭘로 바꾸

어 주느냐에 따라 나 거고,안은문장도 뭘로 바 어서 안겨 있느냐를 기 으로

나 것이기 때문입니다.[㉰-US-문장의 짜임-1]

다음으로,학습자들은 상이한 범주 속에서 형성된 문법 개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혹은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개념들을 각각의 상

개념에 조회하여 변별 계를 비교한다. 컨 ,(41)은 형사의 개념을 구성하는

에 교과서의 단원 체계상으로는 비교의 상이 되기 어려운 두사 개념을 비교

상으로 상정한다. 두사의 가의성이 후속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

을 포착한 결과이다. 한,각각 단어, 사라는 상이한 상 개념 아래 형성된 개념

임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연결하여 구성한다.(42)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

는데,해당 학습자들은 피동․사동 생 미사에 한 논의 과정에서 우연히 개입된

선어말 어미를 매로 삼아 두 개념 사이의 비교를 시도한다.물론,‘느낌이 다르다’정

도의 수 에서 각각의 상 개념의 범주 차이를 계화하지만 향후 사와 어미라는

서로 다른 상 개념의 차이에 주목할 경우73)보다 정교하게 해당 범주들을 변별 으

로 구성할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41)수식언 에서 체언,명사 같은 거 꾸며 주는 거, 형사.꾸며 주려면 앞에 있어야

겠지.새 책,이러면 형사 더하기 명사이지. 형사가 명사 꾸며 주지.근데 이거는

앞에 나왔던 두사 이거랑 좀 헷갈려.헛수고,이런 말 있잖아.‘헛-’이 수고라는

명사 꾸며 주는 것 같잖아.비슷하잖아.근데 좀 틀린 거야.새 책 하면 단어가 두

개이지.헛수고 하면 한 개.새는 혼자서도 단어이지만 헛은 혼자서는 단어 아니야.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사 지.이런 거 잘 둬야 해.[㉰-UK-품사 분류-1]

(42)D: 미사 붙는 말.보면 ‘먹이다,잡히다’이런 것도 미사 붙은 거야.‘먹다’에

‘-이-’가 붙은 거고,‘잡다’에 ‘-히-’가 붙은 거고.

A:어,어,이거, 때 문제에 나왔어.피동,사동.

D:그럼,니가 해 .

A:‘먹다’는 내가 먹는 거지만,‘먹이다’는 가 나에게 먹이는 거니까,시키는 거

니까,사동.

연구자:‘잡히다’는?

A:‘내가 도둑 잡다’,‘도둑이 나한테 잡히다’,당하는 거니까 피동.맞죠?

73)왕문용․민 식(1995:158)에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음을 제하더라도 분포상의 제약과 품

사 성을 기 으로 선어말 어미와 생 미사를 구분한다.즉, 미사는 선어말 어미에 비해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이며,선어말 어미와 달리 품사를 바꾸거나 문법 인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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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피동 생 미사,사동 생 미사.이 게

불러.

C:선생님,그럼.‘먹는다,먹었다’이런 것도 미사 돼요?

연구자:거기부터는 D가 설명.

D:나도 잘 모르는데…….맞나?선생님,뭐 요?

연구자:여긴 아직 안 배운 거니까,힌트.102쪽 보면서 다시.

C:선어말 어미?그러네요.여기 다 있네요.가시었겠고.

D:오 이.선생님 선어말 어미도 어미죠?

연구자:그럼.어미라잖아.

D:아까 어미는 굴 사라고 했잖아.그럼,‘먹는다,먹었다’는 생 사는 아

니고 굴 사네.

F:‘-다’만 굴 사 아니고?

D:‘-시-’,‘-었-’,‘-겠-’다 어미라잖아.

C:근데 뭐가 달라?‘먹이다’나 ‘먹었다’나.‘먹다’에 뭐 붙은 거 아냐?둘 다.

D:좀 다르지 않냐?느낌이 좀 다른데.[㉱-HE-단어 형성 2]

그런데 특정한 의도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질 범주의 문법 개념들을 과도하

게 연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개념들을 각각의 상 개념 속에서 구

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일부 확인된다. 를 들어,(43)에서는 형 에 한 이해

과정에서 시제라는 제3의 문법 개념이 개입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호소하는데,특히나

형 은 안은문장 에서도 형성이 부족하다는 에서 이질 범주와 연결하기보

다는 수식 기능이라는 상 개념 아래에서 부사 과의 단원 내 연결소를 부여하는

것이 계 구성에 합하다고 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44)는 생의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에 피동․사동 개념을 노출하는 기술 방식에 한 학습자의 단인데,오

히려 무리하게 제3의 문법 개념이 개입되어 생 사를 통한 품사 성이라는 상

개념의 구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한다.

(43) 형 에 한 부분을 읽다가 갑자가 과거, 재,미래,회상 같은 시제가 나와서

혼란스러웠다.물론,한국인이라면 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던’이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알겠지만,안 그래도 형 부분은 겹문장의 구조를 악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이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특히,뒤에 부

사 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얘기하면서도 형 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시제에 을 두어 설명해 주면 형 만 뭔가 특별해 보여서 이상하다.[㉯

-UK-문장의 짜임-10]

(44) 생어를 설명하면서,‘먹이다,잡히다,살리다,웃기다,깨우다,높이다,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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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소
부여 지

구성 범 주요 양상 분석 사례

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

단원 내

단원내의 최상 개념에조회
▪유성음화의 구성 과정에서 음

운 개념에 조회

범주 분류의 기 을 상 개

념으로 상정

▪구개음화,모음조화의 구성 과

정에서 동화 개념에 조회

▪사잇소리 상의 구성 과정에

서 첨가 개념에 조회

▪개별 품사의 구성 과정에서 분

류 기 에 조회

변별 계를 인식하기 어

려운 개념들을 구성하기

해 상 개념 상정

▪용언 개념에 조회하여 형사

와 형용사 변별

▪체언과 형사 개념에 조회하

여 수사와 수 형사 변별

상 개

념을 상

정 하 기

어려워하

는 양상

추상 이거나 모

호한 상 개념

▪모음의 분류 기

▪합성어분류기 으로서의복잡성

둘 이상이 동시에

간섭하는상 개념

▪불규칙 활용 용언의 어간

▪미지칭․부정칭 명사

일 되지못하게

용되는상 개념
▪일 되지 못한 성어미의 노출

단원 간
유사 분류 기 을 상 개념

으로 상정

▪품사와 문장 성분의 ‘기능’

▪조사와 문장 성분의 ‘격’

▪어미와 겹문장의 ‘연결’

[표 17]상 개념에의 조회를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같은 들은 따로 빼내어 설명한다.학습자들이 피동,사동 역시 미사라는

을 잘 악하지 못하니까 그걸 따로 짚어 주는 것 같은데,그런데 이 부분은 지

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꾸어 다는 에 한 설명이다.피동,사동 같은

경우 일부 품사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 생

어들이다.맥락에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US-단어 형성-37]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가운데 상 개념에 조회하여 이를 연

결소로 삼는 양상을 분석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하면 다음과 같다.학습자의 이러

한 양상에 주목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구 하는 과정에서는 단원 내와 단원 간 모두에

서 어떠한 상 개념이 연결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선정하여 노출해 으로써 학습

자들이 이에 조회하여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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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이 어려운 개념들을 각

범주 개념에 조회

▪ 형사와 두사

▪피사동 미사와 선어말 어미

상 개념이 연결소로 기능하

지 못하는 경우

▪ 형 설명시의시제개념개입

▪ 생 후의 품사 변화 설명 시

의 피사동 개념 개입

3.3.구성 거 으로서의 핵심 개념 반복

학습자들은 둘 이상의 문법 개념들을 난삽한 형태로 나열하지 않고 핵심 으로 반복

되는 소수의 개념을 포착하여 이를 연결소로 삼아 구조의 도를 높여 가기도 한다.하

나의 개념 유형을 의식하게 된 후 이 에 형성된 개념들을 이에 따라 재구성하는(윤

희 역,2011:296)양상을 보이는 것이다.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이 의 항에서는

계 계를 형성하는 개념 상 개념을 조회 지 으로 삼는 양상을 분석하 다면,여

기에서는 동 층 의 개념들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라 단되는 개

념을 반복 인 노출함으로써 이를 거 으로 삼아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연결소로서의 반복 개념은 문법 지식 자체의 속성에 기인하여 그 핵성을

부여받기도 하지만,결국 이에 한 단은 학습자의 몫으로 남는다.학습자는 타인에

의해 박제화된 구조를 그 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미 체계에 따라

구조를 만들어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식은 학습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으로 구성되며,새로이 구성된 지식은 학습자

의 인지 특성 혹은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변

정호 외,2011:430).

(1)단원 내의 개념 연결

하나의 단원 내에서 핵심 개념을 반복 으로 노출함으로써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을

연결하는 양상은,단편 으로는 문법 용어로 표층화된 개념이 반복을 보일 경우에 이

를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음운 변동 상을 명명하는 문법 용

어들은 체로 변동 이후의 특정 음운으로의 변화 양상이 용어화되기 때문에 일정한

개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조창규(2012),이진호(2012)의 지 로 교과서에서는

음운에 한 기술이 음운 변동의 설명에 극 으로 활용되지 않아 둘 사이가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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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분 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와 비하여,(45)에서는 ‘센입천

장소리 → 경구개음 → 구개음 → 구개음화’의 흐름 속에서 ‘구개음’이라는 핵심 개념

을 반복함으로써 음운 체계로서의 구개음과 음운 변동에서의 구개음화를 연결한다.

한,(46)은 같은 층 에서 ‘비음’에서 ‘비음화’로 연결되는 계화 양상을 보이는데74),

이 외에도 ‘유음 → 유음화, 설 모음 → 설 모음화,후설 모음 → 후설 모음화,원순

모음 → 원순 모음화’등의 지 에서도 이러한 연결 가능성을 측할 수 있다.

(45)ㅈ,ㅉ,ㅊ은 센입천장소리야.그 에 한자어로 뭐라고 있지?경구개음.즉,

딱딱한 입천장이다.근데 ‘구개음’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구개음화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이건 뒤에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배우면 돼.그런데 여린입천장

도 한자어로는 구개음이라고 해.연구개음. 개 구개음이라고 하면 경구개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ㅈ,ㅊ’이랑만 련이 있어.[㉰-UK-음운 체계-4]

(46)자음 동화 상으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고 있지.그냥 이 게만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다음 장에 시랑 같이 보자.밥물 나오네.발음하면 [밤물].‘ㅂ’

이 ‘ㅁ’으로 변동.왜냐?뒤에 ‘ㅁ’이 있으니까.근데 ‘ㅁ’이 앞에서 비음이었잖아.

앞에서 음운 체계에서 나왔잖아.그게 잘 보면 ‘ㄴ,ㅁ,ㅇ’이 우리말에서 비음이

라고 했지.그러니까 비음이 아니었던 ‘ㅂ’이 비음 ‘ㅁ’의 향으로 비음 ‘ㅁ’이 되

었다.그러니까 비음화.이 게 이해하면 돼.[㉰-UK-음운 변동-5]

한,하 분류의 기 이 수식 술어로 부착된 문법 개념들 가운데 해당 술어가 반복

으로 노출될 경우 학습자들은 이에 해서도 핵심 개념이라 단한다.(47),(48)은

개별 품사를 일정한 기 으로 하 분류하는 과정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는 ‘성상’,‘지

시’라는 의미 술어에 주목하는 학습자들의 목소리인데,먼 (47)에서는 ‘성상 형용

사,성상 형사,성상 부사’,‘지시 명사,지시 형용사,지시 형사,지시 부사’에 공

통된 수식 술어를 공고하게 이해한 이후에야 이들 개념 간의 계를 악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한,(48)은 ‘지시’를 핵심 개념으로 반복하여 지시 명사와 지시 형사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지시’의 의미 자체에만 이끌릴 경우 자칫 둘 사이의 계

를 정교하지 못하게 구조화할 험도 측된다75).

74)교과서에서는 상 개념인 자음동화만을 기술할 뿐,비음화와 유음화는 탐구 활동으로만 제시한

다.이진호(2012:39)에서는 이에 해 무 간단히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오히려 음운 체계와 음

운 변동 사이의 계를 원리 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 한다.

75)단순히 격 조사의 결합 여부만을 기 으로 ‘그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

개념 형성의 가능성이 확인된다.이 문제는 지시 형사와 지시 명사의 ‘지시’의 범 가 동일

하지 않다는 에서 연유되는데,지시 형사와 달리 지시 명사의 지시는 인칭 명사와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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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기본 인 품사를 한 번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성상’이니,‘지시’니 하는 용어가

붙는다.‘지시’는 비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다만,‘성상’이라는 단어

는 그 뜻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성상○○○’과 같은 개념이 등장한다.‘성상’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US-용언/수식언/독립언-24]

(48) 형사는 지시 형사,수 형사,성상 형사,이 게 분류할 수 있는데,성상은

뭐냐면 말 그 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야.성질이나 상태,그러니까 성상.지시

형사 문 보면,“그 사람들도”나왔지.‘그’가 사람들을 수식해 주고 있어.다

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그래서 여기서 ‘그’는 지시 형사라고 할

수 있겠지.자 여기서 지시 형사,아까 명사에서 배운 지시 명사랑 어떻게

달라요?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둘 다 지시니까,헷갈릴 수 있어.다른 거야,다

른 거.지시 형사는 형사야. 형사는 조사 못 붙지.근데 지시 명사랑 수

사는 체언에 속하는 거잖아,조사가 결합한다고 했지.그러니까 조사가 있고 없

고로 구분을 하면 될 거야.아까 ‘그 사람들’여기에 조사 붙여 .‘그의 사람들’

붙으니까 그는 지시 명…… 아니,아니야.말이 뜻이 달라지잖아.‘의’가 붙는

게 아니지.지시 형사야.[㉰-UK-품사 분류-2]

다음으로,동 층 에서 범주화된 개념들 에서 다른 개념으로의 이 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즉 다른 문법 개념을 이해하기 한 인식 도구로 기능하는 문법 개

념에 해 학습자들은 핵심 개념으로서의 지 를 부여한다.먼 ,단어 형성법 단원에

서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는데,형태소는 단어 형성의 기본 단 이어서 교과서에서는

합성법과 생법을 기술하기에 앞서 형태소의 개념과 유형 분류를 먼 다룬다.문제

는 (49)에서 호소하듯이,형태소에 한 서술과 단어 형성에 한 서술의 연계성이 약

하여(이정택,2005:6),자립/의존,실질/형식으로 분류된 형태소의 유형이 이후의 단어

형성에 한 이해 과정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다.즉,학습자의 입장

에서는 자는 자 로의 학습 내용이고 후자의 학습 과정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개념을 상정할 수밖에’없다는 것이다.

(49)교과서는 어근과 사 개념으로 단어의 형성을 설명하는데,앞서 배웠던 형태소를

사용하면서 유기 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

는’어근은 자립·의존,혹은 실질·형식 어떤 형태소인지 학습자는 궁 해 할 것

으로 본다.특히,본문에서는 ‘치솟다’를 ‘생 사-어근-굴 사’로 분석하 는

하여 사물,장소를 지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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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형태소로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자립과 같은 형태소가 나와 있지 않

으니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개념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US-단어 형성-41]

반면,학습자 스스로의 구성 결과를 보고하는 (50)에서는 형태소의 하 유형 하

나인 실질/형식 형태소를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여76)어근과 사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합성어와 생어 개념을 도출하는 양상이 확인된다.이때,동 층 에서 범

주화된 ‘의존/자립’과 ‘실질/형식’은 해당 학습자에게 동일한 무게를 지니지 않으며 후

자의 이 가능성에 상 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물론,용언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상을 정교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는 에서 일정 정도 오개념 형성 가능성이

상되지만 교과서에서는 단 으로 기술된 개념들 사이의 계를 연결하기 해 ‘실

질/형식’이라는 핵심 개념을 반복하여 구성 거 으로 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0)‘겨울’,‘군살’,‘춥다’라는 단어가 있어요.각각을 형태소 분석하면 ‘겨울’,‘군-+살’,

‘춥-+-다’입니다.이때 ‘겨울’과 ‘살’,‘춥-’은 실질 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인

데 단어 형성법에서는 어근이라고 부릅니다.반면에 ‘군-’,‘-다’는 형식 이고 문

법 인 의미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인데 이는 사라고 부릅니다. 사는 다시

생 사와 굴 사로 나뉘는데 생 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

생에 기여하는 사이고,굴 사는 단순히 문법 기능을 하는 어미를 가리킵

니다.즉 에서 ‘군-’은 생 사이고,‘-다’는 굴 사입니다.그런데 단어 형

성법에서 가리키는 사는 생 사만을 말해요.굴 사는 단어 형성,즉 단

어 생에 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US-단어 형성-5]

교과서에서는 문장 성분의 하나인 서술어가 지니는 속성 정도로만 다루어지는 서술

어의 자릿수 개념 역시 다른 문장 성분들을 이해하기 한 인식 도구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 개념이다.서술어의 자릿수를 이해하기 해서는 주어,목 어,보어,필수

부사어의 개념 이해가 제되어야 한다는 에서 학습자들은 이들 문장 성분을 구성

해 가는 과정에서도 서술어 자릿수 개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부속 성분인 부사

어가 필수성을 지닌다는 모순 계를 구성하는 (51)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는

데,이때의 필수성은 결국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을 부각함

을 확인할 수 있다.(52)는 보다 극 으로 서술어 자릿수를 이력이 높은 개념으로

76)윤구희(2009)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기 해서는 형태소 개념을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반면,이지수(2014)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이 어근과 사 개념의 도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논구하여 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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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데,각각의 문장 성분은 결국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라는 에서 서술어

자릿수를 각 성분의 구성 과정에 분산 배치하여 문장 성분 간의 계를 구조 으로 구

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77).

(51)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것과 같다.”라는 문장을 볼까요.‘같다’는 먼 주어는 당

연히 나와 줘야죠.그런데 이 주어가 무엇과 같은지가 나와야 됩니다.이 게 ‘

것과’와 같이 말이죠.그런데 이건 부사어거든요?그런데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죠?

원래 문장에 필수 으로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같다’라는 이런 서술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나와 줘야 돼요.이 게 특이하게 원래는 부속 성분이지만 서

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 줘야 하는 그런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얘기해

요.‘이것은 같다.’라고만 하면 뭐랑 같은지를 꼭 물어보게 되잖아요?여기서 아까

나왔었던 서술어 자릿수가 연결이 돼요.그러니까 ‘같다’,이런 서술어는 두 자

리가 필요한 거죠.주어랑 필수 부사어랑.원래 부사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자리

수가 아닌데 필수 부사어니까 꼭 필요하겠죠?[㉰-US-문장 성분-6]

(52)주어라는 문장 성분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그 다면

주어 외의 다른 성분도 필요로 한다면?그 성분이 두 개라면 ‘두 자리 서술어’,

세 개라면 ‘세 자리 서술어’겠죠.일단은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라는 것을 알아 두도록 하고,다른 문장 성분을 배우면서 차근차

근 더 알아 가도록 해요.(… 략…)그 다면 우리가 주어를 배우면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배웠는데,목 어도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맞아

요.주어와 목 어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어요.어렵지 않죠?(… 략…)그리고 각 문장 성분을 배우면서 함께 배웠던

‘서술어 자릿수’가 있었죠?서술어가 문장 성분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릿수가 나 어졌어요.[㉰-US-문장 성분-3]

교과서에서는 문법 단 의 기술 과정에서 문장,어 ,구와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개념 역시 (53)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이후의 문장 성분,문장의 짜임에 반복 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핵심 개념으로서의 지 를 지니는 ‘’을 정

교하게 기술하지 않아 (54)의 학습자는 몇몇 지 에서 계 구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고 호소한다.먼 ,㉣,㉤,㉥에 따르면 ‘홑문장 ⊃ 안긴 문장= ’로 계화되는데,이는

㉠의 ‘문장≠ ’과 배치된다.안긴문장이라는 용어에는 그것이 일단 문장이 된다는 뜻

이 포함되는데 안긴문장이 이지만 은 문장이 아니라는 설명이 되어,내 인 설명

77)한편,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9학년 문법 역의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라는 성취 기

의 내용 요소로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 이해하기’를 설정하여 문장 성분 단원에서 서술어 자릿

수를 다루는 7차 문법 교과서와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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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상하 계의 논리 문제 이(류근식․권경일,2014:65)발생한다는 것이

다78). 한,㉤의 ‘안긴문장= ’에서 확인되는 이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는 기

술은 안은문장에서만 유효한 기술이어서(정희창,2014:245)㉥이어진문장의 선후행

을 포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53)㉠ 은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체 문장의 일

부분으로 쓰 으므로 문장이 아니라 이 된다.[문법 교과서,149쪽]

㉡주어는 체언이나,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에 주격 조사 ‘이/가’,‘께서’가 붙

어 나타나는데,[문법 교과서,151쪽]

㉢겹문장은 하나 이상의 을 가진다.[문법 교과서,160쪽]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다.[문법 교과서,161쪽]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

여,(… 략…)안긴문장을 ‘’이라고 하는데,[문법 교과서,162쪽]

㉥이어진문장은 홑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략…)

등하게 이어진문장에서 앞 은 뒷 과 ‘나열, 조’등의 의미 계를 가진

다.[문법 교과서,166쪽]

(54)‘’이라는 말이 여기 기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 이상했다.149쪽에서는 ‘

은 두 개 이상의 어 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 를 이루는 것인데,주어와 서술어

를 갖고 있다는 에서 구와 구별되며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에서 문

장과 구별된다.’이 게 나와 있다.그런데 162쪽에서는 ‘안긴문장을 이라고 한

다.’이 게 딱 못 박아서 =안긴문장으로 설명한다.근데 보면,이어진문장

설명하면서는 앞 과 뒷 이런 말도 나와서 이건 안긴문장은 아닌 것 같다.이

어진문장에는 안긴문장이 없기 때문이다.용어를 딱 정해 놓고 사용해야 혼란스

러움이 없어질 것 같다.[㉯-UK-문장의 짜임-9]

교과서에서의 ‘’개념이 지니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학습자들은 ‘’

개념을 반복 으로 노출함으로써 문법 단 ,문장 성분,문장의 짜임 간의 연결을 시도

한다.(55)는 어 뿐 아니라 구와 역시 문장 성분의 단 가 된다는 을,(56)에서는

안긴문장의 체계를 구성하기 해 개념에 한 이해가 필수 임을,(57)의 학습자는

‘’이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의 단 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서술 개념과 연결됨을

내면화하여 구성하면서 ‘’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조화한다.

78)사실 이 문제는 이선웅․이은섭(2013)의 지 로 문장의 계층 구조상의 문제이다.‘’은 심층

에서 주술 계가 성립된 단 를 지칭하기 한 개념이고,홑문장과 겹문장의 표층에서 몇 개의

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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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이 구와 다른 부분입니다.그럼 구와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를 한번 살펴본 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그 사람이 지

나간다.’라는 문장에서는 ‘그 사람’이라는 명사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나는 겨울이 추워서 싫어.’에서는 ‘겨울이 추워서’라는 체가 부사어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략…) 구와 도 목 어의 역할을 하는데 가령 ‘도

그 장소를 아는구나.’에서는 구가,‘나는 그녀가 진실함을 안다.’에서는 이 각각

목 어로 쓰임을 알 수 있어요.[㉰-US-문장 성분-10]

(56)‘수는 지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수는 [지아가 오

기]를 기다린다.]와 같이 ‘지아가 오다.’라는 문장이 ‘수는 기다린다.’라는 문장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그런데 ‘지아가 오다.’라는 문장은 안긴문장이 되면서 형

태가 달라졌죠?문장의 형태를 벗어 버리고 ‘-기’와 결합해서 ‘지아가 오기’라고

바 었어요.이 게 겹문장 속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계를 한 번 가지는 단 를

‘(節)’이라고 부릅니다.즉,하나의 문장이 로 바 어 다른 문장 안에 안긴 것

이죠.[㉰-US-문장의 짜임-2]

(57)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은 어떻게 구성될까요?서술어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어

과 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롱이가 집에 간다.’에서 ‘가다’라는 어 이 서

술어입니다.그 다면 구나 로 이루어진 서술어는 무엇이 있을까요?다음 문

을 살펴보도록 합시다.‘토끼는 앞발이 짧다.’는 ‘토끼는’이라는 어 이 주어이며

‘앞발이 짧다’라는 온 한 의미를 이루는 이 서술어가 됩니다.이건 좀 이상하

죠.‘앞발이’도 같이 있는데?이럴 때는 좀 더 계층 으로 분석을 합니다.‘토끼

는’의 서술어는 ‘앞발이 짧다.’이고,‘앞발이’의 서술어는 ‘짧다.’이 게 보면 됩니

다.이거는 나 에 나와요.지 잘 기억해 두시고,지 은 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US-문장 성분-2]

(2)단원 간의 개념 연결

학습자들이 단일 단원 내에서 계 으로 조직된 문법 개념들 사이의 계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 반복 으로 출 하는 수식 술어를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는 양상은 서로

다른 단원의 문법 개념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58)에서는 ‘속’이 그러

한 역할을 한다.즉,겹문장 이어진문장에 한 개념을 구성하면서 품사 단원에 속

하는 속 부사를 비교 상으로 상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학문 문법의 논리

로는 통사론과 품사론의 이질 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반

복되는 수식 술어 ‘속’이 이어진문장과 속 부사라는 문법 개념들을 계화하기

한 핵심 개념으로서의 연결소로 기능하는 것이다79).

79)물론,학교 문법상으로는 ‘속 (부사)’,‘연결 (어미)’,‘이어진 (문장)’으로 달리 명명되지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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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에 품사 배울 때,‘그리고,그러나,그래서,그러면’,이런 것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일단 품사는 부사인데,앞 문장과 뒷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니까 ‘속

부사’라고 했지. 를 들어,‘나는 밥을 먹는다.그리고 는 라면을 먹는다.’이

게 만들지.근데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지.‘나는 밥을 먹고 는 라면을

먹는다.’이런 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해.아까 속 부사 잖아.두 문장을

속했다,이어진문장.근데 ‘그리고’이거 붙을 때는 두 문장이 무게감이 좀 비슷

하지?반 로 ‘비가 온다.그래서 날씨가 춥다.’이거 만들면 ‘비가 와서 날씨가

춥다.’이 게 되지.여기에서는 두 문장이 원인,결과로 이어지지.무게감이 안

비슷해.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이런 문장은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이라고

해.이어진문장은 별로 안 어려워.두 문장을 속해 주는 거니까 속 부사로

바꿔 보면 돼.다만 어떤 속 부사로 바 는가에 따라 무게감을 잘 따져 야

해.[㉰-UK-문장의 짜임-5]

‘의존’역시 의존 명사와 의존 형태소의 명명에서 반복되는 술어인데,(59)와 (60)에

서는 이를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는 양상이 확인된다.그러나 두 학습자는 질 인 차이

를 보이는데,(59)는 ‘의존’명사가 ‘자립’형태소로 분류됨을80)‘슬 지만 암기해야 할

상’으로 치부함에 비해,(60)에서는 범주 차이에 기반하여 ‘의존성’을 달리 개념화

한다.즉,형태소 분석에서의 의존성은 음운론 인 의존성 내지 형태론 의존성이 되

고 의존 명사에서의 의존성은 통사론 인 의존성을 의미한다는 을(고 근,2010:25)

정교화한다는 것이다.요컨 ,(59)의 학습자에게는 구성상의 난 으로 락하는81)수

자의 입장에서는 세 술어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이선웅(2012:71)에서는 연결어미는

학교 문법의 용어이고 속어미는 기술문법의 용어이지만 두 용어의 개념은 같아 용어의 우열을

따질 수 없다고 본다.그러나 이어진문장을 ‘속 ’로 명명한다는 , 속조사와의 일 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에서 후자가 더 효율 인 용어임을 지 한다.반면,유 경 외(2013:138)에서는

어미 체계만을 기 으로 놓고 보면,종결 어미와 비되는 연결 어미라는 명칭이 더 나을 수 있

다고 단한다.

80)김문기(2013:65)에서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다는 의존성 때문

에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여 용언 어간,조사,어미, 사 등과 유사한 부류라고 기술

하여 학교 문법과는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반면,민 식(1994),고 근․구본 (2008),황화상

(2013)등에서는 형태론 차원과 통사론 차원을 구분하여 의존 명사는 형태론 으로는 자립

형태소임을 시한다.

81)(61)은 자립 형태소의 개념을 ‘단독 발화 가능’의 측면에서 구성하는데,실제로 Bloomfield(1933)

에서도 이러한 을 취한다.즉,단독으로 발화될 수 없는 언어 형식을 의존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다.이정택(2010)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범주 차이에 따른 의존성과 자

립성의 혼란을 피하기 해서도 이러한 기술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논구한다.

(61)‘자립 형태소’는 스스로 선다,즉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요. 를 들어,우리는 ‘거 뭐

야?’라고 했을 때,‘나무’,‘하늘’이 게 혼자서도 답을 할 수 있죠?그러니까 이런 건 ‘자

립 형태소’요.[㉰-UK-단어 형성-2]



-154-

식 술어 ‘의존’이 (60)에서는 오히려 형태론과 통사론의 범주 계를 구조화하는 연

결소로 기능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9)그리고 여기서 하나 암기!우리 그냥 외워야 하는 게 있어요.우리 앞에서 배운

의존 명사는 이름부터 ‘의존’이잖아요?그런데 자립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하

나!체언을 수식해 주는 형사도 왠지 의존 인 것 같은데,우리는 자립 형태소

로 분류할 거 요.이건 슬 지만 이해보다는 암기합시다![㉰-US-단어 형성-4]

(60)그런데 우리 형태소에 해 배울 때,의존 형태소에 해 배웠었던 거 기억하나

요?의존 명사와 의존 형태소 둘 다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의존 명사는 의

존 형태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하지만 의존 명사는 모두 자립

형태소 요.둘 다 ‘의존’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의존하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 거 요.먼 의존 형태소는 아직 단어가 되기 이에요.

를 들어서 ‘풋사랑’의 ‘풋-’은 혼자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를 만나

야 단어가 될 수 있어요.이 게 의존 형태소는 ‘단어가 되기 해서’‘다른 형태

소’에 의존해요.반면에 의존 명사는 이미 그 자체로 단어 요.명사잖아요.‘수,

만큼,개,킬로그램’은 모두 단어랍니다.다만 문장 속에서 쓰일 때 ‘뜻을 제 로

달하기 해서’‘앞의 꾸며 주는 말’에 의존하는 명사입니다.[㉰-US-품사-2]

다음으로,학습자들이 하나의 단원 내에서 핵심 개념을 포착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념이 다른 단원의 문법 개념을 이해하기 한 인식 도구로 기능할 때 학습자

들은 이를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여 반복 으로 노출하는 모습을 보인다.(62)의 학습자

는 문장의 짜임 단원에서 형 을 구성하기 한 제 개념으로 형태소를 설정한다.

물론,문장 심의 문법에서 그 자체가 문법 기능을 기 으로 한 범주인 조사와 어미의

기능을 설명하기 해 형태소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비경제 이기는 하지만(최

경 ,2006:452),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형태소 단 가 설정되어야 이들 범주들을 가

시 으로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통사론에서도 형태소 단 는 충분히 핵

심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특히,문법 의미를 띠는 지배 사나 어미 등에 한

분석 인식을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는 을 고려하면 (62)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

형 어미의 구성 과정에서 형태소 개념을 상정하는 일은 학습자들에게 인식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62)이번에는 형 얘기할 건데,우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이거 형태소로 나

눠 보자.앞에서 형태소 분석하는 거 배웠잖아.이것도 그거야.‘이,책,은,내,가’

여기까지는 쉽지.그때도 그랬을 거야.다음이 문제인데,‘읽은’이것도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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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나눠지지.원래는 ‘읽다’잖아.여기에서 ‘-은’이 뭐냐,원래는 ‘읽다’인데 ‘-

은’이 붙은 거지.이게 붙어서 뒤에 ‘책’체언을 꾸며 주지.이게 형사형 어미야.

원래 형사가 아니었는데 형사처럼 만들어 주잖아.근데 보면 원래는 ‘내가

(책을)읽다.’이런 문장이었을 텐데,이거 체를 형사처럼 만드는 거지.이런

게 형 이야.그러니까 무슨 인가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어미가 있는가를

야 되고,그러려면 형태소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US-문장의 짜임-2]

(63)에서는 이력이 높은 인식 도구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다

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단어에 한 개념 구성을 해 어근 개념을 들여오는 양상

이 확인된다.이는 교과서에서 단어의 형성을 먼 다루고 품사를 이후에 다루는 데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어근을 형태론의 가장 기본 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단

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어근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나아가 해당 학습자는 어근

을 상정할 수 없는 조사가 단어에 포함되는 지 은 학교 문법의 합의에 의한 결과라는

지 까지도 구성 상으로 삼는다.물론,어근은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들

사와의 변별 차이에 주목하여 형성된 개념이라는 에서,단어 ‘형성’의 국면이 아

닌 단어 그 자체의 개념 이해를 해 어근을 동원하는 일은 합리 이지 않지만 학습자

의 입장에서는 어근을 심으로 단어 형성과 단어 분류의 공통 상인 단어에 근하

고자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63)품사 분류는 단어를 분류하는 거야.그럼 먼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겠네. 번에 ‘어

근’배웠지?말의 뿌리. 심이 되는 실질 인 의미를 어근이라고 했지.어근이 있으

면 단어가 되는 거야.단어가 되려면 뭔가 뿌리가 있어야지.근데 어근이 없는데도

단어가 되는 게 있어.좀 이상해.조사.‘나는 밥을’여기서 ‘는,을’뿌리가 어딨어,없

지.어근이 없는데 어떻게 단어가 되지?우리말에서는 특별히 조사만 단어에 포함시

키는데,그냥 우리끼리만의 약속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UK-품사 분류-6]

학습자들이 핵심 으로 반복되는 개념을 거 으로 삼아 단원 내와 단원 간에서 문법

개념 사이의 계를 구성해 나가는 양상에 한 이제까지의 분석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문법 교육 내용을 구 하는 과정에서는 단원

내와 단원 간 모두에서 반복 으로 출 하는 용어와 이력이 높은 개념을 심으로

어떠한 개념을 반복 으로 노출하여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 간 계를 구성하기 한

거 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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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소
부여 지

구성 범 주요 양상 분석 사례

구성 거

으로서의

핵심 개념

단원 내

반복 으로 출 하는 문법

용어에 주목

▪(구개음)화 /(비음)화

▪(성상)부사,형용사 /(지시)

부사, 형사

이력이 높은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간주

▪실질/형식 형태소를 거 으로

삼아 생/합성 개념 구성

▪서술어 자릿수를 거 으로 삼

아 문장 성분 개념 구성

▪ 개념을 거 으로 삼아 문장

성분,안은문장 개념 구성

단원 간

반복 으로 출 하는 문법

용어에 주목

▪ 속 부사:이어진문장

▪(의존)명사,형태소

이력이 높은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간주

▪ 형 이해를 한형태소 개입

▪어근개념을통한단어개념 근

[표 18]핵심 개념의 반복을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3.4.유사 언어 상의 명명 차이 주목

신 정(2000:14)에 따르면,범주란 사람들이 동일 유목에 함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상들의 유목을 지칭하며 개념이란 이러한 범주의 심 표상이다.따라서 일련의 언어

자료를 재료로 삼아 언어가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다루는 경험을 시하는

문법교육의 장면에서도 특정 언어 자료를 통해 어떠한 문법 개념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어떠한 범주 시각에서 근하는가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컨 ,‘먹히

다’라는 단순한 언어 자료를 두고도 음운론의 에서는 ‘열음,유기음화’등의 개념

이 도출될 것이고,품사론의 으로는 ‘용언,활용,어간,어미’등이 구성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사, 생’등의 개념은 형태론의 소 이며 ‘서술어,논항’등

은 성분론에서,‘능동,피동’등은 의미론에서 찰 가능한 개념들일 것이다.

이처럼 유사해 보이는 언어 상을 두고도 어떠한 문법 범주의 즈로 들여다보는가

에 따라 상이한 개념이 형성되는데,하나의 상을 여러 개념으로 달리 근할 수 있다

는 은 학습자들이 문법 교과를 어려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반 로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조 으로 구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인간은 어떤 상이나

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 이고 개별 인 ‘상’자체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러한 구체 인 상을 지배하는 추상 이고 보편 인 ‘구조’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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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김종우,2007:4)구성 주체이기 때문이다.이 지 이 여기에서의 분석

상이다.다시 말해,이 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보이는 언어 상에 붙

여지는 둘 이상의 명명 방식 차이에 주목하고,이를 연결소로 삼아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단원 내의 개념 연결

특정 언어 상에 한 명명 차이는 개 상이한 범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하

나의 단원 내에 포함된 개념들을 두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구성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찰된다.본고의 분석 과정에서는 크게 두 지 에서 이러한 양상이 분석되었

는데,먼 (64)와 (65)는 음운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명의 차이에 연결소

를 부여하여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학습자들에게 ‘소리의 길이’가

‘자음,모음’과 동일한 층 의 음운이라는 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지 하나인데,

이상신(2014:216)에서 지 하듯이,비분 음운,즉 운소에 한 음운 교육 내에서의 홀

는 자연스럽게 음운이라는 용어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음운의 ‘운’에 한 개념이

자리 잡기 어려운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64)에서는 ‘소리의 길이’,‘비

분 음운’,‘음소’라는 명명의 차이를 계화하여 이를 연결소로 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음운=음소(=분 음운 ⊃ 자음,모음)+운소(=비분 음운 ⊃ 소

리의 길이)의 계 구성을 통해 이해를 구조화한다. 한,(65)의 경우,‘반언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소리의 길이’가 의미 변별의 속성을 지님을 구성하여 자음,모음과

함께 음운에 속한다는 을 구성해 낸다.

(64)음운의 한 종류로 ‘소리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어.근데 좀 이상하지?자음,모음

이 음운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는데,‘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한 종류라고?

우리말에서 소리의 길이도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야.그러면 소리

의 길이는 자음이나 모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자음이나 모음은 경계가 분명

해서 잘 끊어지기 때문에 분 음운이라고 하고,소리의 길이 같은 것은 어디까

지가 길고 짧은지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분 음운이라고 하지.사실,음

운이라는 말은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인데,분 음운이 음소이고 비분 음운

이 운소.[㉰-UK-음운 체계-4]

(65)혹시 다른 시간에 반언어,비언어 이런 말 들어봤나요?비언어는 몸짓,표정,복

장 같은 거로 의미를 달하는 것을 말하고 반언어는 어조,성량 같은 걸로 의미

를 달하는 것을 말하죠.여기 나오는 ‘소리의 길이’도 다른 말로 하면 반언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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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의미를 달한다는 거죠.길게 내느냐,짧게 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

잖아요.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음운입니다.‘곰,놈’의 의미 차이를 가져 오는 ‘ㄱ,

ㄴ’이 각각 음운이듯이,‘밤,밤:’의 차이가 나게 하는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한

종류입니다.[㉰-UK-음운 체계-5]

문장의 짜임 단원에서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의 종속 을 부사 로도 볼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 둔 은 7차 문법 교과서의 획기 인 변화 하나인데,주지하듯이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 생 사나 ‘-게,-도록’이 표지로 기능하는 겹문장만을

부사 로 처리했던 것과는 비되는 지 이다82).물론,7차의 변화된 은83)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직 으로 시되지만,교과서에서는 암시 으로 노출되거나84)탐구

과제로 이러한 을 구 한다는 에서,이 지 에 한 주목 역시 문법 개념 간

계 구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주목한 연결소로 볼 여지가 있다.(66)에서 이러한 양상

이 확인되는데,해당 학습자는 참조 자료로 제공되었던 교과서의 조직 방식과는 다르

게 등하게 이어진문장,종속 으로 이어진문장,부사 로 안은문장,명사 로 안은문

82)최근의 한국어 통사론에서는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졌

다는 에서(이선웅,2012:277)이러한 변화는 학문 문법의 변화 결과를 수용한 것일진 학습자

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탐색하게 해야 하기에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종속 과 부사 을 둘러싼 국어학 논쟁은 이익섭(2003)에서 집약 으로

다루는데,다음의 진술에서 의 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종속 이 따로 있고 그와 별개로,그와 등한 층 에 명사 이

나 형사 부사 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부사 이란 달리 말하면 부사

종속 이다.어떤 이 부사 이라면 그것은 종속 이다.종속 이 상 어이므로 그 하 어인 부

사 은 자동 으로 종속 을 함의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을 두고 그것이 부사

인지 종속 인지를 가리지 못해 고심을 해 왔고,이 은 부사 로 보내고 은 종속 로 보

내노라고 힘든 결정을 발표하는 따 의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익섭,2003:37).

83)한편,의미 으로도 종속 과 부사 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 근(2004)에서 제기되었으며,

최근 김억조(2014)에서는 인지언어학의 ‘배경- 경’개념을 토 로 둘 사이의 의미 차이를 변별

한바 있다. 컨 ,‘바람이 부니 날씨가 춥다.’와 ‘날씨가 바람이 부니 춥다.’는 경화되는 내용

이 다르다는 에서 의미 차이를 지니며 이를 학교 문법에서도 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는 종속 속문의 모든 선행 을 내포문의 부사 로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도(김태엽,

2009)나타난다.

84)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의 앞 (소 종속 )을 부사 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여 결국 종속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하 다(201쪽).’라고 기술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길이 비가 와서 질다.’의 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아)서’와 같은 종속

연결 어미로 된 들은 부사 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164쪽).”나 ‘국어에서 종속 연결 어미

에 의하여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들은 부사 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168쪽).’정도로 기술하

여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어미에서만 이러한 이 반 된다고 오인할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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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순으로 겹문장의 체계를 구조화한다.㉮에서 시하듯이,동일한 문장을 종속

로 볼 수도,부사 로 볼 수도 있음을 연결 고리로 삼아 해당 문법 개념들의 계를 구

조화하기 함이다.즉,해당 학습자는 해당 개념의 비 형성으로 인해 자칫 구성상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일 상에 한 두 가지 명명’을 오히려 이어진문장

과 안은문장의 계를 구성하기 한 연결소로 삼는 것이다.

(66)자,이제까지는 종속 으로 이어진문장에 한 설명이었고,이제부터는 안은문장

입니다.안은문장은 하나의 이 문장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겹문장입니다.㉮책에는 명사 부터 되어 있는데,우리는 부사 부터 합

시다.그 이유는 조 있다가 나와요. 를 들어,거기 ‘길이 비가 와서 질다.’보

면,‘비가 오다’가 ‘질다’의 원인이지요.즉,‘비가 오다’ 체가 ‘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인 거 요.그래서 부사 로 안은문장이라고 부릅니다.여기서 잠깐,

치 빠른 사람들은 확인했겠지만 이 문장 아까도 나왔죠?종속 으로 이어진문

장에서,‘비가 와서 길이 질다.’했잖아요.이게 뭐야?순서만 바꾸었다고 하나는

이어진문장이고 하나는 안은문장이라고요?그러면 안 되겠죠?의미가 거의 비슷

한데.그래서 거기 그런 표 이 있는 겁니다.‘종속 연결 어미로 된 들은 부

사 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이 게.결론을 내리자면,종속 로 보아도 되

고 부사 로 보아도 된다는 겁니다.반드시 어느 한 쪽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안

됩니다.왜 안은문장에서 부사 을 먼 했는지 알겠지요?다음은 명사 입니다.

[㉰-US-문장의 짜임-5]

(2)단원 간의 개념 연결

엄 한 학문 을 견지하면 하나의 범주는 다른 범주와의 별을 통해 범주 내

에 속한 개념들의 조직 순서 방식이 결정된다.그러나 해당 학문의 지식의 구조가

빈약한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범주 간의 경계에 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여 오히려

보다 유연하게 범주를 넘나들면서 개념들 간의 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문법교육의 기획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연성을 어떻게 가치화하느냐에 따라 문

법 지식을 체 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 안목을 길러 수 있을 것인데,여기에서

는 그 맹아 요소로써 특정 언어 상에 해 서로 다른 단원에서 둘 이상의 개념으

로 명명되는 지 을 학습자들이 내면화하는지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 ,(67)은 고등학생들의 소집단 토의 일부인데,‘젓다’,‘사시다’라는 언어 자료

를 가지고 품사 단원의 규칙/불규칙 활용 개념을 구성하는 가운데 음운 변동 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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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개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즉,활용의 범주에서 해당 상은 규칙이냐 불

규칙이냐의 문제이지만 음운 변동의 에서는 ‘탈락’으로도 볼 수 있음을 의미화하

는 것이다.이를 통해,학습자들은 음운론의 ‘탈락’과 활용론의 ‘불규칙’ 일부를 등치

해 버리는 구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물론,최 에 학습자 D가 상정하 던 불규칙 활

용의 개별성이 이후의 토의 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음운 변동은 보편 규칙성으로 설

명 가능해야 한다는 85)’,‘교과서에서 음운 변동의 규칙 용을 받는 탈락 상은

규칙 활용으로 처리된다는 86)’을 온 히 구성해 내지는 못한다.그 지만,단순히 불

규칙 활용의 목록을 나열할 수 있는 학습자와 규칙/불규칙 활용을 음운 변동과 연계하

여 구조화할 수 있는 학습자가 이후의 학습에 질 인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측이 충

분히 가능하다.

(67)D:계속 .‘ㅅ’불규칙 활용이라는 건데,‘웃다’는 뒤에 어미 뭐가 오든 간에 계

속 ‘웃-’유지되는데 ‘젓다’는 ‘-어,-은’이런 거 만나면 ‘ㅅ’이 없어지지.유지

되려면 다 같이 유지되고 없어지려면 다 같이 없어져야지, 구만 없어지니까

이런 게 ‘ㅅ’불규칙이야.쉽지?

B: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특별히 없어지니까 불규칙?근데 이거는 때도 나온

거 같은데.(교과서를 찾아서)이거네,이거.없어지는 거.탈락.‘ㅅ’이 없어지

는 거니까 ‘ㅅ’탈락이니까 ‘ㅅ’불규칙.오 이.

C:그게 그거라고?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건?‘살시다’가 아니라 ‘사시다’이거는

‘ㄹ’탈락,‘ㄹ’불규칙 되는 거야?탈락이랑 불규칙이랑 같은 거야?

D:그 지 않나?‘ㅅ’없어지니까 ‘ㅅ’불규칙,‘ㄹ’없어지면 ‘ㄹ’불규칙.

E:근데 책에 없는데?그냥 빼 논 건가? 같이 없어지는데.선생님,이거도 불규

칙 하면 돼요?[㉱-HE-품사 2]

단어의 형성 단원에서는 ‘굴 사와 어미’,‘어근과 어간’의 변별 계를 이해하

85)학교 문법에서는 음운 변동이 아닌 형태론 불규칙 상으로 다루는 ‘ㅂ,ㄷ,ㅅ’불규칙 활용을,

생성 음운론에서는 기 형을 달리 상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컨 ,규칙 활용 용언 /묻-/

(埋)과 불규칙 활용 용언 /묻-/(問)을 두고 후자에 해서는 기 음소로 /d/를 상정하여 자의

/t/와는 상이한 활용을 겪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이 경우, 국어에서 음소의 자격

을 갖지 못하는 소리를 기 음소로 인정한다는 단 이 발생한다(이문규,2004:149).이에 해서

는 이문규(2004:146-152)에서 자세히 다룬다.

86)교과서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용언이 활용할 때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로 정의한다.물론,‘기본 형태’의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정

의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음운 변동의 탈락에 해당되는 용언들이 규칙 활용이라는 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학교 문법에서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변화되어 온 과정은 민 식(1991)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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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이 찰된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종 에는 노출되지 않았

던 굴 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해당 개념은 (68)과 같이 학습자들의 이해 과정

에서 인지 단 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도 (69)에서는 오히려 굴 사와 어

미가 동일 언어 상에 한 명명의 차이라는 을 부각하여 조어론 차원의 어근과

사의 결합과 굴 론 차원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사이의 범주 계를 공고하게

구성한다87).특히,어근과 어간은 형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 인 개념이면서도,용

어상의 유사성 때문에 학습자들이 흔히 정확한 변별을 어려워하는 개념들인데,‘굴

사=어미’라는 명명 차이 방식에 주목하여 이들 사이의 개념 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68)‘치솟다’의 ‘-다’는 ‘치-’와 마찬가지로 사이면서 동시에 문법 기능을 하는 어

미라는 뜻의 ‘굴 사’라고 제시했다.그리고 82쪽의 ‘맑다’에서는 ‘-다’를 문법

인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와 ‘종결 어미’로 제시하고 있다.결국,‘-다’

는 형식 형태소면서 종결 어미이고 굴 사라는 것인데,그냥 하나로 부르면

좋을 것이지 왔다갔다 설명을 하니까 악이 안 된다.하나로만 가르쳤으면 좋겠

다.[㉯-UK-단어 형성-3]

(69) 사에는 크게 생 사와 굴 사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지 생에

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고 하면 생 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굴 사는 뭐냐면 거기 보면 문법 기능을 하는 어미라고 되어 있습

니다.‘어미’가 나오면 짝을 지어 나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그게 바로 ‘어간’이

죠.‘가다,가고,가니,가서’에서 ‘가-’가 어간이고 나머지는 어미이죠.그럼, 생

사는?아까 사는 어디에 붙는다고 했죠?어근에 붙죠.어간이랑 어근이랑 이

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다른 겁니다.어근은 생 사랑 만나는 거고,

어간은 굴 사,즉 어미랑 만나는 겁니다.이 게 생 사,굴 사 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US-단어 형성-1]

문가들의 시각에서는 범주 경계가 명확한 개념들일지라도,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는 유사해 ‘보이는’언어 상에 해 어떠한 즈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특정 개념의

명명이 달라진다는 은 촘촘한 체계를 형성하는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런데 학습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지 을 연결소로 삼아 단

원 내와 단원 간 모두에서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이러한 양상을

87)논자에 따라서는, 사를 생 사와 굴 사로 구분하는 에 를 맞추어 어근과 어간을 포

하는 어기(語基)개념을 상정하기도 한다.어기,어간,어근의 개념과 련된 국어학 쟁 에

한 정리는 이선웅(2012:41-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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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따라서 문법 교육 내용을 실

체화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언어 상을 통해 명명의 차이에 주목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이를 연결소로 삼아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

성해 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소
부여 지

구성 범 주요 양상 분석 사례

유사 상의

명명 차이

단원 내
하나의 언어 상을 서로 다

르게 명명하는 방식에 주목

하여 개념 간 계 구성

▪소리의 길이≒운소≒반언어

▪종속 ≒부사

단원 간

▪음운 탈락≒불규칙 활용

▪굴 사≒어미

▪어근≒어간

[표 19]명명 차이 주목을 통한 개념 계 구성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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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 및 표상

: 단어 형성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장은 학 정합성을 근간으로 치 하게 개된 문가의 논리를 있는 그

로 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해석 을 취하여 지속

으로 생성한 논리가 문가의 그것과 교차하는 생동 공간이어야 한다.문법교육의

핵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은 여타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고정불변의 형태로 외

부에 존재하는 객 화된 상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맥락을 부여하여 인식 으

로 구성해 내어야 하는 조작 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문법 지식을 문법교육의 내

용으로 구 하는 일은 연구자의 문법 경험을 ‘그 로’제공하거나 이러한 문법 경

험을 단지 ‘국어를 사고의 상으로 삼아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명제 수 에서 규정

짓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남가 ,2007:368).이러한 상태는 지식 그 자체에 부여

되는 교조 지 에 따른 외재 정당화에만 부합할 뿐,교육과정 실 의 종착 인 동

시에 교육의 기획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지 경험 속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 인 존재로서의 학습자

를 문법교육 설계의 핵심 요인으로 격상하는 이러한 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학습

자가 외부에서 제공되는 문법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양상을 범주와 기제의

두 측면에서 세 하게 분석하 다.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구 한다는 것은 본질

으로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을 추동할 수 있도록 실천의 국면에서 문법 지식을

구성하여 제공한다는 의미이며,따라서 이 과정의 핵심 참조 지 은 학습자가 어떻게

문법 지식을 구성해 가는가의 실제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한된 조건과 틀 속에서 분석한 Ⅲ장의 학습자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상

그 자체를 그 로 내보이는 실 태일 뿐이어서 문법교육의 기획 설계의 측면에서는

낱낱의 실 태들을 실천 과정의 이론 거들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개개의 학습자

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법 지식의 구성 결과물을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문법교육

이론의 층 에서 근본 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교육 장면에서의 문법이어야 하고(김은

성,2012ㄷ:392),따라서 학습자들이 내보이는 산발 지식 구성의 양상과 무수한 시행

착오들을 보편의 수 에서 교육 으로 의미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Ⅲ장에서 문법 지식의 체계 인 이해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해의 과정이나 이

해를 통해 도달한 앎의 수 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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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가 ,2012:4),연구자의 타당한 해석을 동반한 귀납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

법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도출해 낸 것은 이 때문이다.즉,교육의 국면에서 학습자

를 심에 두는 일은 단순히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

육 내용 자체가 학습자로부터 시발되어 이끌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을(Puchta

＆ Schratz,1993:3)염두에 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양상화한 결과를 토 로 교육 내용의 구 기

제들을 추출하기 해서는 이를 이론의 층 로 정련화할 수 있어야 한다.민병곤(2005)

에서는 교과 교육의 이론화 층 를 ‘철학 층 ,이론 층 ,분석 층 ,경험 층

,실용 층 ’로 계화하고,이 이론 층 에서는 철학과 실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여,복합 인 상을 단순화하기 한 교육

처치의 의의를 밝힌다.즉,구체 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념 수 의 사고 체계이기

는 하지만(최 섭 외,2002:46),모형은 복잡한 상을 단순화하거나 인지 가능한 형태

로 재구성함으로써(민병곤,2005:314)교육 실천의 도식을 그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를 바탕으로,Ⅳ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산출물을 숙련가들의 문법 지식 구

성 결과물에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교육 내용 실체화의 실천 이고도 이론 인 요인

들로 환류하기 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구체 으로,‘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문

법 지식을 상으로 어떠한 층 에서 무엇을 기제로 삼아 교육 내용을 구 할 것인가

의 논리를 실천 모형의 수 에서 고안하는 것이 Ⅳ장의 목표이다.이때,학습자의 실제

사례들에서 추출한 요인들을 정련하여 마련하고자 하는 형(金型)은 모든 교육 맥

락에서 고정 인 상을 지니는 확고한 틀이 아니라 실천 이론을 정립하는 데 유용

한 지 에 한 포착 과정을 보여 주는 일종의 잠재태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1).

1.교육 내용 구 의 기 층

김은성(2012ㄴ),이 희(2013)에서는 문법교육 실천의 이론화를 지향하기 한 일환

으로 ‘교육 내용화’라는 개념을 상정한다.그런데 해당 개념이 생경한 것은 아니

1)문법교육 이론의 정립을 한 연구는 교육의 실 태를 상으로 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많은 실 태들을 통할 수 있는 잠재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일과(一過)로서의 실 태들

은 측 불가능한 변수와 맥락들로 가득하여 모든 실 태들을 통어하는 이론의 정립은 실 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주세형(2014:679)에서 처방은 궁극 으로는 특수한 맥락에서의 단 행

이므로 실천가가 처한 맥락에 부합하는 처방을 이론의 층 에서 내려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언명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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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김은성(2012ㄴ:84-85)에서 정의하듯 교육 내용화가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한 것을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가까지를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할 때,특정한 언어 상을 문법교육의 장으로 포섭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교수 결

정(pedagogicaldecision)을 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다수의 문법교육 논의는 실상

교육 내용화를 실 하기 한 다양한 부면들일 것이다.그러나 이 희(2013:36)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많은 것을 포 하는 학 개념은 오히려 세 화하여 논의하기에는

난 을 지니기 쉬워, 지 않은 논의들에서 교육 내용화를 지향하면서도 그 층 를 엄

히 경계 지어 다루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다시 말해,학습자들이 직 으로

면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다는 것의 교육 의미와 방향에 해 세분화

된 숙고와 근이 충분하지 못하여,교수․학습의 실제성을 반 하여 교육 내용을 구

체화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문법교육학의 실천 이론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의 문

법 교육 내용화의 상이 온당하게 확보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르칠 내용의 선정과 체계화만을 이론의 역할로 간주하고2)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실천의 몫으로 남기는 이분화된 인식이 암묵 으로 공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교육 내용의 실체화라는 표피 상에만 매몰

하게 하여 자칫 특정 교실 장면에 즉각 으로 투입 가능한 모종의 결과물 산출만을 교

육 내용화에 한 모색으로 간주하게 할 우려가 크다. 술하 듯이,‘학습자의 홍미

제고나 동기 유발을 한 활동의 개발’이나 ‘언어사용의 실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

의 발굴’정도의 증 ( 症的)방식을 문법 교육 내용화로 섣불리 치환하는 소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이러한 근은 실행가의 개인 인 경험이나 주 인

단에 의존하여 개별 이며 일회 으로 개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교육 경험

과 단을 언어 형태를 명징하게 갖춘 이론으로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다3).단 하나의 실천만을 논의할 뿐 더 많은 실천에 한 통찰을 주지 못하는 연구는

2)물론 문법교육 실천의 국면에서 이론을 정립하기 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 인 것이 모형의 수 에서 문법 교수․학습의 개 과정을 유형화하는 작업일 것인데,

다만 교육 내용 자체의 속성과 무 하게 일반의 수 에서 다양한 모형들을 나열하는 일은 교수․

학습의 장면을 분 으로 계화하는 데는 구조 틀을 제공해 지언정 내용과 결합된 방법으

로서의 이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을 상기하고자 한다.실상,교수․학습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론에 응하는 실천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지도 방법만을 뜻하는 개념으로

도 사용되는(한국어교육학회 편,2005:223)다의성을 띠어 그 층 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수업은 교육 방법의 문제이며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단순히 등치시켜 온 그간

의 경향을 개신하기 어렵다(주세형,2008ㄴ:74).

3)주세형(2014:664-666)에서는 이돈희(1993)의 논의를 토 로 이론의 핵심 속성으로 이론은 언어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의미 혹은 체제이어야 한다는 ,이론을 사물,실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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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한 의미에서 실천 이지 못하기(주세형,2011:51-52)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체계화는 이론이,선정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실체

화하는가의 문제는 실천이 담당한다는 이분법 인식을 경계하고 후자 역시 이론의 층

에서 기획되어야 함을 부각하고자 한다.선정한 내용을 어떻게 학습자와 만나게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다시 가르칠 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순환 메시지를 던진다는

에서(제민경,2012:178),둘 사이를 별개의 역으로 구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

러한 의도를 가지고 본고에서는 김은성(2012ㄴ),이 희(2013)에서 상정하 던 ‘교육

내용화’라는 실천의 이론화를 한 개념 교육 내용의 구 층 에 을 두어 논의

를 개하고자 한다.이를 통해,실천의 맥락을 섣불리 이론 인 틀로 재단하려 하거나

이론을 실천의 즉각성에 비추어 평가하는 방식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정합 계가

아니라는(부성희,2008:177) 제 아래 실천 이론화를 지향하되,둘 사이의 간극을 좁

히기 해 실천이 매개된 간 층 의 이론을 두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그간

이론이 여되지 않는 실천의 역으로만 간주해 온 교육 내용 구 의 문제를 이론의

층 에서 탐색하여 무수히 발산되는 실천상의 맥락들을 수렴 으로 측하고 각각의

상황에 탄력 으로 처할 수 있는 원형을 마련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표이다.

이를 해서는,실행 패러다임의 지향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 지식을 근간으로

처방책을 진술하는 방향의 구 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주세형,2014:679).즉,특정 문

법 지식에 한 모종의 교육 구체물을 구안하는 일을 문법 교육 내용의 구 실제로

단순화하여 제시하지는 않고자 한다.그보다는 교육 내용의 실체화라는 작업을 범

하게 매개하고 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이론화의 실천 거들로 환

류하고자 한다.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할 수 있도록 문법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여

제공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교육 내용화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다시

말해,교육 내용화는 학습자가 지식과 경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 으로 개발된 지식과 경험의 재구조화에 부여되는 구체상임을 감안하여

(Tanner＆ Tanner,1980:43),어떠한 장치를 통해 문법 개념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

가,그 게 배열된 문법 개념들을 어떠한 실체를 통해 드러낼 것인가의 보다 근원 인

국면에 삼투되는 교육 내용의 구 기제들을 체계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 상황 그 자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라는 을 제시한다.이 언어에

의해 구축되는 이론의 속성은 나머지들을 함의하는 근본 인 속성으로,모든 이론의 기본 제이

다.이때,이론은 추상 표 으로 실제와 분리시킴으로서 그 힘이 발생한다는 에서(이돈희,

1993:89),실천상의 직 이나 경험지 역시 기호 과정을 거쳐 추상 표 으로 의미화할 경우에

만 이론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행 의 결과물이 곧 이론이다(주세형,20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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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육 내용 구 의 기

지나치게 추상 인 학계의 언어와 지나치게 구체 인 교사의 언어가 서로 화되어

만나는 간 지 의 이론 층 를 확보하기(주세형,2011:37-38) 한 일환으로서의

문법 교육 내용의 구 문제를 입론하기 해서는 우선 무엇을 가늠자로 삼아 교육 내

용의 실체를 형성하여 갈 것인지의 기 을 세워야 한다.그간의 논의에서도 지속 으

로 거론되었듯이,학문 문법의 요약 간결화만이 그 기 으로 작용해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화 방향이 정합 으로 정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미경(2008:198-199)은,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해 논리 으로 선행되어

야 하는 개념 혹은 원리들을 앞세우는 방식을 ‘논리 순서’로,학습자의 질문이 발

되어 가는 계열을 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교육 순서’로 구분하

고,그간의 교과 교육에서는 후자와 무 하게 자만을 교육 내용 구 의 기 으로 삼

아 왔음을 비 한다.그 결과로 학습자가 지니는 ‘나름의 지식 체계,인지 구조’등과는

련이 없게 처음부터 체계 으로 짜인 형태로 최종 산물로서의 지식 체계 자체가 교

육 내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형성하는 논리는 때로는

교육 내용 자체의 학문 논리와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후자만이 교육 내용을 실체화

하는 과정의 유일한 기 으로 작용하는 상을 문제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 이 듀이(Dewey,1938)에서도 확인되는데,그는 지식은 개인의 지

속 이고도 사회 인 경험,즉 ‘하나의 온 한 경험’을 통해 지속 으로 구성되고 재구

성됨을 강조하면서도,그러한 경험을 ‘논리 측면’과 ‘심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둘

사이의 계를 탐색한다4). 자는 문가 는 교사에게 이해되는 상태로서의 교과를,

후자는 학습자의 마음속에 발달되어 가는 과정의 교과를 가리키며,학습자가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은 곧 그 심리 측면이 논리 측면에 근 내지 일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박재문,1998:11).이때,논리 인 에서의 경험은 경험을 통하여 이룩한 결

과와 그 결과를 낳기까지 밟았던 과정들을 분리하여 자의 최종 결과만을 요약 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교과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심리 측면

4)듀이(Dewey)는 완성된 지도와 탐험가의 여행에 한 비유를 통해 둘 사이의 계를 설명한다.탐

험가는 새로운 지역을 탐험할 때 비록 그 지역의 지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하고,여기 기 헤매면서 길을 찾아가며 그 과정을 메모로 남겨 놓는데,완성된 지도

는 이러한 경험들이 완료된 뒤에야 만들어진 체계라는 것이다.이때,지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지역을 탐험하는 직 인 경험을 신할 수는 없다.지도는 이 의 경험들을 요약해 놓은 것

이며 일정한 시각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여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다(박철홍,2002: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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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강 석,2006:165-166),따라서 교과를 경험하여 경험을 연속

으로 재구성하는 학습자를 지향하기 해서는 교육 내용들을 학습자가 심리 으로 경

험화할 수 있도록 교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 내용을 구 하기 한 참조 기 을 교육 내용 자체의 내재 속성과 이를 면

하는 학습자의 인식 속성의 양 축으로 정립하는 이러한 논의는 문법교육의 국면에

서는 이성 (1998)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이성 (1998:204-211)은 국어학자들이 문

법을 연구하는 것과 학습자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본질 으로 다르지 않다는

아래5),문법교육은 학습자들이 언어로 표 하고 표 된 언어를 이해할 때 작용하는 내

재된 문법 능력을 가르치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에 해 학자들이 연구하여 기술한 내

용을 가르치는 일로 악하고 문법 학습 상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한다.

문법 능력 → 학자 → 문법 기술1

문법 능력
→

←
학생

→

←

문법 기술3

문법 기술2

(학문 상)

(학습 상)

[그림 1]문법 학습 상의 구조(이성 ,1998:210)

[그림 1]에 따르면,학문 상의 층 에서는 ‘㉮ 문법 능력 → 학자 → 문법 기술1’과

같이 문가들이 모어 화자들의 문법 능력을 상화하여 연구한 결과로 해당 언어의

구조와 규칙에 한 기술,곧 문법 기술1이 산출된다.문법 학습의 층 에서는 먼 ㉮

의 역방향으로 ‘㉯ 문법 기술2→ 학습자 → 문법 능력’의 구조를 띠는데,이는 통

인 문법 학습으로써 학자들이 산출한 문법 기술2를 학습하여 언어의 구조와 규칙에

해 알고 이에 부합하는 언어생활을 하기 한 문법 능력을 형성한다는 논리이다.

5)이른바 학문 심 교육과정을 주창한 루 (Bruner)의 ‘어느 수 에서의 학습자는 바로 그 수

에서의 해당 학문의 학자이다.’라는 언명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즉,학자들이 해당 학문 분

야를 연구할 때 동원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핵심 아이디어’등은 학습자들이 련 상을 이

해할 때에도 그 로 ‘활용’된다는 에서,학습은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가 수행하는 활동과 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컨 ,김진호(2005)의 논문 제목 자체가 ‘수학자가 수학을 탐구하듯이 학

습자도 수학을 탐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라는 에서도 이러한 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문법

교육에서는 문법교육의 무용론의 핵심 논거로 쓰이는 ‘작은 국어학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습자

를 길러 왔다는 김은성(2005:349)의 비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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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법 능력 → 학습자 → 문법 기술3’의 층 에서도 학습 상이 발생하는데,

모어 화자로써 학습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법 능력을 메타 으로 상화함으로

써6)학자의 결과물과는 수 과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법 기술3을 얻어 낼 수 있

다는 것이다7).

결국,문법 학습은 ㉯와 ㉰의 층 에서 ‘문법 능력,학습자,문법 기술’의 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되는,지속 이고도 반복 인 순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때,㉮의 학문 상 층 에서 생산된 문법 기술1은 ‘여 히 버릴 수 없는 문법

교육의 요한 한 축(이성 ,1998:208)’으로,㉯의 출발 지 인 문법 기술2를 교육 내용

으로 구 하기 한 거 틀이자 ㉮와 같은 방향으로 개되는 ㉰의 과정 결과를

조회하기 한 참조 기 으로 작용한다8). 한,이성 (1998)은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법 능력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문법 학습 과정에서 작

용하는 학습자들의 심리 특성은 어떠한지,문법 기술1과 문법 기술3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등에 주목한다는 에서 문법 학습자 역시 문법교육을 설계하기 한 핵심

기 으로 상정한다.

문법 학습 상을 정교하게 층 화하는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결국 본고에서

문법 지식을 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 하는 과업은 문법 기술2의 층 에서 구체화된

다9).문법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언어 상을 상 그

6)그런데 이성 (1998)에서는 문법 기술의 범주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각 층 에서 작용하는 양상에

해서는 논의하면서도 ‘문법 능력’에 해서는 정교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컨 ,㉮와 ㉰

의 층 에서 메타 상으로 삼는 ‘문법 능력’과 ㉯ 층 에서 문법 학습의 결과로 형성된 ‘문법

능력’은 동질 이지 않다. 자는 촘스키 식의 모어 화자의 고정되고 생득 인 ‘언어 능력

(linguisticcompetence)’임에 비해 후자는 후천 학습을 통해 신장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한,학습자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 층 에서 문법 기술3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도 인지

사고력으로서의 문법 능력이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때의 능력은 ㉯ 층 에서 형성된 문법 능력과

변별 인 속성을 지닌다.

7)심 택(2007:252)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주는 첫 번째 시사 을 문법 상의 구분과 문법 기술의

개념을 분화함으로써 문법교육 무용론과 같은 부 한 논의를 단하고 생산 인 교수․학습 방

법을 설계할 토 를 마련해 주었다는 에서 찾는다.다시 말해,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천이 생산

이지 못했던 원인으로 이질 인 층 에서 작동하는 개념을 오 하여 학문 상을 학습 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던 행을 지 하는 것이다.

8)심 택(2007:253)은 이성 (1998)에서는 ㉮를 제외하고 ㉯와 ㉰만을 문법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나

㉮ 역시 교육 으로 가공만 하면 ‘탐구 학습 방법’으로 실체화될 수 있음을 지 한다.그러나 이

성 (1998)에서는 이미 ㉰를 통해 이미 탐구 학습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는 문법 학

습 과정의 참조 으로 작동한다는 에서 이러한 지 은 타당하지 않다.

9)후술하겠지만,이때의 기술(記述)은 비단 통 인 방식의 ‘설명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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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아닌 문법 상으로 추상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반 된 자료

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문법을 학습의 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한 문법 상에 근할 수 있는 방법을(이성 ,1998:212)체득할 수 있도록 문

법 기술2를 실체화하는 일이 곧 문법 교육 내용의 구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 1]에서 학문 상에서 학습 상으로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에 주

목할 때,문법 기술2는 학자의 연구 결과물인 문법 기술1과 깊은 연 성을 지닌다.다

만,이제까지 ‘문법 기술1→ 문법 기술2’의 환 과정에서 ‘학문 정합성과 요약 간

결화’만이 유일한 요인으로 개재되어 왔다는 이 문제 던 것이다.물론,㉯의 문법

학습은 문법 개념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심으로 설명 체계의 논리를 세워서

가장 설명력 높게 설명하는 메타 이고 학문 정향 인 활동이라는 에서(김은성,

2013:84) 문가들의 표 방식과 논리 사고 방식을 함축한 문법 기술1은 그 자체로

문법 기술2의 생성 과정에 요한 향을 미친다.그 지만 문법 기술1의 학문 논리만

이 교육 내용 구 의 지배 인 기 으로 향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은 비활성 이고 압제된 지식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본고에서 문법 기술3에

서10)문법 기술2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역시 교육 내용 구 의 핵심 기제로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즉,학문 엄 성이나 교육 경제성을 넘어 ㉮와 깊이의 층 는

다르되 나름의 의미와 구조를 구성해 가는 ㉰의 학습자 역시 문법 기술2를 실체화하기

한 일차 인 참조 기 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간 미약하게 취 되었던 이

지 을 요한 거 틀로 삼을 때 문법교육이 갖는 교육 인 가치를 실 하기 한 최

선의 내용과 방법을 표상해 놓은 문법 기술이(이성 ,1998:215)문법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교육 문가는 논리 순서와 교육 순서를

히 결합하여 학습자의 지식 체계와 무 하지 않은 교육 내용(주세형․신호철,

개념을 암시 으로 내재하고 있는 언어 자료를 통해 문법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 역시 학습자

의 입장에서는 문법의 ‘기술’이기 때문이다.이성 (1998)에서 ㉰의 결과물 역시 문법 기술로 명

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10)문법 기술3역시 문법 기술1의 지배 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서는 학습자가 일련의 언어 자료를 해석하여 산출해 낸 문법 기술3역시 학자의 문법 기술1과

‘닮아 있을’것이기 때문이다.통상 탐구 학습을 축어 으로 수용하여 문법 기술1과는 무 한 창

발 인 문법 기술3을 생산해 낼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나,탐구 학습은 지식의 구조와 논리 으

로 련되어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것은 학문의 탐구 활동 그 자체라는 에서(강 석,2006:128)

그러한 문법 기술1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창발은 불가능하다.다만,문법 기술3을 강조하는

맥락은 지식의 구조가 학습자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심

리 구조와 일치하도록 하는(강 석,2006:130)방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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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4)’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아래,후자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으로,

자는 숙련가의 지식 구성 결과로 구체화하여 교육 내용 구 을 한 기 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1)원심력: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

주지하듯이,학문 논리에 기반하여 형성된 문법 지식의 공고함은 이제까지 문법교육

의 심에 놓여 왔다.그 향으로,문법 지식 자체의 객 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그 다고 하여 문법교육의 기획 실천 과정에서 학습자 요인의 요

성이 간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모든 교육의 맥락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

야 할 변인이 바로 학습자라는 인식이 문법교육에서 역시 거듭 강조되어 문법교육의

개신에 한 탐색은 언제든 학습자로부터 출발해 왔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정된 학습자가 ‘그러할 것으로’ 측되는 ‘가상의 학습자’던 데 있다.

그간 문법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기 해 학습자에 주목해 온 방식은 크게 두 측면에

서 재고되어야 한다.첫째, 실 속 학습자들을 핍진하게 반 한 가상의 문법 학습자가

설정될 때 실제로 문법교육이 실행되는 국면에서 바로 용될 수 있는 실천력 높은 설

계가 가능함에도(김은성,2012ㄱ:8),학습자의 ‘실제성’을 정합 으로 상정하지 못해 왔

다.즉,‘실제의 문법 학습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해하고,

우리들이 의도한 문법교육 이론과 계획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다시 어떤 반응을 내보이는지에 한 면 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은

성,2012ㄱ:8).물론,여기에는 비가시 이고 추상성이 높은 문법 지식의 속성상 문법

학습자의 실제 학습 생태를 외 화하여 그려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 간여되었겠

지만,그보다는 학습자 요인을 어떻게 실제화하여 문법교육의 설계에 반 할 것인가에

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학습자의 실제’를 지나치게 소하게 다루어 온 것

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컨 ,문법 지식의 교수학 변환을 구체화하는 (1)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된다.해당 논의에서는 교수학 변환의 주요 경로 하나인 ‘맥락화’를 ‘다루는

지식을 학습자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정지은,2007:89)’하여 문의 실

제성을 높임으로써 맥락을 구체화하는 일로 의미화하는데,사실 쉐바야르(Chevallard,

1985)가 강조하는 맥락은 이러한 층 가 아니다.그는 학자가 해당 지식을 만났을 때의

상황 혹은 그러한 지식을 생성하기까지에 개재되는 수많은 요인들 간의 계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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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으로 보며,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맥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 으로 변환

하면 학습자와 학자 사이의 간 인 화가 가능해질 것으로서의 ‘맥락화’를 주창한

다11).따라서 맥락을 복원하여 높임법이라는 언어 상을 문법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

하는 국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의 실제는 ‘10 후반 모국어 화자 학습자는 하

게체나 하오체에 익숙하지 않음’의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그보다는 높임법

지식의 이해의 과정이나 그러한 이해를 통해 도달한 앎의 수 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구체화함으로써(남가 ,2012:4)학습자의 실제를 악하고 그러

한 실제가 학자가 최 에 경험했던 맥락과는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을 지니는지에 기

반하여 교수학 변환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맥락화’일 것이다.

(1)높임법의 경우 연령층에 따라 사용 양상에 큰 격차를 보인다.성인인 교사가 10 후

반의 학생들과 함께 높임법 지식을 다룰 때에 이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교사는 학

생들이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 범주인 높임법을 제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따라서 학생들의 언어 환경,신세 에 의한 언어 변화를 무시한 채 교사 자신이

속한 연령층의 높임법 사용을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정지은,2007:96).

문법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 학습자 요인을 피상 으로 투 하는 두 번째 문제

는 학습자가 지니는 다양한 부면들 어디에 을 두어 학습자를 읽어 낼 것인가를

명확하게 상정하지 않는 에서 찾을 수 있다12). 술하 듯이,그간의 학교 문법의 기

술 방식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체로 학문 정합성과 간결성을 심축으로 하여 학교

문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만 심을 두어 왔는데,여기에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

르겠지만 정확한 문법 지식을 최 한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 학습자의 문법 지식 학습

을 용이하게 해 수 있다는 믿음이 제되어 있는 듯하다(주세형,2008ㄱ:284).요컨

11)교수학 변환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국면에서 향을 미치

는 개념이어야 함에도,수업 략이나 기법의 모색 혹은 학습자 활동의 구안 정도의 측면에서

소하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짙어 해당 개념이 본질 으로 상정하는 ‘생생한 지식’을 되살리기

어렵게 한다.이 문제는 사실 교수학 변환이 ‘지식의 흐름’에만 과도한 방 을 두어 지식을

면하는 학습자를 본격 으로 상정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일 수 있는데,최 의 지식에 부착된

맥락을 있는 그 로 모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습자의 맥락으로 복원하기 해서는 학

습자가 지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실제 으로 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2)이러한 경향은 국어과 내 다른 역과 비교하여 문법교육 연구에서 ‘학습자를 통해 확보한 실제’

를 어떻게 연구 자료화하는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기능교육이나 문학교육 연구들은 개 학

습자의 수행 혹은 감상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 으로써 학습자의 재를 밝히고 그에 입각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차를 거침에 비해,문법교육 연구에서의 ‘학습자 자료’는 개 부정

실태를 문제 삼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과정’그 자체를 보여 주기 함이라도 암시 인 차원에

서 모어 화자의 직 인식 양태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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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

학생들에게 형태소에 한 이해 수

이나 태도를 기르기에 가장 효과

인 비유,은유,사례,시범,시뮬

이션,구체 보조물 등은 무엇인가?

▪실제 화에서 쓰이고 있는 문장과 단어를

시각 으로 제시한 자료,친숙한 읽기 자료

에서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

안한 활동 자료 등

[표 20]8학년 형태소에 한 PCK구안 시(송 정,2009:77-79)

,학습자가 특정 지식의 설명을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수 과 깊이

에 계없이 ‘정확하고 요약화된 기술’의 측면에서만 확인한다는 것이다.그 결과,학습

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해 가기 해 켜켜이 쌓아야 하는 과정들은 소거된 채,구성의

최종 결과물을 요약 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의 실체화가 진행되어 왔다.

반 로,체계와 구조를 갖춘 연결망으로 문법 지식을 면하는 경험을 시하면서도

그러한 경험 에 발 되는 학습자의 인식 수 과 양상을 면 하게 조명하지 않고,상

정 가능한 모든 지 에서 학습자를 교육 내용 구 의 시발 으로 삼는 방식도 학습자

의 실제성과는 거리가 멀다.즉,문법의 학습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

인을 특수화하여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의 수 에서 논의된 인지 학습 이론을

그 로 차용해 오는 일은 문법 지식과 학습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컨 ,송 정(2009)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최우선 목표로 하기 해

교사가 지녀야 하는 지식인 PCK를 문법교육에 ‘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 한 이

해’와 련된 지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데13),일부 지표들에서 학습자의 재를

악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 이거나 일반 이어서 교육 내용의 실체화에 실질

인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가시 표상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향성을 결정짓게 하

는 ㉮는 ‘실제 이고 친숙한 사례’의 수 에 머물며,㉯에서는 형태소에 한 학습자의

난개념(難槪念)이 구체 으로 밝 지지 않다 보니 ‘비교,차이,활동,연습’정도의 보편

인 차원에서 교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다. 한,학습자의 인지 수 에

한 고려인 ㉰는 ‘시각 , 각 근의 요구’로 치환되며 내용 제시의 깊이와 폭의

단 근거인 ㉱ 역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 을 넘어서지 못한다14).

13)송 정(2009:77-79)에서 ‘문법 수업의 목표 이해’,‘학습자 이해’,‘문법 교육 내용 지식’,‘교수․학

습 방법 용’의 네 항목으로 나 어 시한 것들 ‘학습자에 한 이해’로 분류되는 일부를 발

췌하여 정리한 것이다(기호 구분은 인용자).

14)2007개정 교육과정의 8학년 ‘(3)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의 성취 기 에서는 ‘형

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여 단어의 짜임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여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

하기’를 내용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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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추상 이라

고 생각하는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문장을 통해 단어,어 ,형태소의 같

은 측면과 다른 측면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

학생들로 하여 차이 을 인식하게 하는 것.

▪학생들에게 지식으로 설명하기보다 활동으

로 익힐 수 있도록 함.

▪다양한 형태소 구성 활동,분석 연습을 통해

개념 차이를 인식하게 함.

㉰ 학생들의 교수․학습 성향은 어떠한가?

▪7,8학년 학생들은 등학교 때와는 달리

각 학습 성향을 넘어서 일반 으로 모든

학습 성향을 포 할 수 있음.그러나 형태소

학습은 이론 으로 어려운 부분이므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각 , 각 근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학생 수 을 고려하여 형태소 지도

내용 수 을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가?

▪형태소에 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단어

형성법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우선 단어

와의 개념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

되어야 하고,단어의 짜임을 한 형태소 개

념에 한 이해가 분명해야 함.

문법 학습자를 문법교육 실행의 출발 으로 삼고자 하면서도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

는 과정에서는 이 듯 학습자 요인을 피상 으로만 투 해 온 한계의 이면에는 구성주

의라는 인식론 을 온 히 수용하지 못했던 문제가 자리한다.객 주의 통에

한 안 인식론으로 등장한 구성주의는 지식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하면서 동

시에 그러한 지식은 결국 인식 주체의 능동 구성으로 형성된다고 보는데,문법교육

에서 구성주의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 표상하여 개인의 경험

해석을 통해 구성해 가는 과정은(김신곤,1998:110)충분히 주목하지 못해 왔던 것

이다.그 결과,문법 지식의 에 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만들어 가

는 과정의 참여자이자 끊임없이 지식을 수정하고 확충해 감으로써 진 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인 학습자에게(이성 ,2001:60)주어지는 시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식의 개체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을 함축하는 구성주의에서는( 제아,2001:208)

근본 으로 학습자의 능동 인 인지 조작을 제한다.지식이란 개인이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구성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동 인 조작 과정이 없다면 지식

은 획득될 수 없기(허창범,1992:21)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구성주의는 지식을 감정이



-175-

이입되지 않는 찰에 의해 정신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통 인 객 인식

론에 의문을 제기한다(박 주,1998:279).즉,지식은 실재의 단순한 재 이나 모사가

아니어 인식 주체의 ‘마음속 지식’으로 구성되지 못한 지식은 더 이상 지식으로서의 가

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면 교육 설계의 국면에서는 학습자가 지식을 마음속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제들을 밝히고 이러한 기제들을 최 한 노출하여 교육 내용의 실체화를 꾀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인식의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 개재하는 구체 인 경험

의 조건들을 상정함으로써 실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루 (Bruner,1996)는 인

식 주체의 마음속의 의미 구성을 이끄는 기제로 ‘내러티 (narrative) 사고’를 제시하

여 이 문제에 근한다15).즉,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칩 정도로 간주하는 공학

이나 두뇌 속의 세포 조직으로만 악하는 으로는 어떠한 실제 처방책을 내 놓

아도 학습자의 구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인간이 매순간 하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식이자 인간이 의미를 만들기 해 사용하는 구성의

도구로 내러티 를 가치화하는(강 석 외 역,2009:321)것이다16).

사실, 루 (Bruner,1960)에서는 이미 학자의 학문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은

궁극 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 ‘지식의 구조’는 학습자의 내면 경험의 구

15) 루 (Bruner,1996)에서는 내러티 사고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지식을 조직하는

구조이며 교육의 과정에서 하나의 매개로 기능하는 사고 양식으로서의 속성을 구체화한다.

▪내러티 시간은 시계로 잰 물리 시간이 아니라 인간 으로 한 시간이며,의미가 부여

되는 시간의 구조를 지닌다.

▪내러티 는 불변의 원리가 아닌 개별 특수성을 다룬다.

▪내러티 는 행 에 잠재된 의도 상태의 이유를 찾으려 하며,그 이유는 사물의 규범의 틀

속에서 단되고 평가된다.

▪내러티 를 이해하는 방식은 유일하지 않고,해석학 구성을 상정한다.

▪내러티 는 철학이나 시 용어처럼 지식의 모호성을 보인다.

▪내러티 의 추진력과 그 가지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있다.

▪문화의 상호 교섭과 경쟁 속에 존재하는 내러티 는 본질 으로 충 가능성을 갖는다.

▪내러티 는 계속 으로 확장하여 역사를 구성한다.

16)논자에 따라,내러티 를 두고 ‘인물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사건을 시간의 계열성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롯’의 의미인 이야기(story)로 소화하기도(Lauritzen＆ Jaeger,1997)한다.폴킹호른

(Polkinghorne,1988)에서는 내러티 를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

여 각각의 개별 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로 악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야기의

인지 도식,결과로서의 이야기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루 에게 있어 내러티 란 의미 구성을

가능 하는 사고의 양식이어서 단순히 이야기로 치되기는 어렵다.란킨(Rankin,2002)은 이를

감안하여 ‘이야기 혹은 결과물로서의 내러티 ,사고 양식으로서의 내러티 ,소통으로서의 내러

티 ’로 내러티 의 층 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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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즉,교육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로서의 지식의 구조에는 교

과의 의미와 경험의 의미가 포 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이홍우,2006:50).그러나

해당 개념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때의 구조를 정 인 것으로 악하여 구조가 인식

주체와 격리되어 있는 독립 인 객 실체로 악하는 경향이 짙어졌다(이홍우 역,

1986:25-26).지식의 구조라는 말 그 자체의 언어 의미만을 두고 지식을 가르치되 이

를 구조화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로(허경철,1999:114),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발견해야

할 외부의 상으로 ‘지식의 구조’가 치부되었던 것이다.당연하게도 그는 이러한 경향

을 비 으로 인식하 는데,개념이 구에게나 고정된 의미를 가지며 외부의 객

인 상과 응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특정 수 의 지식의 구조만이 유일한 지식

의 구조로 락하기(강 석,2006:169)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그는 35년의 시간차를 두고17) 루 (Bruner,1996)를 통해 인간의

사고를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 사고로 구분하고, 자를 외부에 존재하는 객

세계를 논리 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고로,후자를 사고 주체인 인간의 의지에 의

해 의미를 구축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사고로 비교한다. 루 (Bruner,1960)에서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단순히 말하면 학문 그 자체이고 지식의 구조는 학문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을 보 기에 자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후자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

해 가는 과정에 작용하는 인지 기제를 강조한다는 에서 지식의 구조에 한

을 분명히 한다18).즉,지식의 구조는 인식 주체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객 실재가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구성 실재이며,이때 내

러티 사고는 이를 가능 하는,즉 지식을 구조되게 하는 인식 도식이라는 것이

다.내러티 자체가 사건이나 상들을 계 짓는 다양한 방식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

17)지식의 구조에 한 변화를 두고 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차이 을 밝힌 논의는 최 수

(2009)를 참조할 수 있다.

18) 루 (Bruner,1996)를 인용하면서 문법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와 규칙에 한 지식이라

는 만을 부각하여 문법 지식을 패러다임 사고와만 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잘못이

다.물론, 루 (Bruner,1996)에서는 문법 지식을 패러다임 사고를 필요로 하는 표 인 지

식으로 간주하 으나,어떠한 지식이든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 사고 하나만으로 구성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패러다임 사고는 실재에 한 객 인 진리가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

여 필연 으로 ‘발견’이 강조되고 개인의 감정,가치,경험 느낌,기억 등은 패러다임 사고 양

식이 추구하는 확실성을 괴하는 것으로서 무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나(소경희,2005:196),

술하 듯이 이는 ‘구성’의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지 이다.지식의 구조는 외부에 실재하

는 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이고 구성 인 인지 활동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최호근(2013:96)에서는 이를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 사고의 교호 작용으로

설명하는데,실상 루 가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 사고를 구분한 것은 후자를 주목하지

않음에 한 반향이었지 둘 사이는 엄 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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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방식의 내 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체로 나타내는 내러티 이기

(강 석,2006:278)때문이다.이 에서,구조는 ‘상을 구성하는 양식이나 그 결과물’

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 되어 있으면서 자율 으로 조

되는 체를 의미하며(김종우,2007:27-28)19),인식 주체의 조 을 가능 하는 기제

가 바로 내러티 인 것이다.

교수․학습의 상황에서는 내러티 사고가 더욱 강조되는데,교사가 자신의 지식

을 학습자에게 직 달하기만 하면 학습자들은 ‘내 인 공감’을 얻어 인격 인 동화

를 거칠 겨를이 없이 ‘언어 인 모방’만을 하게 되기(장상호,1998:107)때문이다.학습

자가 소화할 수 없는,학습자에게서 소외된 이러한 메마른 지식이 교육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어려움은 주지의 사실인데, 루 는 이를 극복하기 한 기제로 내러

티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즉,사태를 인식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틀로서 내러티

는 이제 학습을 구조화하는 기제이자 내면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강 석,

2006:172).사실,이 지 은 듀이(Dewey,1938)가 강조했던 교육 내용의 심리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20).듀이가 학습자의 경험에 내재한 교과의 내용에서 차 논리 이고 합

리 인 지식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로(엄태동 편역,2001:107)교과의 진보 조

직 방식을 논의하는 것도 결국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구체 이고 직 인 경험과의

련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듀이(Dewey,1938)의 심리화나 루 (Bruner,1996)의 내러티 사고는 공

히 인식 주체를 인식 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탈맥락 이고 인 진리를 추

구하는 기술 합리주의(technicalrationalism)를 통한 지식이 주 경험에 의한 지

식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비 한다.특히,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지식은 이미 객

으로 정해져 있어 교수를 통해 그 로 달 가능한 성질이 아니고,어떠한 지식이든

지 그것이 한 개인에게 유의미하게 내면화되기 해서는 그 지식을 개인 으로 경험하

는 것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장상호,1998:81).그 다면 이러한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19)김종우(2007:61)에서는 질베르 뒤랑의 ‘상형 구조’개념을 들어 구조 언어학과 구조 인류학에서

구조가 지닌 형식성을 비 한다.즉,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구조는 비어 있거나 닫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다.뒤랑이 ‘형식 인(formelle)’에 비하여 ‘상형 인

(figurative)’이라는 표 을 통해 구조를 수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때 ‘상형 ’은 ‘형상들,이

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하는’이라는 의미이다.이 게 볼 때,구조주의

는 구성주의와 립되는 철학이 아님을 알 수 있다.구조의 이러한 동 속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의 구성’은 구조주의에서도 핵심 제이기 때문이다.

20)타바(Taba,1962)는 구조에 한 능동 학습을 공유한다는 에서 루 와 듀이 논의의 핵심

은 이질 이지 않다고 언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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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 경험을 추동하기 해서는,즉 그들의 심리 구조와 일치하고 내러티 앎을

보장하기 해서는 어떻게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본고에서 그러할 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의 학습자가 아니라 실 속의 실제 학습자들

을 문법 지식의 구성자로 상정하고,어느 지 에서 인지 단 을 경험하는지,단일 문

법 개념을 어떻게 표상하여 구성하는지,문법 개념 간의 계에 어떠한 연결소를 부여

하여 구조화하는지를 세 하게 살핀 이유가 여기에 있다.즉,학습자가 내용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정신 인 조작 는 과정으로서의 학습 경험을(Taba,1962:265)질서화된

경험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으로 악하고 그 가운데 교육 실천으로 환 가능한 맹아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어떠한 학습 경험의 형태로 구

성하고 구 할 것인가를(남가 ,2012:5)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구심력:숙련가의 지식 구성 결과

인식 주체에 능동 유기체의 지 를 부여하여(심 택,2001:118)객 이고 완결된

형태의 지식이 아닌 진행형의 앎(knowing) 는 알아가는 과정을 심하는 구성주의

에서는,필연 으로 지식의 개별성 문제가 지 된다.지식은 보편 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다의 능동 이고 자발 인 인지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고 보기( 제아,2001:210)때문이다.특히,주체의 개체성을 극단 으로 강조함으로

써 탈근 시각을 견지하는 진 구성주의 견해(Glasersfeld,1995,1998)는21)세계

인식의 공통 기반을 부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데카르트 인 불안’속으로 몰아넣

는(김재춘,2000:2)과도한 상 주의로 흐를 우려가 크다.

더욱이,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가 축 해 온 지식을 어느 정도의 제한된 환경에서 체

계 으로 안내하고 조율해야 하는 교육의 국면에서는 측치 못하는 방향으로 발산되

는 학습자의 개별 구성‘들’을 있는 그 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지식이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잠정 이고 자의 인 설명 체계에 불과하다면 학습자가 인류의 지

통에 입문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이상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만희․김범기,

21) 진 구성주의를 단호하게 주장하는 학자로 래스팰드(Glasersfeld,1995,1998)가 표 이다.

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특수한 맥락’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보고(조용기,1998:4),피아제

(Piaget)의 발생 기원론을 해석하여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반성을 통해 행동 양식으로 획

득한 조작(operation)이며 이 조작은 주 이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언명한다.그런데 제아

(2001:212-213)는 피아제는 지식 주체의 개별 인 구성의 과정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일반화하

여 보편 인 지식 구성의 단계( 조작 → 구체 조작 → 형식 조작)를 상정한다는 에서 근

인 가치인 보편성이나 통일성과 그다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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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4).물론,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 인 교육에서 개인의 수동성을 지나치

게 강조한 것에 한 반작용으로 학습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가 등장하기는(김

재춘,2000:2)하 으나,성찰 사고가 없는 즉각 인 실제들을(강 석 외 역,2008:35)

학습자의 자율 이고 능동 인 구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 두는 것은

교육 본연의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특히,학습자의 구성 자체만이 강조될

경우,지식은 개별 학습자 학습 상황의 독특하고 고유한 맥락에 맞게 ‘빚어진’것이

어서(양미경,2008:149)인지 주체의 행동과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경험의 장에 부합

하기만 하면 구성의 결과물로서의 지식은 합성 혹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

다(Glaserfeld,1998:23).각 수 에서의 지식은 아무리 상 으로 불완 하더라도 주

체는 그것을 보호막으로 하여 세계를 경험한다는(양미경,2008:323)이러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교육 처치나 개입의 가능성이 원천 으로 쇄된다.

인식 주체의 개체성과 그가 구성한 지식의 개별 가치를 무한히 허용하는 이러한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식론이 다른 형태의 구성주의인 사회

구성주의이다.‘사회 ’이라는 수식에서 상 가능하듯이,사회 구성주의는 ‘사회 속

의 개인’에 주목한다.즉,인식 주체가 실을 구성해 나갈 때 필요한 제 조건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과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문화 인 향이어서(강인애,1999:5),

개인이 구성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한 결과물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22). 진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개인

구성 행 에 을 두어 실재란 바로 우리의 경험 세계라고 주장하는 반면,사회

구성주의는 집단 화에 을 두어 실재는 일상 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통을 유지하기 해 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즉 지식은 개인 으로 구성되지

만 사회 으로 재된다고(박 주,1998:279)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교육의 국면에도 유입되었는데,교육 실천의 과정에서 사회 재

와 조 을 실 한 표 인 양상은 간주 성(intersubjectivity)을 통해 객 성을 확보

하는 방식이다.즉,학습자 개인의 개체 활동을 거쳐 주 으로 구성한 지식의 결과

물에 해 다른 구성원들과 상함으로써 공동체 지식으로서의 객 성을 부여받는

다는 것이다.이때,주 성과 객 성의 연결 고리로 기능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언어

상호작용이며,수업의 국면에서는 토의․토론을 통한 조회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22)사회 상호작용의 내면화로 구성을 설명하는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 결정론의 성격을 부분

으로 함유하여 자칫 개체 특성과 개인의 능동 인 구성의 기제라는 구성주의의 독특한 특성

을 잃을 험도 있다( 제아,2001:216).최 환(1998:46)에서 역시 사회 구성주의는 이름이 구

성주의일 뿐이지 구성주의의 본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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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 의 객 화를 한 사회 조회를 ‘교사-학습자’,‘학습자-학습자’간의 화

정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폭 좁게 해석한 결과이다23).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사회문화 상황이나 맥락을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소

하며,교실 구성원들 역시 소규모로 집단화된 개인일 뿐이어서 그 속에서 타당한 객

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지식이 형성되어 온 그리고 형성되어 가는 통시 이고 공시 인 맥락 체

속에서 사회 재와 조 기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즉,특정 교과로 포섭된 지식

들은 체로 해당 지식의 배경 학문이 지니는 언어 습,해당 학문의 목 ,해당 학

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등에 의해 맥락을 부여받는 사실에 주목하여 학

문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언어와 문제의식,해답의 기 등을 내면화함으로써(김만

희․김범기,2003:110)객 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24).개별 주체가 수행하는 해

석으로서의 지식 구성은 그 자체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이루어질 수는 없기(김

종우,2007:62)때문이다.궁극 으로,각 개인은 자신의 사고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구

성하고는 있지만 그 사고는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로부터 끊임없이 조 을 받는

다는(임성규,2001:13) 에서,사회문화 맥락과 무 하게 로 구성되는 지식은

상정되기 어렵다.즉,지식을 구성하는 개인 역시 이미 사회화된 개인이라는 것이다.

컨 ,특정 개인이 문법 지식을 ‘그 게’구성한 데에는 이미 해당 지식이 학문 으

로 소통되는 방식,즉 국어학자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이 직간 으로 반 되어 있다

는 것이다.요컨 ,지식의 구성은 인식 주체 개인의 논리 인 활동인 동시에 해당 지

식에 착된 학문 맥락에 조회하는 사회 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지식의 개별 이고 주 인 구성을 강조하면서도 견습자들

이 선학에 한 찰과 모방을 핵심으로 하는 인지 도제(cognitiveapprenticeship)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25).즉,맥락 속의 구성이 학습의 필

23)이종일(1998:73)에서는 진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를 서로 립되는 으로 보지 않는

다.다만,후자는 자가 놓쳤던 지식의 사회 기원 상을 보완한 것으로 양자는 발 계기

계에 있는 것으로 악한다.교육의 에서 요구되는 구성주의는 이러한 입장일 것이다.

24)기본 으로 사회 구성주의는 인지의 발달은 사회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진다고 보았

던 비고츠키에서 출발한다.구성주의 시각에서 비고츠키의 핵심 개념인 ‘내면화’와 ‘근 발달

역’을 재해석한 논의로 김재춘(2000)을 참조할 수 있다.

25)스노우맨과 바이럴(Snowman＆ Biehler,2000)에서는 구성주의가 학습의 효과를 이루기 해서

는 ‘인지 도제 이론,상황 학습 이론,인지 유연성의 원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수업의 국면에서 인지 도제 이론은 학습자들을 복잡한 상황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발견

하고 해결하게 하고자 할 때,유능한 동료나 교사가 제시하는 시범,암시,발문,주장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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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라고 할 때,학습자에게 문 실행의 문화를(권성기․임청환 역,2000:61)맥

락으로 제시하여 해당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언어와 행동의 양식에 맞추어 지식을 구

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처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객 성을 확보하기 해 인식 주체가 형성하는 조회 지

은 해당 지식을 문 으로 다루는 숙련가들의 사고 양식이다.특정 교과의 교육 내

용은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가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고유한 방법론을 가지고 수행하

는 일련의 활동과 같은 구조를 띠어야 한다고 천명한 루 (Bruner,1996)는 이를 ‘문

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그는 루 (Bruner,1960)에서 상정하 던 지식의 구조를

두고 단일의 실재를 가정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간의 앎의 과정을 간과하고 지식의 생

성 본질이나 다원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 을 반박하면서(강 석,2004:59)

문화가 개별 주체의 구성을 수렴하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구한다.즉,‘지식

의 구조’라는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은 내러티 (narrative)를 통해 실재를 구성하는

일이며,이러한 내러티 구성은 인간의 역사를 반 하는 문화의 도구들을 통해 이

루어지는 문화 속의 구성이라는 것이다(Bruner,1996:13-42).문화 속에서의 삶의 방식

은 공유된 의미와 개념에 의존하는데,이 과정에서 인간은 의미와 해석상의 차이 을

화하고 상하기 해서 공유된 담론의 양식에 의존하기(강 석,2004:58)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학문의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하고자 할 때,해당 지식을 지식‘답

게’다루는 숙련가 역시 원심력을 띠어 발산하는 개별 학습자들의 조야한 지식 구성을

포집하기 한 교육 내용 구 의 기 으로 상정되어야 한다.특히,학습자들이 각 학문

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수 은 다르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박

재문,1998:6)보는 에서는 숙련가의 지식 구성 결과물이나 구성 방식에 동화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

먼 ,표피 으로는 숙련가가 구성해 놓은 지식의 결과물 자체가 교육 내용 구 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지식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형식을 지니고 있어 각 지식

의 형식마다 그에 특수한 일련의 진리 개념과 차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김신곤,

1998:104),숙련가들이 밝 놓은 지식 형식마다의 심 개념과 논리 구조는 그 자체로

학습자들의 구성 과정에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숙련가들이

기술해 놓은 결과물을 조회 지 으로 삼아 문 용어와 표 방식,각각의 개념들을

계화시키는 양상 등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으로 구체화된다.구성주의 교수․학습 모델로서의 인지 도제 이론에 한 자세한 논의

는 강인애(1997:85-9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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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허스트(Hirst,1975)는 지식의 형성을 구분하는 거의 하나로 개념들의 계

망을 제시하여 특정 지식을 올바른 형식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곧 개념 구조의 망과 개

념들 사이의 논리 문법을 정당하게 이해한 상태임을 강조한다.이러한 구조 구성

과 련하여 학습자가 구성한 지식의 구조가 피상 이거나 추상 일 경우에는 학습자

에게 하게 구성된 조직을 제공하는 일(이경옥 역,2012:69)자체가 학습자의 흩어

지는 구성을 수렴하기 한 선제 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컨 ,개념과 개념 사

이, 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그리고 개념 명

제들 사이의 계망을 폭넓게 악하고 있는 상태의(허경철,1999:115)학습자를 지향

할 때,[그림 2]와 같이26)숙련가에 의해 구조화된 개념도를 제공하는 일이 교육 내용

구 의 한 방향이 된다.

후치

어간+어미

어간+종결어미

어간+ 성어미

어간+연결어미

체언+조사목 어+서술어

수식어+피수식어

[그림 2]한국어의 후치 특성(후방 심)에 한 지식 체계(김호정,2010:22)

사실,이러한 방식은 그간 문법교육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 내용 실체화의 표 인

양상이다.학문 문법의 결과물은 외부에서 투입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문법 학습의

출발 의 하나로서,그리고 문법 학습이 지향하는 도달 의 거로서의 의의를 지녀

문법 상에 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문법 학습의 순환 과정이 폭과 깊이를

더해 가며 용이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이성 ,1998:208)보아 왔던 것이

26)김호정(2010)에서는 제2언어 교육의 최종 지향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의 구성을 논의하 기에 본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컨 ,[그림 2]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속 으로 범하는 오류 사이의 공통성을 악하는 차원에서 체계화된 결과이다. 한,김호정

(2010)에서의 ‘변환’은 가르치기 한 지식의 재구성 혹은 표상 과정이 아닌 학습자의 자동화된

내용을 한 명시 지식의 암시 지식화에 해당한다.이에 따라,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부각되어야 하는 ‘의미화,구조화,내면화’의 개념이 기존의 교육 인식론에서의 논

의와 다소간 차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지식의 즉각 이고 자동화된 산출이 강조되는 제2

교육에서 역시 학습자가 지식을 인식하는 방식을 가치화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에서 본고의 논

의에 많은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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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습자가 지식의 조립식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할 때와 자신의 지식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세우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할 때를

구분하여(Cole,1992) 자의 경우에는 이 듯 언어 상 그 자체에 한 체계 인 기

술을 교육 내용으로 구 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이때에도 숙련가들이 체

계화해 놓은 결과물을 그 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구성 가능성을 최 한 확

보할 수 있는,즉 체계 이해를 돕기 한 장치나 기제들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숙련가에 의한 결과물 자체를 교육 내용 구 의 기 으로 삼는 이러한 방식

에 해 허경철(1999:108)은 특정의 지식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지식이 생성

된 과정,즉 그 지식의 외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수 인데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탐구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학문

의 결과,즉 지식을 그 자체로서 자명하고 결정 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 화되었

다고 비 한다.이때,지식의 ‘외 구조’는 슈왑(Schwab,1964;1978)에서 학문을 개념

과 탐구 방법을 가진 지식 체계로 보아 실체 구조(substantivestructure)와 구문

구조(syntaticalstructure)로 정의한 것 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과 역 안에서

지식임을 입증해 가는 방식을 의미한다.즉,앞서 살핀 결과물의 형식으로 체계화된 지

식은 교과의 배경 학문의 기본 개념과 원리가 조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지식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실체 구조임에 비해,구문 구조는 그러한 지식이 생성되기까지에

가해지는 논리 조작으로서의 탐구 구조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문에서 지식의 구조의 특성을 이와 같이 밝히고 교육에서 이러한 지식의 구

조를 정합 으로 다루기 해서는 자뿐 아니라 후자의 구조도 동시에 작동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즉,구조의 학습은 지식의 개념 체계(실체 구조)와 탐구 구조(구문 구

조)의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의 구조를 단순히 발견의 상으로 치부하

는 것은 후자를 배제한 결과라는 것이다27).요컨 ,지식 혹은 지식의 구조를 교육 내

용으로 실체화하고자 할 때,결과 산물로서의 지식 체계를 재 하는 일과 그러한 체

계가 형성되기까지 숙련가가 수행한 일련의 논리까지를 담아내는 일은 다른 논의

27)엄태동(1998:82-85)에서는 교육 인식론과 교육 인식론이라는 변별 개념을 통해 ‘교육 → 인

식론’이 아닌 ‘인식론 → 교육’의 방향을 취하는 이러한 방식을 비 한다.즉,교육 인식론이 지

식 자체의 성격을 논리 으로 분석하는 철학 탐구라면 교육 인식론은 교육의 과정에 내재되

어 있는 인식론 의의를 명시 으로 가치화하는 교육학 탐구라는 에서 후자를 지향해야 한

다는 것이다.구체 으로는 인식론 질문의 성격을 그것이 제기되는 교육 사태 속에서 규명하

는 근이(유한구,1998:25)요구된다는 것인데,본고 역시 이러한 지 의 타당성을 수용하면서도

교육 사태에서의 지식이 학문 사태에서의 그것과 연 무 하게 구성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학문 시각에서도 교육 내용 구 을 한 거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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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재의 지식 체계는 숙련가들이 수행한 활동의 산물이며 학습자들이 해당 지식

의 이면에 놓인 논리를 읽어 내게 하기 해서는 숙련가의 논리 역시 교육 내용으로서

의 실체를 띠어야 한다.지식을 산출하는 활동인 탐구의 과정에 구조가 있다면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의 과정에도,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에도 구조는 있기 마련

인데,교수․학습의 구조가 교육 내용의 구조와 다를 때 후자는 변질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허경철,1999:122)때문이다.

문법교육에서 역시 문법의 이론 자체가 아닌 이론화(theorize)의 과정을 교육 내용으

로 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교육 내용의 구 이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

하기 한 실행 층 의 지식 구성이라 할 때,숙련가의 지식 구성에 여되는 다단한

요인들을 교육 내용 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면,학습자들은 이를 인식의 틀이자 조회

지 으로 삼아 자신의 지식 구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 으로는,‘언어

상 그 자체에 한 기술’과 함께,숙련자가 언어 상을 두고 개해 나가는 논리 사

고의 양상을 문법 기술의 ‘방법론’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주세형,2008ㄱ:284).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 숙련가의 지식 구성 논리를 최 한 노출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 지니는 발산 역동성에 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 의 차이를 보이는 학습자들의 산발 구성을 특정 에서 최 의 상태

로 단되는 수 으로 수렴시키고자 하는 교육 의도를 교육 내용 구 과정에 투

할 때,숙련가가 지식을 엮어 나가는 논리의 체는 학습자와의 거리감이 필연 이다.

숙련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될 논리가 학습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경

우도 있을 것이며,반 로 숙련가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논리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수 에서는 그다지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상 가능하다.학습자의 재를

토 로 성장을 도모하기 한 설계가 요구되는 교육의 장에서 이를 결정하기 한

거는 역시 학습자에 놓일 것인데,이를 해서는 우선 주세형(2008ㄱ),제민경(2012)과

같이 숙련가들이 기술해 놓은 결과물에서 구성의 논리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요

목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를 거로 삼아 교육 내용의 실체화가 이루어져야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인식의 통로 역할을 문법교육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

이다.이후,학습자들의 주체 인 지식 구성 과정에서 숙련가의 다층 인 구성 논리

들 어떠한 요인들이 조회 지 으로 작용하는지를 미시 으로 찰하는 작업이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본고에서 경험 으로 숙련가의 논리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단되는 공 학생을 통해 연구 자료를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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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교육 내용 구 의 층

교육 내용을 실체화하는 일은 단순히 교실의 장면에 즉각 으로 투입 가능한 기법

차원의 방법론을 꾀하는 것을 넘어 문법 지식을 문법교육의 장으로 끌어 오는 국면

에서 범 하게 진행되어야 한다.이때,‘화(化)’라는 표 이 지니는 범 의 확장은 기

존의 인식을 환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구체상을 구안하기 한 틀로 삼기에는 다소

성 어서,‘화(化)’가 향을 미치는 층 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본

고에서는 ‘조직’과 ‘표상’의 두 층 에서 이 문제에 근하고자 한다.교육 내용으로서

의 실체를 갖추어 구 하는 과정의 근원에는 문법 개념 간의 계를 어떠한 조직의 논

리로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러한 논리를 확보한 개념들을 어떠한 장치에 실어 학

습자들이 면하는 직 실체로 표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자리하기28)때문이다.

이러한 층 구분은 Ⅲ장에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양상을 범주화한 결과와도

그 로 연동되는데,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기 해 연결소를 부여하는 양상은

조직 층 에 여되며,단일 개념 혹은 개념 간의 계를 표상의 변환이나 구조화로 가

시화하는 양상은 교육 내용 구 국면에서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층 로 실 된

다.다만,Ⅲ장에서는 이미 구 된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면하는 장면을 상정하 기

에 ‘표상 → 조직’의 순으로 범주화를 시도하 으나,Ⅳ장에서는 조직 층 를 표상 층

에 앞서 다룰 필요가 있다.가시 실체화로서의 표상 층 는 조직 층 라는 본질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정합 실체화가 가능하며,이러한 방향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

에서의 표상은 실체화된 교육 내용 내에 일정한 방향성이 소거되어,논리가 삭제된 결

과물로서의 문법 지식이 과연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각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주세형,2008ㄱ:300).

(1)교육 내용 조직의 층

문법 지식이 문법교육의 가장 핵심 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일련의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 문법 지식의 속성이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도 가장

근원 인 층 에서 향을 미침은 자명하다.그런데 교육 내용의 설정 차원에서 상

28)이 과정에서,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정도로 표상을 의미화할 경우 조직의 층 는 표상의 층

에 포섭된다.이는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 조직과 표상 사이의 순차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

러운 상이지만 본고에서는 ‘어떠한 언어 실체’로 드러낼 것인가의 의의 의미로 표상의 개

념을 상정하고자 한다.교육 내용 구 의 층 를 명확히 구분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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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분리와 분 은 불가피하다.문제는 이러한 분리와 분 이 상 자체가 지니는

총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인데,김명순(2007)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분리와 분 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구성 차원에서 총체성을 복구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지향 과 기 을 분명히 한다면 분리와 분 의 과정에서도

총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지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소를 부여하여 하나의

체계로 문법 개념들을 계화해 나가는지의 양상을 분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즉,‘조

직’을 단순히 선정된 교육 내용을 배치하는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는 섬세하고 실제 인 차원에서 실질 으로 작동하는 주요 층 로 상정하여 조직된

결과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문법 개념들을 배열

하는 방식과 개념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때,해당 문법 지식이 지니는 학 체계뿐 아니라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도 조직 층 의 참조 기 으로 기능해야 한다. 컨 ,문법 학습자가 보이는

(2)와 같은 지식 구성 과정상의 난 을 해소하기 해서는,문법 지식을 학습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 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인과 동시에 최 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요인 사이의 충돌의 문제를 넘어 어떠한 지향 과 기 을 두어 개념

사이의 계를 조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85쪽에서는 생 사를 두사와 미사로 나 고 있는데 미사가 앞에서 나왔

던 굴 사와 헷갈린다.굴 사를 설명하면서 로 들었던 것은 ‘치솟다’의

‘-다’인데,굴 사인 이유가 문법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사에

한 설명을 보면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뜻을 더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고 했다.‘높이’를 보면 형용사 어근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는데 ‘-이’가 문법

기능이 아닌 이유를 모르겠다.같은 맥락에서 ‘평화롭다’에 ‘-게’가 붙어 부사가

된 ‘평화롭게’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게’는 굴 사인데,‘-이’와 ‘-게’의 차이

를 모르겠다.[㉯-US-단어 형성-30]

그런데 교육 내용이 지니는 층 범 를 고려할 때 교육 내용 구 으로서의 조직

의 층 는 개념 수 의 이러한 계화 방식을 넘어 보다 거시 인 측면에서도 작동한

다.민 식(2002ㄴ:89)에서는 외 계화와 내 계화의 변별을 통해 이를 구분하는

데,즉 학교 이나 학년에 따라 교육 내용을 일정한 원리로 조직하는 거시 측면과 분

된 교육 내용 사이의 상하 계를 조직하는 미시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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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보다 실 인 측면을 고려하여,민병곤(2006:13-15)에서는 ‘성취 기 ’의 층

와 ‘내용 요소’의 층 로 이를 구분한다.물론,해당 논의는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

로서의 지식의 문제를 다루기에 ‘경험이나 활동의 구조를 반 하는 것으로 수행을 통

해서 표 되는 지식’과 ‘학문의 구조나 형식을 반 하는 것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지

식’으로 이를 구분하지만, 체로 ‘이해한다’의 측면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결정되는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문법 단 를 기 으로 한 촘촘한 개념 사이의 계가 이러한

층 구분의 체 인 기 으로 작용한다. 컨 ,‘품사의 개념,분류 기 ,특성을 이

해한다[2007개정-7학년-(3)].’와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2007개정-8학

년-(3)].’사이에 어떠한 논리를 부여하여 선후 계를 결정하고 두 범주 사이를 연결할

것인가는 성취 기 차원의 조직 문제라면,후자를 달성하기 해 ‘형태소, 사, 생

어,복합어’등의 개념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떠한 고리를 부여하여 연결할 것인가는

내용 요소 차원의 조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2)교육 내용 표상의 층

조직 층 를 거친 교육 내용들을 학습자들이 실제로 면할 수 있는 형태로 실체화

하기 해서는 언어화의 과정이 요구된다.어떠한 언어 장치에 실어 해당 교육 내용

들을 가시 으로 드러낼 것인가의 표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무엇을 가

르칠 것인가에 더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한 방법 지식을 교사 문성의 요인

으로 부각하는 PCK(Shulman,1986,1987)에서 학습자의 인지 수 과 방식을 고려하여

특정 지식을 변환하는 표상 략을 핵심으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슐만(Shulman)은

교육 내용 변환 과정의 일환으로 표상을 설명하며 그 구체 인 방식으로 유추,은유,

시,실연,시뮬 이션 등을 제시한다29).표상은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의 이해 수 에

맞게 변환하는 언어 략이며,다양한 방식으로 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내용의 변환을 단순히 실제 형태화 정도로 소하게 용할 경우,그

러한 변환의 이면에서 치열하게 교차되었던 일련의 논리들이 무화될 험이 높다.

컨 ,최웅환(2009ㄴ:335-337)에서는 실제 수업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변

환 과정에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환의 사례

29)이후, 슨(Wilson,1988)에서는 교사 문성의 핵심을 가르치기에 합하게 지식을 표상하는 능

력으로 보았으며,볼(Ball,1988)역시 PCK의 요한 실체로 표상(representation)의 형식을 강조

하며 PCK개념을 수정하여 ‘PCKr(PCKrepresentation)’을 주창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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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한다.즉,문법 지식 자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그 로 수용하고 문

장 성분에 한 지식을 교수하는 방법론 문제만을 다루는(최웅환,2009ㄴ:335)차원

에서의 변환을 다루는 것이다.구체 으로,(3)에서는 비유를 통해 ‘구성 요소’에 근

하기 한 표상의 사례를,(4)에서는 직 인 언어 상으로 이하여 문장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익힐 수 있게 하는 활동 표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3)사과를 반으로 잘라 단면을 살펴보자.사과는 껍질과 속,그리고 앙에 있는 씨

로 구성되어 있다.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은 몇몇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우

리가 쓰고 읽는,그리고 듣고 말하는 문장도 마찬가지이다.문장은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4)다음과 같은 방식의 문장을 더 만들어 보자.

놀람

⑥

어떤

④

어떤

④

어떻게

⑤

⇓ ⇓ ⇓

가/무엇이

①

구를/무엇을

②

어 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③

① +③:자유가 그립다. ① +② +③:소녀가 산길을 거닌다.

④ +① +③: 별이 빛난다. ① +⑤ +③:삽살개가 빨리 달린다.

그러나 방법으로서의 표상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다.만일,(3),(4)처럼 교육 내용을

표상하고자 한다면,그 이면에서는 문장 성분을 두고 개된 학문 지식의 형성 과정,

교육과정에서 문장 성분을 성취 기 화한 방식,교과서에서 문장 성분을 다루는 양상

등이 지속 으로 교차되고 조회되었어야 한다.이러한 이면의 논리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즉 방법 변환 이 의 내용 변환을 논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변

환의 실제 사례들을 열거하는 일은 실상 교육 내용 표상의 문성을 확보하는 일과는

무 할 공산이 크다.더구나 이러한 층 의 변환은 개 경험과 직 에 의존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론 층 에서 탐색하기 해서는 실제의 결과물들을 나열

하기보다는 그러한 변환에 개재되는 요인들,변환 결과의 타당성을 검하기 한 기

제들을 체계 으로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측 불가능하게 개되는 학

습자의 구성과 무수한 교실의 실제 맥락들에 처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의 상을 획

득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자의 이거나 추상 인 기제가 아닌 학습자가 구성 과정에서 보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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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략의 세 한 결을 통해 교육 내용 표상의 거 을 마련하고자 한다.즉,학습자들

이 단일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데 동원한 사례,비유,일상어의 측면,문법 개념 간의

계를 표상하는 데 활용한 구조 사례,구조 비유의 측면을 교육 내용 표상을 한

언어 장치로 구 하되,각각에 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목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하는가에 주목하여 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구체화하

고자 한다.지식 구성으로서의 이해는 직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을 통해

추론된 결론이라는 에서(강 석 외 역,2008:177),학습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론

을 개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 내용을 표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내용들을 실체화하기 한 이러한 층 의 표상에 더해 보다 거시 인

측면의 교육 내용 표상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지식은 구조화된 실체로서

텍스트를 지니며 텍스트 없이는 외 을 가지지 못하기(제민경,2012:176)때문이다.문

법교육의 실천 과정에서도 텍스트라는 일련의 실체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낱낱

의 문법은30)학습자의 외연에 존재하는 지식의 구조일 뿐(제민경,2012:175),학습자의

활동을 통해 발되고 구성되는 지식의 구조는 필연 으로 텍스트를 통해서만 상정될

수 있다.따라서 거시 층 의 표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의 구 을 근하고자 할 때

그 핵심은 어떠한 형식 실체로,즉 어떠한 텍스트로 ‘조직된’교육 내용을 담아낼 것

인가에 놓인다.구체 으로,담아낼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에서 확인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그 내용 요소를 얽어내기 한 내러티 ,담아 낼 공간의 분할과 주로 사용할

형식 장치들을 고려하는 등의 고민을 통해(김은성,2012ㄴ:115)어떠한 ‘그릇31)’을 학

습자에게 내보일 것인가를 탐색해야 한다.

특히,문법 교과의 경우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의 틀이 개화기 이후의 틀을 맹목 으

로 답습하여(성기철,2002:16),건조체의 설명 텍스트가 주를 이루며 문법 단원의 형

30)제민경(2012:175)에서는 이때의 ‘텍스트’의 층 를 층 으로 악한다.즉,단순히 결과물로서의

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국면에서 교사에 의해 구두로 산출되는 텍스트,학습자

가 머릿속에서 구두 성격을 지닌 채 생산하는 텍스트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다.이 듯,인식

인 텍스트를 상정할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결과물로서의 텍스트는 질 인 차이를 보일 수밖

에 없다.본고에서 ‘교육 내용 구 ’과 ‘지식 구성’을 등치하는 것과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1)김은성(2012ㄴ:85)에서는 이를 ‘요리’에 비유한다.즉,완성된 요리는 라이팬 안의 조리된 그 상

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그 요리와 어울리면서 그 요리를 먹을 사람에게 맞는 그릇을 골라

한 양을 고려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게 담기 한 고민이 곧 문법 교육 내용화라는 것이

다.다만,본고에서는 이러한 가공의 과정을 두 층 로 구분하고자 한다.재질이나 모양 등을 고

려하야 담아낼 그릇을 선택하는 과정이 형식 실체화라면,완성된 요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담

아내고 어떠한 장식들로 돋보이게 할 것인가의 내용 실체화 역시 미시 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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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型)에 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김은성,2012ㄴ:104)왔던 것

이 사실이다.오히려 문법 지식을 결과물의 형식으로 압축 으로 제시하는 성향이 강

하다 보니, 루 (Bruner,1960)가 지식 교육에 한 비 의 근거로 삼은 ‘지식의 표

층’,‘사실의 더미들’을 축약 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교육 내용의 실체화로 간주

하여 왔다.그러나 내용은 항상 특정 형식을 거쳐 실 되고 결국 형식은 내용의 일부이

기 때문에(이성만,2005:398)특정 교육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담아 낼 것인가의 문

제는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는 지 이다. 컨 ,동일한 교육 내용

에 해 (5)와 같은 설명문의 형식으로 표상한 경우와 (6)과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표

상한 경우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먼 ‘형태’에 따라 단어를 분류해 보자.형태란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의 모습

을 말한다.단어들 에는 문장에서 쓰일 때 모습이 변하는 것이 있고 그 지 않

은 것도 있다. 의 단어들 에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먹었

다’,‘붉구나’두 개이다.두 단어는 ‘먹고,먹으니,먹어서’,‘붉고,붉으니,붉어서’

등으로 쓰일 수 있다.[윤여탁 외(2010), 학교 국어 1-2]

(6)먼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언(用 )’부서의 ‘동사(動詞)’와 ‘형용사(形容詞)’형제

다.(… 략…)그 둘은 매우 닮아 있었다.둘은 늘 꼬리 같은 것을 달고 다니는데,

날마다 다른 색깔이다.모든 일의 동작과 상태에 응하려면 게 변화무 해야 하

나 하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말을 받아친 것은 ‘체언(體 )’부서의 ‘명사(名詞)’다.

(… 략…)“소신,만물의 이름을 장하는 ‘명사’이옵니다.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름

을 지니고 있을진 제가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가 담당하겠습니까.

하오니 제게 더 높은 품계를 내려 주시옵소서.”[이삼형 외(2010), 학교 국어 1-1]

(3)조직/표상 층 의 층성

본고에서 상정하는 ‘성취 기 /내용 요소 수 의 교육 내용 조직’,‘형식 /내용 실

체화로서의 교육 내용 표상’이라는 교육 내용의 구 층 는 기술의 편의상 일종의 단

계나 차로 간주되지만,실제의 실행 과정에는 각 층 가 층 구조를 이루어 상호

조회되는 가운데 최종 인 실체를 갖추게 된다. 컨 ,품사 체계 품사별 특성이라

는 교육 내용을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표상하는 (6)의 경우에도 각 품사를 특정한 성격

의 신하에 비유하는 지 에서부터 내용 실체화 층 의 표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세

부 으로는 용언의 활용과 어미를 각각 ‘날마다 다른 색깔’과 ‘꼬리 같은 것’으로 표상

하여 이야기 형식 안에 담아내고 있다. 한,보다 본질 으로 일반 인 설명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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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품사 단원에서 내용 요소의 계열을 ‘체언(명사 → 명사 → 수사)→ 계언

(조사)→ 용언(동사 → 형용사)→ ……’의 순으로 조직함에 비해,(6)에서는 ‘용언(동

사 → 형용사)→ 체언(명사)→ ……’의 순의 조직을 보인다.조직의 층 에서부터 모

종의 의도를 가지고 문법 개념들의 계열을 결정하는 것이다.이에 앞서,해당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품사를 7학년에,단어 형성법을 8학년에 배치하는 방식의 거시 차

원의 교육 내용 조직을 보인다.이러한 양상은 [그림 3]과 같이 동심원 구조로 층

화될 수 있는데,본고에서는 각각의 층 에 따라 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 구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그림 3]교육 내용 구 의 층

다만,본고에서는 7차,2007개정,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에서 단어 형

성법 련 성취 기 을 교재화한 양상을 주요 탐색 상으로 삼고자 한다.교과서의 분

석을 통해 실행가로서의 집필자가 지니고 있을 교육 내용 구 에 한 인식을 해석해

내고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길이 가장 최 화된 방법론이라 단하기 때문이다.그

러나 본고에서 상정하는 교육 내용 구 과 탐색 지 으로 두는 교재와는 완벽하게 일

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자는 후자보다 더 거시 이고 이론 인 층 이어서 교재화만

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면 기제들이 심 임에 비해 후자의 과정에는 실 이

고 맥락 인 요인들의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다만,교육 내용 구 의 결과물

가장 가시 으로 찰이 용이한 상이 교과서일 것이라는 단에 따른 것이다.이때,

성 하게 단 하나의 교재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은 지양하고자 한다.엄 히 말해,교

재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 단계로서 교육 내용 구 의

기제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 바탕 에 기 인 토 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하기 때

문이다.즉,구체 인 교과서를 상으로 분석하면서도 교과서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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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더 큰 층 의 이론을 인식하고자 한다(주세형,2014:683).

한,이 과정에서 기존의 로 교과서와 교사를 굳이 경계 지어 다룰 필요는 없

다.교과서의 기술이든,교사의 설명이든 혹은 교과서의 텍스트 구성이든 교사의 수업

담화 구성이든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해 각종 장치와 략들을 동원

한다는 에서는 상당 부분 첩되기 때문이다.물론,교과서의 그것에 비해 교사의 교

육 내용 구 은 보다 실제 이고 맥락 지향 으로 개되지만,이는 어디까지나 한 명

의 교사에 의한 하나의 교실에서나 유효하여 그러한 실제와 맥락들을 모두 이론의 층

에서 다루기는 어렵다.특히,이성 (1992)에서 일 이 논구된바32),자기 주도 학

습을 한 자율 학습형 교과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는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에 의한 학습을 매개할 뿐이라는 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즉,다루고자 하

는 교육 내용을 온당하게 표상해야 한다는 ,상호작용 소통의 수단이라는 에서

교과서와 교사는 근본 으로 동질 이라는 것이다33).

2.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 조직

교과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가장 요한 목 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을

학습자의 학습 방식에 합하게 설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

을 효율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국 외,2010:335).본고에서 학습자들

이 실제로 문법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교육 내용의 내 조직 기제를 탐색

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학습자들의 실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배치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근할 때,이미 조직된 교육 내용들의 논리 결함을 그때그때 해

결하는 미온 응을 넘어 보다 선제 으로 교육 내용의 조직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여기에서는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들 간

32)주세형(2014:684-685)에서는 이성 (1992)에 해 특정 교과서에 한 처방 논평만을 제시하여

편화되기 쉬웠던 여타 연구와는 달리,후속 연구를 생시킬 수 있는 한 층 이론을 개

발한 연구로,특히 교사와 학습자의 계에서만 찰․분석하 던 상호작용 양상의 분석 논리를

교과서와 학습자의 계에 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층 를 창출한 연구로 평가한다.

33)이러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이론과 실천의 립이라는 해묵은 역시 해소될 수 있다.즉,교

과서‘까지’가 이론에서 해 주어야 할 역할이었고 교사는 실천의 주체라는 이원화된 인식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검인정제,교육과정 공모라는 새로운 정책 상황은 교사 역시 교

육과정 입안과 교과서 개발의 주체임을 보여 주어 교사의 실천이 단순히 교실에서만 작동하는

요인이 아님을 실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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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를 구성하기 해 연결소를 부여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교육 내용의 조직 논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2.1.성취 기 수 의 조직

그런데 Ⅲ장의 학습자 분석 결과는 주로 미시 층 의 교육 내용 조직에 향을 미

친다.본고의 연구 방법이 지니는 한계상 이미 조직이 완료된 성취 기 들을 토 로 기

술된 문법 교과서를 지식 구성의 참조물로 제공하 기 때문이다.그러나 미시 층

의,즉 내용 요소 수 의 교육 내용의 조직 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우선 으로 통상

교육과정 내에서 구 되는 성취 기 사이의 조직 논리를 선행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교육 내용 구 의 층 를 고려할 때,성취 기 수 의 조직이 제되지 않은 상

태에서 개되는 내용 요소의 조직 논리는 자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화될 험

이 크기 때문이다.이를 고려하여,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양상이 아닌 단어 형성법이라

는 특정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들의 목소리 에서 성취 기 수 의 조직 논리로

환원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포착하여 이를 숙련가들의 지식 구성 결과에 조회하는

가운데 거시 수 의 내용 조직 논리를 마련하고자 한다.이때,성취 기 수 의 조

직은 주로 교육과정 구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교육과정 구성의 양 축

으로 상정되는 계열(sequence)34)과 범 (scope)의 두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1) 이 가능성을 고려한 성취 기 의 계열

① 형태 의 이론적 주화

언어 단 를 기 으로 성취 기 을 구획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 단원을 편제한다는

,가 성취 기 의 범 를 압축하여 교육 내용을 여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이제까지 형태소 단 는 통상 단어 형성법과 련된 성취 기 의 내용 요소로 제시되

34)계열(sequence)은 교육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 순서를 의미한다(이성호,2004:378).계속성

(continuity)과 계열성(sequence)을 교육과정의 수직 조직(verticalorganization)의 표 인 원

리로 상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 게 볼 때,일반 으로 계열의 문제는 학습 단계에 따른

계화의 문제와 연동되는데,이를 해서는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다른 기 이 상정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교육 내용의 내부 논리에 따른 시간 배열로 범 를 한정하여 계열

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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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그런데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어간,어미,조사 등은 실상 합성과

생이라는 조어 방식과 직 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후자의 지식을 구성해 가

는 과정에서 자는 큰 상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유 경 외(2014:139)

에서도 이 문제를 지 하는데, 어를 비롯한 서구어들은 통사 과정의 참여 단 가

체로 단어이므로 형태소 분석은 곧 단어를 형태소로 나 는 것으로 볼 수 있어,이러한

처리가 어느 정도 하지만 국어의 형태소 분석은 단어의 내부 구조 분석뿐 아니라

‘체언+조사,어간+어미’등의 통사 구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므로 단어 형성법

단원으로만 제한하여 형태소 개념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형태소 단 의 상을 단어의 구성 요소로 제한하는 조직 방식의 문제 은 학습자들

의 목소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1)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는 주요 단 하나 던

조사가 단어 형성에 한 탐구 과정에서는 별 다른 의의가 없음을35),(2)는 세 한 안

내가 부재한 가운데 조어 과정에서는 형태소 단 하나인 어미를 제외하는 기술이

인지 단 을 야기함을 보고한다.

(1)그러면 아까 분석했던 단어(‘아이’,‘가’,‘돌다리’,‘에서’,‘발’,‘을’,‘헛디디다’)와 형태

소들(‘아이’,‘가’,‘돌’,‘다리’,‘에서’,‘발’,‘을’,‘헛-’,‘디디-’,‘-다’)을 다시 한 번 볼

까요?일단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단어 에서 조사는 다른 단어들과 좀 다르죠.

혼자서 쓰이지도 못하고,그 자체로 실질 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니까요.이제 단

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텐데,여기서 조사는 그 과정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아요.단어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조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고요.그러니까 지

‘단어의 형성’을 설명할 때 조사는 빼고 설명하기로 해요.[㉰-US-단어 형성-2]

(2) 시를 들면서 ‘뛰(어)+나(다)’,‘치+솟(다)’,‘잡+히(다)’와 같은 식으로 호를 사용하

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왜 호를 사용했는지에 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이걸 빼도 말이 되어서 그

런 것인지 아무튼 그냥 명사끼리 합쳐진 것은 합성, 생 구분이 별로 어렵지 않은

데,이 호들의 존재 때문에 더 복잡하고 헷갈리기 시작한다.[㉯-US-단어 형성-8]

물론,형태소 단 는 구성 요소의 결합 방식에 주목하여 우리말의 조어 양상을 탐구

35)이런 에서,아래와 같은 교과서의 기술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어근과 사라는 단어 구성 요

소와는 무 하게 형태소의 분석을 체언과 조사의 결합 차원에서만 기술하여 형태소의 분석

이 조어 방식과 어떻게 련되는지에 한 계화 가능성을 원천 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토끼야’에서 ‘토끼’는 동물의 한 종류로서 ‘귀가 길고 앞다리가 짧은 동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야’는 군가를 부루는 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토끼’와 ‘야’를 더 작은 단 로 나 수도

있지만,그 말들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토끼야’에서는 ‘토끼’와 ‘야’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 의 말들이고,이들이 바로 형태소이다.[우한용 외(2013),국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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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제가 되는 선행 개념이다.주세형(2008ㄱ:305-306)의 구분에 따르면36),형

태소 개념은 증명이 요구되는 기술 범주로서의 단어 형성법을 밝히기 한 도구로서

의 이론 범주이어서,단어의 형성에 근하기 한 완충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문제

는 형태소는 단어를 만드는 기본 단 이며,단어는 문장을 만드는 기본 단 이기 때문

에 형태소 역시 문장 구성체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보유한다는(서상 외,2011:61)

인데,남기심․고 근(2005:48-49)에서 형태소에 문장 구성소 혹은 문장 형성소로서의

지 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37).이 게 볼 때,단어 형성법은 형태소 개념을 담

아내기에는 지나치게 소한 용기이다.형태소는 단어의 형성에 한 이론 범주일

뿐 아니라,그것을 인식의 도구로 삼아 교착어로서의 국어 문법 체계 체를 분석 ․

다층 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이론 범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숙련가들은 문법 체의 기술 체계를 세우는 가운데 형태소 단 에

단독 가치를 부여한다. 컨 ,고 근․구본 (2008)에서는 ‘형태소의 분석 방법과

단 들 → 품사론 → 조사와 어미 → 조어론 → 통사론’의 순으로 범주를 체계화하

여38)형태소 개념을 이후의 문법 체계 기술을 한 인식 도구로 활용한다. 한,왕

문용․민 식(1995:65-68)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본격 으

로 세부 문법 체계를 기술하기에 앞서 형태소를 가장 먼 다루면서도 형태소들이 실

하는 주요 문법 범주를 사 범주(굴 범주:선어말어미,어말어미,격 조사 / 생

범주: 두사, 미사)와 어근 범주(품사 범주,성분 범주)로 나 어 제시한다.이

사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9).

36)주세형(2008ㄱ:305-306)에서는 이론 (theoretical)범주와 기술 (descriptive)범주를 구분하여

자가 모든 언어에 용되는 보편 인 것이라면,후자는 개별 언어 특성에 의거하여 근해야

하는 성격을 띤다고 언명한다.즉,개별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든 언어에 용되는 보편

인 이론 범주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이론 범주는 단지 기술 범주를 밝히기 한 도

구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37)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상 형태론과 구문론(통사론)의 한계를 기는 어렵다(서정수,1994:57).

조사,어미는 형태론의 탐구 상임과 동시에 문장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핵심 으로 요구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이때,형태소에 부착된 ‘형태’라는 술어로 인해 통사론과의 계가 어질 수

있다.박진호(1994)에서는 ‘통사 원자’라는 용어로 체하여 이를 설명하는데,통사론의 기본 단

이자 형태론의 최 단 로 통사 원자를 상정하여 단어 개념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소

단 의 어미 역시 문장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8)고 근․구본 (2008)에서도 ‘형태소의 분석 방법과 단 들’을 총론이 아닌 형태론의 도입으로 제

시하기는 하지만 이후의 통사론 기술 과정에서 형태소 단 에 한 인식이 지속 으로 노출한다.

39)왕문용․민 식(1995:68)에서는 이 외에도 피동․사동 범주,강조법 등도 제시하는데,문법 범주

로 분류하기에는 제한 이지만 가시 으로는 표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장의 짜임 역시

형태소에 의해 실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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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격 범주(체언의 성분격과 의미격 범주)→ 격 조사

[2]시상법 범주 → 선어말어미,어말어미

[3]문말서법(의향법)→ 어말어미(평서,의문,명령,청유,감탄형 어미)

[4]양태서법(양태법)→ 선어말어미,어말어미,조사

[5] 우법 범주(경어법,높임법)→ 선어말어미,어말어미,존칭조사 ‘께서’, 생 사 ‘-님’

[6]부정법 범주 → 부정의 생 두사 ‘非-,無-,未-,不-’

형태소 개념이 단어 단 를 넘어 문법 체계 반에 한 분석 조망을 가능하게 하

는 양상은 학습자들의 목소리에서도 찰된다.(3)에서는 음소 단 로 ‘보이는’형태소

들은 그에 부착된 의미를 가시 으로 악하기 힘듦을 보고하는데,이 역시 단어의 형

성과는 무 한 어미 단 를 변별 으로 인식하기 해서는 형태소 개념에 숙달되어야

함을 방증한다.(4)는 형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사형 어미를 추출해 내기

해 형태소를 극 으로 도입하는데,문장의 확장과 련된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형태소 개념을 도구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형태소 분석 활동을 할 때 음 이하 단 로 분석되는 형태소들을 좀 더 친 하

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교과서 분석에서는 가 보더라도 형태소로 보이는

사례들만 가지고 설명을 한 뒤에 활동에서만 ‘-ㄴ,-ㅁ,-ㅆ-’이런 단 들을 분석

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런 형태소들이 훨씬 어려운 것들일 텐데,이 부분에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4)이번에는 형 얘기할 건데,우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이거 형태소로 나눠

보자.앞에서 형태소 분석하는 거 배웠잖아.이것도 그거야.‘이,책,은,내,가’여기

까지는 쉽지.그때도 그랬을 거야.다음이 문제인데,‘읽은’이것도 ‘읽,-은’이 게 나

눠지지.원래는 ‘읽다’잖아.여기에서 ‘-은’이 뭐냐,원래는 ‘읽다’인데 ‘-은’이 붙은 거

지.이게 붙어서 뒤에 책,체언 꾸며 주지.이런 게 형사형 어미야. 형사가 아닌데

형사처럼 만들어 주잖아.‘쁜 꽃이 피었다.’이건 좀 더 어려워.‘쁜’을 형태소로

나 면,안 나눠질 것 같아?원래는 뭐 어?‘쁘다.’이지.‘쁘-’가 되겠네.그럼 ‘-

ㄴ’이 남았네.이게 형사형 어미야.사실 아까 ‘-은’이랑 지 ‘-ㄴ’이랑 같은 거야,

같은 거.이런 거 잘해야지,다른 거도 잘 쉬워.[㉰-US-문장의 짜임-2]

그런데 학문 문법의 차원에서는 형태소 개념을 상정하여 문법을 기술하는 일은 오히

려 비체계 이고 비효율 인 방식일 수 있다.이홍식(2010)에서는 음운론,형태론,통

사론 역의 문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형태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음운론에서만 형태소 개념이 강력하게 요구될 뿐 통사론은 물론40)형태론 역에

서는 형태소 개념의 상정이 기술의 체계성을 해친다고 지 한다.요컨 ,형태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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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 가 하나의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근, 사,조사,어미’등의

문법 요소로 형태론과 통사론을 기술하면 되며,형태소는 더 큰 단 를 생성하기 한

결합의 단 가 아니라 분석의 단 로만 두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태소가 이론 범주로 내재화되어 언제든지 모드의 환이 자유로운

숙련가들과 기능 다면성을 지니고 있는 단 들을 분 하여 분석해 내기 해 그것들

을 통어할 수 있는 이론 범주를 선행 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문법 학습자들을 동

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숙련가들에게 요구되는 문법 기술의 방식과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한 문법 기술의 방향이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숙련가들이 (5)와 같은 기술을 하기 해 굳이 형태소 개념을 동원할 필요는 없지

만,학습자들의 인식 속에서 각각의 형태가 변별 범주로 자리 잡기 해서는 그것을

분석해 내기 한 단 개념이 반드시 요구된다.한 상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에서 활성화되는 내용이 달라짐을 고려할 때(신 정,

2000:115),의미기능 단 의 활성화에 앞서 그것을 하나의 분 된 단 로 활성화하기

한 인식 도구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세우다,재우다’의 들은 ‘서다,자다’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사동 생 미

사 ‘-이-’가 결합하고 다시 ‘-우-’가 첩된 것이다(고 근․구본 ,2008:363).

숙련가들과 달리 형태소가 이론 범주로,즉 여러 단 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장에

서 개별 단 들을 분석해 내기 한 인식 도구로 내재화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5)

와 큰 차이가 없이 형태소 단 들을 기술하는 (6)의 교과서는 그들의 문법 지식 구성

을 추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홍식(2010:3)에서는 공 과정의 학생

들조차도 ‘학교에 가’에서 종결 어미 ‘-아’를 분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을 보고하는데,

이는 종결 어미라는 기능 범주에 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라기

보다는 형태소라는 인식 범주가 공고하지 않아 야기되는 문제일 것이다.

(6)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과거 시제를 표 하는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았-/-었-’,‘-더-’를 사용하는 방법,동사에서 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는 방법,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 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는 방법,‘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40)이홍식(2010:30)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형태소와 응한다는 통념 때문에 통사 단 를 기술하면서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우연에 따른 결과일 뿐 원칙 으로는 형태소를 이용할 필요

가 없음을 지 한다.통사 단 로 형태소를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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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학문 문법의 정합 인 문법 기술을 해서는 가장 립 으로 무차별하게

사용되는 형태소 개념의 노출은 근본 으로 재고되어야 하지만,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모하는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오히려 형태소 개념이 지니는 그러한 다면 지 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재의 조직 방식처럼 형태소를 단어 형성의 하

요소로 제한하여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이론 범주로서의 독자 가치를 부여할 필

요가 있다.형태소 개념의 교육 상은 그것을 분석 인식의 도구로 내면화하여 문

법을 깊이 있게 면할 수 있는 상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이러한 시도는 7차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도된 바 있어 형태소 단 를 국어

의 조어법과 분리하여 이 학년의 독립된 성취 기 으로 제시한다.

[7학년]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8학년]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기본】한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

해 보고,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각각 말한다.

【심화】형태소와 낱말의 계를 설명한다.

【기본】낱말을 나 고 있는 요소를 알아보

고,낱말의 짜임에 따라 낱말의 종류를 나 다.

【심화】국어의 조어법에 따라 새로운 낱말

을 만든다.

[표 21]7차 교육과정의 형태소와 단어 형성법

그러나 형태소 단 의 분석을 문장 차원에서부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여 히 형태

소를 단어의 구성 요소로만 제한하여41)형태소가 지니는 상을 온 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웠다.교과서에서는 이 이 더욱 부각되는데,‘문장 → 음 → 어 → 단어 →

형태소’의 순서로 내용을 조직하여 단어 형성의 범 에서만 형태소의 지 를 확보하고

음 단 가 여타의 단 들과 계열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 의 문장을 소리 나는 로 쓰면 [사네 니온다]가 된다.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 로 나 면 ‘사∨네∨ ∨니∨온∨다’가 된다.이와 같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를 음 이라고 한다.

㉡ ‘미’와 ‘학생’은 홀로 설 수 있는 말이지만,‘는’과 ‘이다’는 홀로 설 수 없는 말이

다.‘는’과 ‘이다’는 홀로 설 수 있는 말에 붙어 쓰인다.일반 으로 ‘미’,‘학생’과

같이 홀로 설 수 있는 말을 낱말이라고 한다.‘는’과 ‘이다’는 홀로 설 수 없지만 그

41)오히려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에서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성취 기 의 [심화]내용으로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시켜 주는 요소를 기능에 따라 정리한다.’를 제시하여 명사형 어미, 형

사형 어미,부사형 어미,부사 생 미사,인용격 조사 등의 형태소 단 가 문장 구성 요소로

참여하는 데 한 인식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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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성격 때문에 낱말로 인정한다.

㉢ ‘밤’,‘나무’,‘높-’,‘-다’와 같이 더 나 면 뜻을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 를 형태소라고

한다.다시말해서,형태소란뜻을가진가장작은말의단 이다.[7차 학교생활국어1-2]

오히려 5차와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짜임새’에서 형태소 개념을 제시하면

서도 문장 구성 요소인 어 ,구 단 와의 비교를 통해 형태소가 문장을 분석 으로 이

해하기 한 인식 도구임을 분명히 한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 형태소는 단어와만

계열성을 부여하고,‘문장,어 ,구, ’의 단 는 문장 성분 단원의 도입부에서 다루는

것과는 비되는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이다.

㉣ 이 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마디를 가리켜 어 이라 하는데,어 은

보통 띄어쓰기의 단 와 일치한다.한편, 의 문장을 분석했을 때 넓은 바다를 보

았다,넓은 바다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 로 구성되어 있는 말을 구라 한다42).이

게 보면,문장이란 처음부터 어 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구라는 단계를 거쳐

어 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문장의 네 어 은 다시 더 작은 단 로 나뉜다.‘나는’이 ‘나’와 ‘는’으로 분석되

는 것은 ‘나’의 자리에 ‘’와 같은 다른 말이 쓰일 수 있고,‘는’ 신에 ‘가’등의

다른 말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넓은’은 ‘넓,은’으로,‘바다를’이 ‘바다,를’로,

‘보았다’가 ‘보,았,다’로 분석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략…)이와

같이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를 형태소라고 한다. 의 문장은 결

국 아홉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6차 문법 교과서]

이 듯,단어 형성법은 형태소 개념을 담기에는 작은 그릇이어서 품사 차원에서의

곡용과 활용,문장의 짜임에서의 연결/ 성 어미,문법 요소를 형성하게 하는 어미와

사 등의 구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형태소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제한 이

다.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형태소가 지니는 이론

범주로서의 가치를 최 한으로 끌어내어 독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때,6차

문법 교과서의 ㉤에서 형태소 개념을 추출하기 해 치의 원리를 제시한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내 인 질서와 계에 주목하여 언어를 자율 구조체로 탐구하

는 과정에서 교체 치 계를 확인함으로써 일련의 부류들의 의미 기능을 묶어 범

주화하는,즉 계열 계를 따져 보는 경험은(남가 ,2008:66-72)학습자들에게 요구되

는 핵 인 탐구의 양상이며,이때 가시 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어나 어 에 비해 축

42)해당 교과서에서는 주술 계 성립 여부와 계없이 둘 이상의 어 을 포함하는 단 는 모두 구

단 로 명명한다.7차 문법 교과서와는 다른 인데,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장의 짜임에서

개념을 노출하면서도 에 해 별도의 정의는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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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탈락이 이루어져 음소 단 로까지 실 되는 형태소 단 들은 그러한 경험이 필수

으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컨 ,종결 어미의 형태소 분석을 결과 으로 기

술하는 (7)이나 치의 원리를 어 과 어근 차원에서만 다루는 (8)에 비해,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형태소 단 로 분 해 내기에 인지 부담이 요구되는 ‘어간+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의 분석 과정에서 계열 계를 노출하는 (9)의 기술이 형태소 개념에 한

학습자의 내면화에 요긴할 수 있다.

(7)‘크다’라는 단어는 ‘크-’와 ‘-다’로 나 수 있다.‘크-’는 ‘넓이,높이,부피 따 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다’는 문장을 마치는 기능을 한다.‘사과’,

‘크-’,‘-다’와 같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를 형태소라고 한다.[방민호 외

(2013), 학교 국어 ①]

(8) 의 문은 ‘나는’,‘을’,‘좋아한다.’의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이 게 나 어지

는 것은 ‘나는’의 자리에 ‘는’이나 ‘그는’과 같은 말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같은 성질을 가진 다른 말이 치되는 것을 치의 원리라고 하고,언어 분

석의 한 원리로 삼는다.도식에서 보듯 이처럼 종 으로 치될 수 있는 말의

계를 계열 계라고 한다.(… 략…) 에서는 언어 분석의 원리를 이용해 어

을 분석해 보았는데,어 을 단어로 분석하거나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데에도

동일한 원리가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돌다리’를 ‘돌’과 ‘다리’로 분석하는 것

은 ‘돌’ 신 ‘나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치의 원리에 의해 분석이 가능한 것

이다.[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 Ⅰ]

(9)그런데 ‘먹었다’와 같은 용언을 형태소로 쪼갤 때는 각각의 요소가 다른 말들과 결

합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먹었다’는 다음 그림과 같이 ‘먹겠다,먹는다,먹었

니,먹었지’등으로 쓰일 수 있다.따라서 ‘먹었다’의 ‘-었-’은 ‘-겠-,-는-’등과 바

꾸어 쓸 수 있는 하나의 형태소이다.마찬가지로 ‘-다’역시 ‘-니,-지’등과 바꾸

어 쓸 수 있는 하나의 형태소이다.즉,‘먹었다’는 ‘먹-’,‘-었-’,‘-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 단어이다.[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문법 체계 반에 한 인식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형태소 개념의 이론 범주

로서의 가치에 독자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 과정에서 치와 교체에 따른 계열

계의 탐색 경험을 교육 내용의 조직에 반 해야 한다는 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춘근

(2002:173)에서 언어 단 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한 결과와도 맞닿는다.일

종의 선행 조직자로 이후의 학습 내용에 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태소

개념의 상을 성취 기 수 의 교육 내용 조직에 반 하기 때문이다.다만,언어 단

라는 이유만으로 형태소와의 계열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단 들을 일거에 제시하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데,형태소라는 단 의 상정은 결국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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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가를 살피기 함이며 이를 해서는 ‘유의미성’이 그 기 이 되어야 함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한, 체 언어 단 가 지니는 일련의 크기에 따른 흐름은 이미 성취

기 이나 교과서 단원의 조직자로 노출된다는 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언어 단 언어 단 분석 차( 치와 삽입)

1.말의 구성

2.분석( 치와 삽입) 차

3.언어 단 종류

음운-음 43);

형태소-단어-구-문장( )-담화

ㄱ.주어진 언어 단 를 둘로 쪼갠다.

ㄴ.한 쪽에 다른 단 를 치할 수 있는지 살핀다.

ㄷ.양 단 사이에 다른 단 를 삽입할 수 있는지 살핀다.

ㄹ. 치와 삽입이 가능하면 그 단 는 두 개의 하 단

로 분석한다.

[표 22]이춘근(2002)의 언어 단 교육 내용

[성취 기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①]

▪형태소 개념의 이론 범주로서의 독자 가치를 내용 조직에 반 한다.

㉠ 형태소가 단어를 넘어 문장 구성 과정에까지 참여하는 단 임을 인식한다.

㉡ 치 교체의 원리를 내용 조직에 반 하여 계열 계에 한 탐색을 통해

형태소 개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형태소와의 계열성을 심으로 문법 단 들을 체계화하여 조직한다.

② 사론과 조어론의 계열화

언어학은 범주에 한 연구이다(김기 ,2010:24).따라서 문법 지식의 체계 이해

라는 문법교육의 목표를 온당하게 실 하기 해서는 단일 범주 내의 문법 개념들뿐

아니라 각각의 범주 사이의 계도 일련의 구조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이때,개별

범주들은 이와 유기성의 측면에서 특정 문법 지식 구조에서 핵을 이루는 범주도

있으며,특정 범주의 지식 구조와 련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지식 구조에서도

핵을 이루는 범주도 존재한다.주세형(2008ㄱ)은 이를 ‘주제 수렴 범주’와 ‘주제 확

장 범주’로 개념화하는데,즉 주제별 지식의 구조에서 핵을 이루는 범주를 주제 수

43)경계선의 표시를 통해 형태소를 최소 단 로 인식함을 읽어 낼 수 있는데,7차 학교 교과서에

서 음 과 형태소를 한데 묶어 다룬 것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형태소는 소리의

단 와 무 하지 않아 이 지 에도 연결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이에 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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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구본 (2008) 이익섭(2005) 왕문용․민 식(1993) 김 해 외(1999)

3.형태소의 분석 방

법과 단 들

4.품사 분류

5.체언과 그 쓰임

2.품사와 문장 성분

3.단어의 구조

4.명사와 수사

5. 명사

3.형태소와 단어

4.단어 형성의 원리

5.체언의 문법

6.조사

1.형태소와 단어

1.1.형태소

1.2.단어의구성과형성

1.3.단어의 갈래

[표 23]품사론과 조어론의 계에 한 숙련가들의 인식

렴 범주로,주제 수렴 범주와 련되면서 동시에 다른 주제의 지식의 구조를 이

루고 있기도 하는 범주를 주제 확장 범주(주세형,2008ㄱ:307)로 구분하는 것이다.거

시 인 층 에서 문법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자 할 때,수렴 범주와 확장 범주를 구

분하여 개념을 어느 수 까지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한 결정 인 단서를 포착하고

핵 인 수렴 범주를 추려 낼 수 있어야 한다.

본고의 논의 상인 단어 형성법은 통상 언어 단 에 따른 배분의 결과로 단어 범주

아래에서 품사 지식과 함께 조직되는 것이 일반 이다.남가 외(2007)에서는 4차부

터 7차까지의 문법 교과서를 상으로 단어 범주의 내용 체제가 어떠한 순서로 조직되

어 왔는지를 살피는데,‘단어의 개념’,‘단어의 갈래(품사)’,‘단어의 형성’사이의 배열이

일 되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음을 지 한다.즉,4차에서 6차까지는 ‘단어의 개념→품

사→단어의 형성’의 순으로 교육 내용이 조직되었음에 비해,7차에서는 ‘단어의 개념

→단어의 형성→품사’로 조직 양상이 변화한다는 것이다.이에 해,해당 논의에서

는 단어의 형성을 기술하면서도 필연 으로 품사 용어가 노출된다는 ,품사는 분류

결과에 한 정 인 앎을 요구함에 비해 단어 형성은 과정 이고 생성 인 앎을 지향

한다는 ,단어 범주 이후에 제시되는 어휘 범주와의 연결 고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에서 품사가 단어의 형성에 비해 선행되어야 함을 지 한다44).

그런데 단어 형성과 품사 사이의 순서에 한 이러한 불명확성은 숙련가들이 이들

범주를 계화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표 23]은 몇몇 문법 이론서의 목차 일부인

데,고 근․구본 (2008),이익섭(2005)에서는 품사가 단어 형성에 선행함에 비해 왕

문용․민 식(1993),김 해 외(1999)에서는 반 의 순서로 조직됨을 확인할 수 있다.

44)단어 형성 방법이 결국 국어 어휘를 풍부히 하는 주요 기제라는 것인데(남가 외,2007:190),어

휘력의 확장과 련하여 단어 형성이 교육 내용으로 구 되는 양상에 해서는 후술한다.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은 7차 교과서의 어휘 단원이 과연 어휘력의 확장을 지향하는

양태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이다.어종에 따른 어휘의 체계,사회 방언 등을 포함한 어휘의 양상

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취하고 있어 오히려 어휘라는 상을 체계 으로 알게 하는 데 단원의

목표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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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용언과 그 쓰임

7.수식언 독립언

과 그 쓰임

8.조사와 어미

9.단어 형성의 원리

6.격 조사

7.특수조사

8.종결어미와 서법

7.용언의 문법

8. 형사,부사,감탄사

이때,품사와 단어 형성 사이의 조직 문제는 남가 외(2007)에서 지 한 요소 이외

에도 별도의 각도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단어 범주 내에서는 둘 사이의 내 순서만

을 고려하면 되지만 다른 문법 단 범주와의 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즉,단어라는 제한된 범주 속에서는 품사→단어 형성 순의 조직이 일정 정도 타당

성을 지니지만,주지하듯이 품사는 어느 문법 체계에서나 가장 기본 인 문법 범주로

(이익섭․채완,1999:119),언어 상을 탐색하는 데에 체계 인 지식으로의 이를 가

능하게 하는 범주이어서 다른 범주와도 한 연 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표 인

것이 문장 성분인데,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분류가 문장 구조를 익히는 능력으로 확장

되기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 품사를 개별 으로 설명하지 않고 ‘체언,수식언,독

립언, 계언,용언’아래 묶어 설명한다(주세형,2008ㄱ:307)45).

이 게 볼 때,단어 형성을 품사보다 뒤에 배치하여 단어 형성과 어휘 간의 계성을

확보하는 조직 방식보다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인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학습자

들이 문법 체계를 보다 긴 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일 수 있다.문법 정보로서

품사는 문장 구성을 염두에 둔 단어의 분류이기(최경 ,2006:442)때문이다.숙련가들

이 체 문법 체계를 범주화하여 구성한 결과에서도 이 이 확인된다. 컨 ,최경

(2006)에서는 재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의 설명이 단순히 품사의 분류에 한 지식

을 달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국어 문장에 한 이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

하며46),문장 구성을 기착 으로 삼기 해서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통합하여 [표 24]

와 같이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물론,단어 형성은 어휘력 기르기의 일환으

로 제시되어 단순 순서상으로는 품사에 후행하지만 품사를 단어 형성이 아닌 문장 성

분과 연계하여 조직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5)특히,이익섭(2005)에서 이러한 인식이 가시 으로 부각되는데,여타의 문법 항목을 기술하기

한 제로 품사 개념을 가장 우선 으로 배치하면서도 문장 성분을 포함하여 둘 사이의 계를

연계하여 기술한다.

46)과거 검인정 시기의 문법 교과서 하나인 김민수 외(1960)에서도 이 이 확인되는데,

‘문장의 기본형과 성분 → 토와 어미 활용 → 성분의 배열 → 구문의 도해 → 품사의 개념’

의 순으로 체계화하여 문장 구조의 이해가 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품사 학습은 교육

가치가 부족하다고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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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언어의 구성
1.말과 문자:음운과 문자/발음과 표기

2.문장의 구성:품사/기본 문형/문장의 유형/문장의 확

2부 언어의 표 의미 양상/어휘 체계/어휘력 기르기

[표 24]문법 교과서의 새로운 내용 체계(최경 ,2006:454)

한편,김기 (2001)에서는 문법 체계를 언어 단 가 아닌 인간의 인지 양상을 근거로

분석,분류,생성의 세 층 로 조직한다.문법교육에서 탐구로 표되었던 문법 활동은

‘찰하고, 조하고,분석하고, 치하고,삽입하고,구분하고,가정하고,추측하고,설

명하는’등의 구체 인 활동 목록들로 상세화될 수 있다는 에서(남가 외,2009:376)

비록 김기 (2001)이 문법교육을 염두에 둔 논의는 아니지만 체계화의 기 을 인지 방

식에 둔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그는 분석의 층 에서는 언어 단 에 기반하여 문장에

서 소리까지의 단 들을 체계화하고,그러한 결과로 확보된 분석 단 들 사이의 공통

과 차이 을 기 으로 분류 층 를 조직한다.이때,분류 층 의 시작은 단어의 분

류,즉 품사이다(김기 ,2001:20).

2.분석 3.분류 4.생성

2.1문장의 분석

2.2단어의 분석

2.3형태소 분석

2.4의미 분석

2.5소리의 분석

3.1단어의 분류

3.2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

3.3어미의 문법 범주와 문법 상

3.4문장 성분

3.5서술어

3.6서술어의 문법 범주와 문장 유형

4.1습득 언어의 생성

4.2언어의 습득과 생성

[표 25]김기 (2001)의 내용 체계

요컨 ,품사 범주가 단어 형성에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숙련가들의 체계

화 과정에서는 확정 인 논리가 아니어서 ‘품사-단어 형성법’을 엮는 방식보다는 ‘품사

-문장 성분’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조직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식의 구

조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내러티 를 가질 때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의미 있게 구성

될 수 있으며(제민경,2012:179),이를 해서는 ‘지식 구조 수렴-확장 범주’라는 틀을

노출하여 체계 으로 문법 범주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 게 볼 때,

품사의 지식 구조 확장 범주로서의 이성을 단어 범주 안으로만 제한하는 조직 방식

은 자칫 품사 범주가 지니는 통사론과의 내러티 를 노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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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어 형성과 품사 사이의 계열화를 도모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자 할 때,

교착어인 국어의 핵심 문법 범주 하나인 굴 상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조사와 용언의 하 분류의 일환으로 품사 범주를 기술하면서 체언

과 조사의 결합과 어간과 어미의 결합 상을 함께 다룬다.조사를 기술하면서 격 조

사, 속조사,보조사로 1차 분류한 후 격 조사에 해 주격 조사, 형격 조사,목 격

조사,부사격 조사,호격 조사,보격 조사,서술격 조사로 2차 분류하며,용언의 설명 과

정에서 동사/형용사,본용언/보조 용언의 분류와는 별도로 용언의 활용 범주를 상정하

여 불규칙 활용,기본형,어미의 체계를 함께 기술한다.물론,이러한 조직 방식에 해

굴 상을 특정 품사의 특징이나 하 분류 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여 결과 으로

품사와 굴 상 어디에도 을 두지 못하게 할 험이 있다는 비 이 가능하며(이

희,2008:86-87),이 때문에 앞서 살핀 숙련가들의 체계화에서는 굴 상을 품사론

과 별도의 범주로 상정하기도 한다.장기 으로는,굴 상을 그 교육 의의에 합당

하게 다룰 수 있는 체제의 모색이 요구되면서도(남가 외,2007:204),7차 교과서와 같

은 체제를 취할 경우 체언과 조사,어간과 어미에 한 분 인식을 해서는 필연

으로 형태소 단 에 인식이 제되어야 한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품사와 단어 형성의 기본 단 가 되는 단어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방식에

한 교육 모색도 요구된다.남가 외(2007:188-189)에 따르면,4차와 5차 문법 교

과서에서는 ‘단어의 개념-품사-단어의 형성’으로 순서화됨에 비해 6차에서는 ‘품사-단

어의 개념-단어의 형성’의 순으로 구조화되어 단어의 개념에 앞서 갈래가 제시되는 정

합 이지 못한 조직을 보인다.그런데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형성이 품사에

앞서 배치되다 보니 단어에 한 정의가 단어의 형성 차원에서 (10)과 같이 내려진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학교 문법의 충 체계를 반 하다 보니 조어법의 논의

상이 되기 어려운 조사의 문제를 단어의 정의 안에 포함하면서도 이후의 사례에 한

기술 과정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없으며,다만 (11)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만 조사의

단어 포함 가능성을 탐구하게 할 뿐이다. 한,단어에 한 분류 결과인 품사 단원에

서는 단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조사를 (12)와 같이 정의한다.

(10)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한다.그러므로 ‘하늘’,‘우리’,‘하나’,‘어느’,‘얼른’과 같은 자립 형태소는 그

로 하나의 단어가 된다.의존 형태소인 ‘맑-’,‘-다’는 ‘맑다’처럼 서로 어울려야 비로

소 자립할 수 있으므로 ‘맑다’ 체가 하나의 단어가 된다.[7차 문법 교과서,82쪽]

(11)앞에서 나온 단어의 정의와 련하여,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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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한 후에 발표하여 보자.[7차 문법 교과서,83쪽]

(12)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 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

하는 의존 형태소들이 많이 있는데,이를 조사라고 한다.[7차 문법 교과서,95쪽]

조어론 범주 안에서 형태소와의 계를 통해 단어를 정의하는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

들의 문법 지식 구성 과정에서도 향을 미치는데,먼 (13)에서는 단어의 정의 안에

포함된 종차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태소의 하 분류인 자립/의존 형태소가 개입되어

단어 개념이 혼란스러움을 호소한다. 한,이를 ‘자기 나름 로’극복하여 구성의 결과

물을 보고하는 (14)에서는 ‘자립 형태소=단어’라는 오개념을 형성한 가운데 조사에 부

여된 ‘비자립 이지만 분리가 가능한’이라는 핵심 속성은 ‘어차피 우리가 배울 합성어,

생어 같은 데서는 별로 안 요한’개념으로 가치 하된다.한편,(15)는 품사의 분

류는 단어를 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품사 단원에서 의존 형태소를 유개념으로 삼아

조사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인해 해당 개념의 구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한다.

(13)문법 교과서 82쪽의 형태소에 한 설명에서 다른 의문 이 들었다.제시된

설명 4문단에서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자립할 수 있는 말이

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單語)라

고 한다.이 정의에 앞서 제시된 로 유추하자면,자립할 수 있는 말은 ‘자립 형

태소’로,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은 ‘의존 형태

소’라고 이해가 가능하다.그 다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각각 ‘단어’라

고 칭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그러나 이후의 설명에서는 의존 형태소는 서로 어

울려야 비로소 자립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된다가 설명한다.즉,

의존 형태소 하나는 ‘단어’가 될 수 없고,의존 형태소 둘이 있어야 ‘단어’가 성립

한다는 말이다.즉,단어의 정의가 충돌한다는 말이다.나름 로는 자세히 분석한

다고 했는데,이 게 꼬여 버리니,의욕을 잃어 버려서 개념 정의를 따지기 귀찮

아졌다.[㉯-UK-단어 형성-3]

(14)이번에는 단어의 정의 보겠습니다.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

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거기 보면,‘하늘,우리,하나,어느’이런

것들은 자립 형태소니까 당연히 단어가 되는 거고,거기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거 뭐냐면,아까 나왔던 ‘하늘이’할 때 ‘이’이런 겁니다.‘은,는,이,

가’이런 거.조사라고 하죠.특이하게 조사는 자립은 안 되는데,우리말에서는 단

어로 인정합니다.이건 나 에 품사 배울 때 나오고,어차피 우리가 배울 합성

어, 생어 같은 데서는 별로 안 요하니까 넘어갑니다.[㉰-UK-단어 형성-1]

(15)교과서에서는 조사를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 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라고 정의한다.물론,맞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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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립성이 없다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단어 차원의 분류를 다루는 품사를 이해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조사의 단어 포함 문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을 알게 하는 건 좋은데,굳이 일단 단어로 취 해 놓고도 이 게 정의하면 의

존 형태소인데 왜 단어지 하는 의문만 생길 것 같다.[㉯-US-조사와 어미-3]

요컨 ,학교 문법에서 조사에 단어로서의 지 를 부여하는 것은 품사 에 따

른 것임에도 불구하고,단어 형성법이라는 이질 인 범주에서 조사를 포함한 단어의

정의를 정교하게 내리는 착종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47).흥미로운 은,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에서 품사를,8학년에서 단어 형성법을 성취 기 으로 제시하면

서도 단어의 개념은 단어 형성법의 내용 요소로 제시하여 7차 문법 교과서의 문제를

고스란히 재연한다는 이다.

[7학년]품사의개념,분류기 ,특성을이해한다. [8학년]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내용 요소의 ]

◦ 단어 형성과 련된 국어의 특질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생어,합성어)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 으로 활용하기

[표 26]2007개정 교육과정의 품사와 단어 형성법

이에 따라, 부분의 교과서들에서는 (16)과 같은 방식으로 단어 형성법과는 무 하

게 단어를 정의하는 방식을 취한다.한편,(17),(18)에서는 이 학년의 성취 기 이었

던 품사의 범주를 다시 들여와 단어의 개념 지 를 부여하는데,학교 문법에서의 단

어는 결국 품사 분류의 결과 상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16)에 비해 이러한 방

식이 단어 개념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47)신승용(2011:170-171)에서는 단어 형성법 범주에서 단어를 정의하면서도 문법 교과서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데,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에서 최소의 자립 형식에 부합하지 않

기 때문에 실질 인 의미를 가진 형식,즉 실질 형태소로 단어를 정의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 히 조사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는 ,용언의 어간만을 단어의 범주로 포섭한다는 에서

정합 인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한,‘책가방’과 같은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의 결합

임에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물론,신승용(2011)의 논의는 자립

성이 교착어인 국어에서 단어를 설정하는 인 기 이 되기 어렵기에 의미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는 입장일 것인데,이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해서는 별도의 문법 단 범

주가 추가 으로 요구된다.이에 해서는 최호철(1995)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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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반 으로 ‘손’,‘작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이’와 같

은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앞 말에 붙어 쓰이면서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윤희원 외(2011), 학교 국어 2-1]

(17)단어의 조각들을 살펴보기 에,우선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1학년 때

배웠던 품사를 떠올려 보자.품사는 단어를 종류별로 묶어 놓은 단어의 갈래이므

로,품사를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모두 단어(單語)가 된다.그러므로 다음 문장은

단어별로 아래와 같이 나 수 있다.(… 략…)단어는 이처럼 자립성과 분리성

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녀,‘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문장 안

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김종철 외(2011), 학교 국어 2-1]

(18)옷,얼룩,묻었다와 같이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품사는 단어를 분류해 놓은 갈래이므로 모두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삼형 외(2013),국어 ②]

한편,앞서 살폈듯이 품사론과 성분론의 계를 고려할 때 문장 구성 단 로서의 단

어의 지 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한 고민도 필요하다.하나의 문법 개념은 어떤

다른 개념과 배열하여 어떤 방향성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

인데, 재 문법교육에서의 단어 정의는 단어의 구조 치를 설명한 조작 기술일

뿐이기(제민경,2012:200)때문이다.(19),(20)에서는 자립성과 분리성을 기 으로 단어

를 정의하지 않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어 과의 변별 차이를 부각하여 단어 범주

를 구획한다.물론,단어 자체에 해 깊이 깊게 다루기보다는 어 이라는 비교 범주를

세우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상 단어의 정의 자체를 정교하게 내리기 해서는 학문

문법상의 다양한 이론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48),어 심의 단 인식은 이후 문장

성분에 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에서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유의미한 방식일

수 있다.자립 형식이라 함은 결국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식일 것이기(서상

외,2011:55)때문이다.

(19)㉠은 띄어쓰기가 된 단 와 칸의 수가 같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 는 ‘돌아온’과

‘밤에’인데,이처럼 띄어 쓰는 단 를 어 이라고 한다.㉡은 ㉠의 어 을 다시 더

작은 단 로 분석한 것인데,‘고향에’를 ‘고향’과 ‘에’로 분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밤

에’는 ‘밤’과 ‘에’로 분석할 수 있다.이처럼 어 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

사로 분석하 을 때,분석된 각각을 단어라고 한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48)왕문용․민 식(1999:56-57)에서는 통 문법의 의미론 기 ,구조주의 문법의 통사론 기 ,

음운론 기 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의 기본 의미를 가지며 앞뒤에 쉼이 오고 내부에는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는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단어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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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한 맞춤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므로,어 과

단어는 원리 으로 일치해야 한다.다만,조사는 단어이지만 그 앞말에 붙여 쓴

다고 했으므로 어 과 단어의 차이는 오직 조사와 련해서만 생긴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성취 기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②]

▪품사론과 조어론 사이의 계열화된 조직을 해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한다.

㉠ 품사론과 조어론의 계뿐 아니라 품사론과 성분론 사이의 긴 성도 내용 조

직에 반 한다.

㉡ 품사론 내에서 굴 상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형태소 단 에 한 분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내용 조직에 반 한다.

㉢ 재 학교 문법의 단어는 품사 범주에 터하여 정립된 개념임을 내용 조직에

반 한다.

(2)외재 목표를 고려한 성취 기 의 범

격한 단어를 만드는 모국어 화자의 능력을 밝히고자 하는 생성 형태론의 발 과

함께(김창섭,2008:25)단어 형성법에 한 학습은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특히 어휘력

의 신장에 기여해야 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문법교육에서는 이를 기존 언어 상에

한 분석 용과 새로운 언어 상에 한 생성 용의 두 차원에서 수용하 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외재 목표에 따라 단어 형성법과 련된 성취 기 의 범 를 어

떻게 구획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① 기존 언어 현상에 한 적 적 : 어휘력 신장

5차 교육과정 이후49)단어 형성법 교육은 단어의 구성 요소에 한 체계 이해에

더해,그것을 바탕으로 어휘력을 신장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즉,단어 형성법에

한 앎을 확장하여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해당 지식의 역동 인 작용태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는데,구체 으로는 공시 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어들을 ‘형태소,어근, 사’등

의 개념에 기반하여 주체 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이러한 흐

49)5차 고등학교 문법의 ‘단어 형성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어휘를 확장한다.’는 4차 고등학

교 국어 Ⅰ 언어 역의 ‘단어의 구조를 알고 형태를 분석한다.’와 변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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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학문 문법의 연구 동향과도 직결된다.김숙정(2009:338)에서는 통 문법의 시기

에는 단어의 구성 요소의 분석에,구조 문법의 시기에는 생과 굴 을 구조 인 환경

의 차이,분포상의 특징을 기 으로 구별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 이었음에 비해,변형

문법의 시기에는 심의 상이 분석에서 생성으로 바 어 사의 생산 규칙을 고려한

생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어를 생성해 내는 일에 심을 둔다고 구분한

다.물론,기존 단어를 분석 으로 근하여 계열 계와 통합 계라는 분포 개념에

융합과 같은 개념을 더한 방법으로 형태소를 식별함으로써 많은 형태소들의 존재를 체

계 속에서 악하는 구조주의 (김창섭,2008:22-23)역시 문법교육의 요한 내

용이기는 하다.그러나 이에 더해 단순히 목록의 형태가 아니라 어휘 계가 다차원

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물망으로서의 모어 화자의 머릿속 어휘 장부를 활성화하기

해서는(구본 ,1998)단어 형성법과 어휘 교육이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주세형,2005ㄱ)것이다.

문제는 단어 형성법이 어휘력 신장의 측면에서 요한 문법 지식으로 기능한다는 문

법교육 을 반 하면서도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충실하

지 못하다는 이다.교육의 목표가 추가되면 혹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가르칠 내용의

범 가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목표 차원에서는 어휘부를 심으로 단어의 생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 내용은 여 히 단어를 분석하는 차원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이

를 극복하기 해서는 성취 기 의 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

육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먼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목 은 그 단어를 그것이 되게끔 하는,다시 말해

단어의 특정 의미 혹은 기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기 함임을 분명히 해야 한

다(황화상,2012:80-81).다시 말해,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형태소의 의미를 바탕

으로 형성된 체 단어의 의미를 분석 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교육 내용의 조직에 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 ,다음과 같은 방향의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

기 의 범 를 구획해야 한다.

(21)단어를 이 게 형태소 단 로 조각내면 단어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책가방’이라는 단어를 ‘책+가방’으로 나 면 ‘책’과 ‘가방’의 뜻에서 유추

하여 책가방이 ‘책을 넣는 가방’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김종철 외(2011),

학교 국어 2-1]

(22)이 게 단어를 형태소로 쪼개어 살피면,본래 단어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를 들어,‘주먹’과 ‘밥’의 뜻을 안다면 ‘주먹밥’이 ‘주먹처럼 둥 게 뭉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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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다.[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둘째,(21),(22)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분석된 단 로서의 형태소가 다

시 다른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의 구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분명히 하여

분석과 형성 사이의 거리를 좁 야 한다50).이를 해서는 치의 원리에 따른 결합

계를 따지는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는데,(23)과 같은 사례가 표

이다.

(23)1.합성어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 어 보고,그 부분이 활용된 다른 합성어를 찾아 시다.

(1)다음에 제시된 단어 가운데 합성어를 고르고,각각 어떤 부분들과 결합하여 만

들어진 것인지 말해 시다.<밥솥,시골,참숯.조 씩,사과,손수 >

(2) (1)에서 골라낸 합성어의 부분이 활용된 다른 합성어를 찾아 시다.

김-[ ]-투정 /[ ]-솥-뚜껑 /[ ]-손-[ ] [이삼형 외(2013),국어 ②]

셋째,고 근(1993:40),남기심․고 근(2004:48-49)에서 구분하는바,형성소와 구성

소의 개념을 내용 범 에 포함하여 자를 심으로 성취 기 의 범 를 확장해야 한

다.그동안 형태론 지식은 단어의 구성 단어의 형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 내용을

제공했기 때문에,형태론 지식이 어휘 교육과 련성을 가지지 못했다(주세형,2005

ㄱ:384).이때,결합이 가능한 형성소와 분석만 가능한 구성소의 구분은,유추의 기 이

되는 배열이 얼마나 다양한가의 여부와 구성 성분의 성격에 따른 결합 가능성의 차이

(구본 ,1998),즉 생산성을 기 으로 나뉜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어휘망을

통한 어휘부의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형태소의 개념도 이미 생성되어 굳어진 단어

를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생산성 있는 형태소를 식별하도록 하여 단어가 형성되는 측면

에 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주세형,2005ㄱ:388)51).(24),(25)와 같은 내용을 단어

형성법 성취 기 으로 들여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다음에 제시된 사와 결합하여 생어를 만들어 수 있는 어근과 그 지 않은

50)하치근(1993)에서는 낱말을 구성하는 형태소 분석 주를 분석 경향으로,이와 반 로 분석된

형태소를 이용하여 단어를 결합하는 것을 종합 경향으로 설명한다.

51)단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과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명확하다. 자는 분석의 측

면이고 후자는 생성의 측면이다.그 게 때문에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 내용이 크

게 달라지게 된다.학교 문법 교육에 더 합한 것은 분석의 측면이라고 생각된다.생성의 측면

역시 교육되어야 하나,먼 분석의 측면에서 단어의 구성을 충분히 가르친 뒤 응용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김숙정,200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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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을 구별해 보고,제시된 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를 더 찾아 시다.

풋 -사과,미움,김치,수박,사랑,짠지

질 -시계,찜,침,머리,도둑,손 [이삼형 외(2013),국어 ②]

(25)우리말 단어 에서 생어는 어근과 사로 쪼갤 수 있다.이 게 쪼개진 어근

과 사는 다른 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 낸다.이때 어떤 사들

은 다른 말과 쉽게 결합할 수 있지만,어떤 사들은 그 지 못하다. 를 들어,

‘날고기’의 ‘날-’은 ‘것,김치,가죽’등의 어근과 만나 다양한 생어를 만들어 내

지만,‘엿보다’의 ‘엿-’은 ‘엿듣다,엿살피다’정도에서만 쓰일 뿐이다. 한 ‘가

질’의 ‘-질’은 ‘도끼질,곁 질,딸꾹질’등과 같은 다양한 단어를 만든다.반면,‘오

르막’의 ‘-막’은 ‘그 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는 사이지만 ‘오르막,내리막’을

제외하고는 쓰임이 매우 제한 이다.[이숭원 외(2011), 학교 생활국어 2-2]

넷째,이 과정에서 우리말에서 어휘 생산의 주요 동력이 되는 한자어에 의한 단어의

형성 역시 교육 내용의 범 에 포함되어야 한다52).남가 외(2007:199)의 분석에 따르

면,한자에 의한 조어 련 항목은 4․5․6차 문법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비 있게 꾸

히 기술되다가 7차에 와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이에 해 학습자들은 (26)과 같

은 반응을 보이는데,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27)과 같은 방향의 내용이 단어 형성법

의 성취 기 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6)84쪽 활동을 보면,갑자기 한자어가 나온다.시부모,평화 ,학교.그런데 본문에

서는 한자어는 안 다루었다.그래 놓고는 활동으로 이게 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구분하게 한다.물론,‘시’나 ‘’같은 말들은 그래도 생어 같은 느낌이 한 번에

들지만 학교는 이걸 나눠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헷갈리게 된다.형태소 나눠

도 의미가 있기도 하고,'학,교'가 각각 다른 말들을 만들 때도 쓰이기 때문이

다.[㉯-US-단어 형성-21]

(27)우리말에는 한자어 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들이 매우 많다.어근 앞에 붙는

‘불(不)-’은 ‘아님,아니함,어 남.’의 뜻을 더하는 사이다.‘- (的)’,‘-화(化)’는

어근 뒤에 붙어 각각 ‘그 성격을 띠는’,‘그 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한다.이

들은 다양한 어근에 붙어 우리말 단어를 풍부하게 해 주는 표 인 한자어

사들이다.[이숭원 외(2011), 학교 생활국어 2-2]

52)복합 한자어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컨 ,

김창섭(1999)에서는 ‘시부모’의 ‘시(媤)-’는 두사로,‘국민’의 ‘( )’는 두어근( 두사성 어

근)으로 구분하여 재의 학교 문법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사는 어근보다 더 문법 인 요소

라는 일반 인 념을 바탕으로 이들 요소들을 두사로 인정할 경우 국어 문법에 왼쪽 핵을 인

정하는 외성이 문법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문제를 어휘 차원으로 돌리되,고유어화

정도에 따라 사와 어근을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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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단어 형성이라는 역동 언어 상에 련된 제반 원리를 인식하게 함으로

써 언어에 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해당 원리를 습득․ 용하게 함으로써 어휘 능력의

신장을 이끌기 해서는,결과 심보다는 과정 심의 내용 기술이 요구된다(남가

외,2007:203)53). 컨 ,결과 심으로 특정 단어를 분석하는 (28)보다는 형성의 과정

을 노출하는 (29)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28)‘치솟다’의 ‘솟-’은 어근이고,‘치-,-다’는 사이다.[7차 문법 교과서]

(29)‘덮개’는 동사 어근 ‘덮-’에 사 ‘-개’가 붙어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5차 문법 교과서]

[성취 기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③]

▪기존 단어에 확장 으로 용하여 어휘력의 신장을 꾀하기 해서는 다음의 요

인들을 고려하여 단어 형성법의 성취 기 범 를 구획해야 한다.

㉠ 단어 구성 요소로서의 형태소 분석의 의의를 단어 의미의 유추 추론의 측

면에서 확보한다.

㉡ 치의 원리를 노출하여 단어의 분석과 형성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 학습자들이 생산성의 의미를 구성하게 하기 해 형성소와 구성소 개념을 교

육 내용에 포함한다.

㉣ 생산성이 높은 한자어에 의한 단어의 형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

㉤ 분석의 결과가 아닌 형성의 과정이 노출되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

② 새로  언어 현상에 한 생 적 적 : 신어   창안

단어 형성법에 한 체계 이해에 더해 어휘력 신장이라는 외재 목표를 추가하는

양상은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복합어에 한 주목을 넘어 단어 형성법과 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분석하고 학습자 스스로 새말을 만들어 보는

경험으로까지 확장된다.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

용한다.’의 내용 요소로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 으로 활용하기’를 두되 해설서에서

‘국어 단어 형성법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창조 으로 만들어 보는 기

53)남가 외(2007:201-203)에서는 문법 교과서의 목차 표상을 비교하여 생어의 기술에서 ‘생법

에 의한 단어의 형성(4차,5차)→ 생어의 형성(6차)→ 생어(7차)’의 변화를 보임에 주목하

여 차 단어 형성의 기제와 원리에 심을 둔 과정 심의 기술 방식이 생의 원리에 의해 형

성된 단어 유형인 생어라는 결과에 주목하는 결과 심 기술을 보인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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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제공한다.’라고 명시하여 ‘창조 활용’이 곧 ‘새로운 단어의 창조’로 직결됨을 강

조한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보다 부각되는데,성취 기 차원

에서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이해’를 포함한다.

(30)2009개정 교육과정의 단어 형성법 련 성취 기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한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단어들에 한 국어 인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 국어 생

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국어 단어 형성법을

먼 이해시킨 뒤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새말들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왜 어떤 단어들은 쉽게 사라지는데 다른 단어들은 항구

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새말들의 뜻과 사용 상황,단어 형성 방법 등을 통해 종합 으

로 분석하면서 단어들의 신생,성장,소멸의 과정을 토의해 보게 한다54).의사소통 상

황에 합하면서도 형태 으로 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

생활에 한 통찰력과 창의 사고력을 기르게 하고,단어들의 신생,성장,소멸 과정

에 한 자각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제는 단어의 형태론 분석을 넘어 단어의 생성이란 측면에 주안 을 두어 그 형

성 원리를 제시하는 이러한 추세가 교육 내용으로 구 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단어 형

성법 련 내용과 단 된다는 이다. 컨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어근, 사,합성

어, 생어’등에 한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 가꾸기 활동의 차원에서 추가 으로 제시

되는 ‘음치,문맹,햄버거,아 ’등의 사례들에 해 (31)은 ‘배운 내용과 상 없이 이런

말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의 반응을 보인다.

(31)교과서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다 배우고 나서,‘음치,문맹,아 ’같은 말들을 더

탐구해 보게 한다.앞에 두 개는 ‘치’와 ‘맹’이 어근은 아닌 것 같고 반복되니까

일종의 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사 을 찾아보니 사라고 등재되지는

않았다.‘아 ’같은 말들은 앞 자만 모아서 만든 건데,이런 건 합성이라고 해

야 할지, 생이라고 해야 할지 어색하다.결과 으로,이런 말들은 합성이나

생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면 앞에서 합성, 생을 왜 배웠는지,배운

54)‘내용 성취 기 ’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단어들의 신생,성장,소멸’을 강조한 것이 박 목 외(2013)

의 교과서에서는 ‘과거에 없던 말이 새로 생기는 것’,‘단어의 의미가 어들거나 의미가 확장되

거나 다른 의미로 바 는 것’,‘과거에 사용하던 말이 사라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미인,방

석,어여쁘다’등이 사례로 제시된다.그러나 이는 ‘신생,성장,소멸’에 과도하게 화되어 정작

요한 ‘단어의 형성을 통한’이라는 제가 무화된다는 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유행어,

문어,신어 등의 어휘 양상’,‘의미론에서의 통시 의미 변화’등과도 일정 정도 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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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상 없이 이런 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UK-단어 형성-19]

요컨 ,단어 형성법의 외재 목표를 신어에 한 분석 생성으로까지 확장하고

자 할 때,축약어,혼성어55), 첩어 등의 ‘제3의 단어 형성 원리’를 기존의 ‘합성/ 생’

과 어떻게 련지어 다루어야 할지에 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일단 가장 손쉬

운 방식은 기존 교육 내용에 이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컨 ,(32),(33)에서 그러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직화 방식은 재의 단어 형성법 련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단어 형성 원리는 지극히 제한 이어서 단어의 구조에

한 분석 앎이 새말의 생성과는 괴리를 보이는 문제를 지닌다.

(32)복합어 에는 합성어인지 생어인지 구별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국련(국제 연

합),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처럼 긴말에서 앞 음 을 하나씩 따서 이거나

‘컴시인(컴퓨터의 원시인),무추(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처럼 앞,뒤

음 을 따서 이는 방식은 생어보다는 합성어에 가까운 듯하지만 다른 합성

어와 차이가 있다.이런 방식의 복합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리 쓰인다.

[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 Ⅰ]

(33)흔히 사용되는 방법:합성, 생 /자주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머리 자를

합치기,단어의 일부를 합치기 [윤여탁 외(2013),국어 ②]

반면,(34)에서는 축약어에 해서는 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치’,‘맹’을 사로 보

고자 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별도의 단어 형성 방식을 추가하기보다는 ‘합성/

생’의 범 를 최 한 확장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단어 구조의 분석과 새말의 형성 원

리 사이에 일련의 계열을 확보하게 하기 한 시도이다.다만,이를 해서는 어근의

사화에 한 문법화 상과 그에 한 안정성에 한 단도 교육 내용의 범 로 포

섭해야 할 것이며,‘아 ,짬짜면’등의 축약어에 한 처리도 고민해야 한다.

(34)‘음치’의 ‘치’를 활용하여 ‘방향치,길치’와 같은 새말이 만들어진 를 보여 주고

있다.‘문맹,색맹’의 ‘맹’을 활용하여 ‘컴맹,넷맹’과 같은 새말이 만들어진 를

55)이선웅(2012:98)에서는 ‘blending’의 번역어 ‘혼효(混淆)’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일 뿐

아니라 ‘혼’과 ‘효’의 의미가 복되며,‘혼합’은 지나치게 일상어 인 용어인 반면,‘혼성’은

그 간에 치할 뿐 아니라 만든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 최 의 용어라고 단한다.한편,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혼종어(混種語)’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어종(語種)이 다른 단어가

결합된 경우와 의미 충돌이 발생할 험이 있다.



-216-

보여 주고 있다.‘리’에 ‘집,망,방’을 결합하여 새말이 만들어진 를 보여 주

고 있다.이처럼 형태소가 결합하여 생어나 합성어 형태의 새말이 만들어진다

는 을 알 수 있다.[방민호(2013),국어 ①]

이때,새로운 단어 형성 방식을 두고 (35),(36)과 같이 일방 인 순화의 으로만

근하여 ‘어 난,잘못된’ 상으로 재단하는 것은,형태론 연구의 무게 심을 조어론

에 두고자 하는 생성 형태론,인지 형태론 등의 최근의 연구 흐름과도 치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성취 기 에서 제시되는 목표에도 부합하기 어렵다.합성 생만이 우리

말 단어 형성법에 ‘맞는’것으로 보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35)최근에는 ‘지못미,깜놀’과 같이 일반 인 합성이나 생과 다른 방식으로 새말이

형성되어 단어의 의미 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한철우 외(2013),국어 ②]

(36)새롭게 만들어진 복합어 에는 단어를 만드는 정해진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것도

많다.‘얼짱,몸짱,춤짱’은 책임자 는 우두머리의 뜻을 더하는 미사 ‘-장(長)’

을 활용해 만들어진 듯한데,불필요하게 경음이 사용되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

다. 한 ‘얼굴’에서 ‘얼’만 떼어 미사와 결합하는 것도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잘 맞지 않는다.‘열공,완소남’은 각각 열심히 공부하다와 완 소 한 남자와

같은 구에서 단어의 첫 자만 따서 만들어진 단어이다.‘교육 학’과 ‘고등 법

원’과 같이 명사가 나열된 경우 각각 ‘교 ’와 ‘고법’으로 여 쓰는 방식은 우리

말의 단어 형성법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명사 이외의 품사가 포

함된 구의 첫 자를 따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말의 일반

인 단어 형성법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한 무 많은 요소를 여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이도 외(2013),국어 ①]

[성취 기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④]

▪신어 분석과 창조라는 목표 안에서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을 조직하기 해서는 ‘축

약,혼성, 첩’등의 요소를 성취 기 의 범 에 포함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신어에 해 일방 인 순화나 교정의 을 지양하고 역동 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조어 상임을 부각한다.

㉡ 기존의 ‘합성/ 생’과는 별도로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어근의 사화,즉 문법

화의 안정성 확보 과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

㉢ 기존의 ‘합성/ 생’범주 속에서 담아내고자 할 때에는 비 형 인 것으로 처

리하되 최 한 ‘합성/ 생’과의 계를 노출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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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내용 요소 수 의 조직

미시 층 의 교육 내용 조직,즉 내용 요소의 수 에서 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은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들 사이의 계를 구성하기 해 어떠

한 지 에서 연결소를 부여하는지를 양상화한 결과와 직결된다.물론,연결소를 부여

하는 양상은 본고에서 분석한 ‘정의항 내에 연결 항목 배치’,‘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 상정’,‘구성 거 으로서의 핵심 개념 반복’,‘유사 언어 상의 명명 차이 주목’의

네 측면을 넘어 보다 다층 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술하 듯이 본고에서 이론의

층 에서 교육 내용의 구 기제들을 구안하는 것은 잠재태로서의 의의를 지닌다는

에서,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 로 단어 형성법의 내용 요소 수 의 조직을 꾀하고자 한

다.이때,단어 형성법이라는 하나의 단원 내에서 계열화를 지향하는 조직 방식과 여타

의 단원과 단어 형성법 사이의 계열화를 지향하는 조직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개할 것이다.각각의 양상별로 단어 형성법에 특정하여 어떤 개념을 정의항의 연결 항

목,상 개념,핵심 개념,유사 언어 상으로 유표화할 것인지에 을 두어 이 문제

를 논의하고자 한다.그러한 개념들이 결국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구성 과정에서 연결

소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단원 내 개념 계열화를 한 연결소 부여

① 정의항 내에 ‘형태 ’ 개념 포함

술하 듯이,학습자들에게 형태소 개념은 계열 계를 따져 가며 구조체로서의 문

법을 분석 으로 근하기 한 핵심 인 도구이며,그 일환으로 형성 방식에 따라 단

어의 구조를 분석 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형태소는 인식의 틀로 기능한다.따라서

단어 형성법과 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할 때,정의항 내에 형태소 개념을 지속

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특정 문법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문법 설명 텍스트에서

연결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한 련을 맺기(제민경,2012:198)때문이다.즉,정

의 과정에서 반복 으로 노출되는 형태소 개념을 연결소로 삼아 학습자들로 하여

련 문법 개념들의 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단어 형성법과 련하여 단어에 한 정의는 필수 이다.분석 인식의 상

이 되는 개념 자체를 명시화해야 하기 때문이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자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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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로 단어에 한

정의를 내린다.학교 문법에서 ‘합의한’단어의 범 를 최 한 포섭하기 한 정의일

것인데,이에 해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요컨 ,추상 단 ‘말’과

구체 단 ‘형태소’로 유개념이 이원화되고,조사의 단어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술의 나열이 정의항을 채운다는 에서56)단어 개념의 구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37)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란 곧 에서 언 한 자립 형태소를 뜻하며 이것이 단

어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뒷부분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

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은 혼란스럽다.‘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라고 되어 있

으니 이것은 곧 에서 언 한 의존 형태소를 뜻하는 것인가 싶다가,‘쉽게 분리할

수 있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아해진다.[㉯-US-단어 형성-17]

(38)우선 가장 작은 ‘말’의 단 가 형태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며,자립할 수 있는 ‘말’

과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 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한

다고 하여,‘말’과 ‘형태소’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다면 앞에서의 정의에 따라 가장 작은 말의 단 가 형태소인 것인데,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

할 것 같다.[㉯-US-단어 형성-23]

주지하듯이,7차 교과서에서는 단어 형성 단원이 품사에 선행하여 단어 형성법과

련하여 단어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으며,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태소 개념이 단어

의 정의항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한,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충 체계를 반 하

고자 일정 정도 조작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정의가 학습

자들이 이후 단어의 형성 련 문법 개념들을 계열화하여 구성해 가는 데 별 다른 역

할을,즉 연결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형태소를 정의항에

두었으나 분석 혹은 결합의 단 로 의미화되지 않으며, 체 으로는 품사라는 상이한

범주의 기반 에서 단어가 정의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7차 교과서만의 한계는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교과서들에서도 반복 으로 확인된다.즉,단어 형성법 단원 내

에서 단어를 정의하면서도 단어의 형성과는 무 하게 정의항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39)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가장 작은 단 가 단어이다.그러나 완 한 자립성을

갖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은 단어

56)품사가 아닌 단어 형성 범주에서 단어를 정의하기에 형태소를 포함하여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조사를 정의하 겠지만,‘주먹밥을’의 ‘을’이 ‘밥’이 아닌 ‘주

먹밥’ 체와 결합함을 감안하면 완벽한 정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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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한다.[박 목 외(2012),독서와 문법 Ⅰ]

(40)홀로 발화될 수 있는 최소의 언어의 최소 단 [권 민 외(2011),국어 2-2]

(41)이처럼 어 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 을 때,분석된 각

각을 단어라고 한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실상 학문 문법에서도 단어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일은 여 히 해소되지 못한 난제이

다.조사를 단어에 포함하는 문제를 넘어,합성어를 하나의 단어에 포함하기 해 ‘최

소의’라는 범 종차를 보완하여 휴지,분리성,고립성 등의 기 들을 지속 으로 들

여오면서도 ‘깨끗은 하다,깨끗도 하다’등의 외 인 경우를 실 으로 인정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57).이러한 가운데 학교 문법에서의 단어 개념은 철 히 품사 범주에

터해 정립됨을 인정하여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단어를 정의하지만 품사 개념을 도입하

는 방식 역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42),(43),(44)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교과서들

인데,단어의 분류와 분석이라는 공유 을 토 로 학습자들이 품사론과 조어론의 계

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2)‘옷’,‘얼룩’,‘묻었다’와 같이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

다.앞에서 배운 품사는 단어를 분류해 놓은 갈래이므로 모두 단어에 해당합니

다.[이삼형 외(2013),국어 ②]

(43)단어:품사로 분류될 수 있는 단 [방민호 외(2011),국어 2-2]

(44)단어의 조각들을 살펴보기 에,우선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1학년 때

배웠던 품사를 떠올려 보자.품사는 단어를 종류별로 묶어 놓은 단어의 갈래이므

로,품사를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모두 단어가 된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그러나 어떠한 범주 속에서 재구성되느냐에 따라 개별 항목의 의미는 달라지며,따

라서 언어 상의 다층성을 분리하여 인식하게 하기 해서는 품사 범주와 변별되는

단어 형성과 련된 단어의 정의가 요구된다. 컨 ,(45)의 사례에서처럼 한 교과서

의 상이한 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45)품사 단원:단어란 문장 안에서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쓸 수 있는 말

57)김창섭(1999:16-24)에서는 단어로서의 독립된 용법이 없다는 공통 을 지니면서도,‘골몰,편안’

등의 한자어는 일반 으로 한문의 두 자 결합 형식이 특별한 지 없이 국어의 명사로 들어온

다는 , 형 인 용법을 획득하여 통사론 구성을 이룬다는 에서 ‘잠재 으로나마’명사의

지 를 지님에 비해,고유어 ‘깨끗’은 형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 같은 지 를 부여하

기 어려움을 언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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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장미’,‘귤’,‘웃다’,‘맛있네’와 같은 말이 모두 단어에 해당하며

‘이/가’,‘을/를’처럼 홀로 쓰지는 못하지만 앞 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

도 역시 단어이다.

단어 형성법:어 단 로 나 었던 문장은 단어 단 로도 나 수 있다.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 를 말한다.‘가,을’과 같은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이 규 외(2013),국어 ②]

그런데 학습자들은 연결소로 기능하기 어려운 품사 범주에 기 어 단어의 통사

상,조사의 단어로서의 지 등을 단어의 정의항으로 들여오기보다는 비록 정교함은

떨어지더라도 ‘형성’에 주목하여 형태소와의 계 속에서 단어의 개념에 근하는 경

향을 보인다. 컨 ,(46)의 학습자는 조사의 문제,범 의 경계 문제 등은 주변 인

요소로 배제하고 철 히 형태소와의 계를 고려하여 단어의 개념을 구성한다.

(46)자,단어의 정의도 짚고 넘어갑시다.단어란 것은 사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

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가장 보편 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궁극 으로 독립

된 의미 단 ’라고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자립 형태소들도

독립된 의미 단 들이었죠?자립 형태소들은 그 자체로 단어의 자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들은 다른 형태소에 결합하여 자립성을 갖춘 뒤에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US-단어 형성-3]

단어 형성법 내에서의 단어는 엄 한 통사 계에 기반하여 정의되기보다는 형태

소라는 핵심 개념을 심으로 분석의 상 혹은 결합의 결과라는 을 심으로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가능성은 숙련가의 문법 기술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컨 (47)에서는 ‘문장 속에서의 자립 쓰임’이라는 종차보다는 ‘하나 이상의 실질

의미’를 기 으로 형태소와의 계에 주목하여 단어의 개념에 근한다.물론,이러

한 정의 역시 범 의 경계가 여 히 명확하지 못하다는 ,‘새내기,새롭다’등의 외

인 경우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등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단어의 형성과

련하여 단어를 인식하게 한다는 의의는 충분하다.

(47)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을 말한다.이때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하면,국어

에서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고,항상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다는 에서 자립 형식이 아니다.굴 어인 인구어의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나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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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하지만 교착어인 국어의 경우 용언의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이는 인

구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의 정의를 그 로 국어에 용함으로써 부수되는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국어의 단어 정의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실질 형태소의 개념에 더 가깝다.단어를 실질 인 의미를 가진

형식,즉 실질 형태소로 정의함으로써 국어의 동사,형용사의 어간도 단어의 범

주로 들어오게 된다./하나의 단어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

다.따라서 형태소보다 작은 단 가 단어일 수는 없고,단어는 최소한 형태소보

다 같거나 큰 단 가 된다(신승용,2011:171).

(48),(49)의 교과서들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는데,(48)에서는 ‘낱말과 놀기’

라는 단원에서 품사와 단어 형성법을 묶어 제시하면서도 각각의 범주에 따라 단어

개념을 다르게 근하는 양상을,(49)에서는 형태소 결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 가 단어

이며 역으로 단어 분석의 결과로 형태소 단 가 추출된다는 을 명시 으로 드러내어

단어의 개념을 형태소와의 계 속에서 다루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8)단어들의 모임,품사:단어는 분리하여 자립 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하는 말

단어 만들기:단어는 자립성을 지닌 말의 단 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김태철 외(2013),국어 ②]

(49)단어를 형태소 단 로 조각내어 보았으니,이제 조각낸 형태소들을 다시 결합하여 단

어로 만들어 보자.하나의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만나 하나의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형태소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흥미로운 은,7차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품사 단원에서 조사를 정의하면서는 (50)

과 같이 형태소를 유개념으로 둔다는 이다.이에 한 (51)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품사의 하나로 조사를 분류한 것 자체가 이미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 것이면서

도 ‘단어’가 아닌 ‘의존 형태소’를 유개념으로 삼아 정의하여58)학습자들이 해당 개념을

어떠한 범주에 터하여 구성할지에 해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특정 개념의 정의 과정

에서 유개념을 상 개념으로 제시하느냐 하 개념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범주 구성

원의 변별 속성이 은폐되거나 강화된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0)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 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

58)물론,형태소 분석의 결과로 조사를 다루는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타당할 수 있

으며,실제로 교과서들에서는 자립/의존 형태소의 분류 과정에서 이러한 처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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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존 형태소들이 많이 있는데,이를 조사라고 한다.[7차 문법 교과서,95쪽]

(51)조사를 정의하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말도 나오는데,굳이 여기에서는 의존 형태

소라는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단어인데 의존 형태소라는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물론,조사의 단어 포함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가르쳐 다는

의미는 있으나 뒤에 배울 개념을 굳이 여기에서까지 정의를 통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US-조사와 어미-3]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단어를 형태소와의 계 속에서 정의하는 문제는 ‘단일어/복

합어’의 정의 과정에서도 이어진다.(52),(53)은 교과서들에서 단일어와 복합어를 정의

하는 표 인 방식인데, 자는 어근과 사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함에 비해 후자는

형태소의 수효에 따라 둘 사이를 변별한다.물론,(53)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용

언은 단어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어미를 제외한 어간만이 분석 상이 된다는 에서

학문 문법의 에서는 비효율 이고 비경제 인 방식이기는 하지만,교육 문법의

개상으로는 (52)에 비해 (53)이 형태소에 한 분석이 단어의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유의미한 연결소로 기능할 수 있다.이때,인식

도구로서의 형태소가 이러한 연결소의 역할을 수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52)어근 하나로만 구성된 말을 단일어라고 하고,어근이 다른 어근이나 사와 결합

된 말을 복합어라고 한다.[왕문용 외(2011),국어 2-1]

(53)‘밥’처럼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날김치’와 ‘불볕더 ’처럼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방민호 외(2011),국어 2-2]

단일어/복합어의 정의항에 포함되는,즉 단어 구성의 요소인 어근과 사를 정의하

는 과정에서도 형태소 개념을 노출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교과서들에서는 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54)에서는 ‘부분’이라는 추상 인 유개념을,(55)에서는

‘형태소’라는 구체 인 유개념을 상정하여 어근과 사를 정의한다.한편,(56)에서는

정의 과정에서 실질/형식 형태소라는 하 개념을 정의항 내에 포함하는 차이를 보인

다.물론,특정 어근이나 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경우도 있기 때

문에59)(55)나 (56)은 어근과 사에 한 완벽한 정의가 되기는 어렵다.그러나 (54)와

59)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를 정의하기도 한다. 컨 ,‘집집이’의 경우 사 ‘-이’는 어근

‘집’이 아닌 단어 ‘집집’에 결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외 인 경우를 이유로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어려운 정의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여름’은 실질 인 의미를 가진 어근인 데 비해 ‘한-’은 다른 단어를 만드는 역할만 하는 형태

소이다.이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

하는 형태소를 사라고 한다.[이도 외(2013),국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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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이러한 정의 방식은 학습자들로 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인 어근과 사가

앞서 다룬 형태소와 무 한 개념이 아님을 정의의 과정에서도 드러내어 학습자들이 일

련의 문법 개념을 계 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도울 가능성이 높다.

(54)단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사’라고 한다.[이삼형 외(2014),

독서와 문법]

(55)나무처럼 그 단어의 심부를 이루면서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어

근이라 하고,꾼처럼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를 사라고 한다.[방

민호 외(2013),국어 ①]

(56)어근은 실질 형태소로서,단어에서 심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그러나 형식 형태소인 사는 어근에 붙어 쓰이는 말

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없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학 정합성만을 근거로 삼아 (54)와 같은 방식의 정의를 고수할 경우,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 단 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7)단어의 형성과 형태소는 어떠한 련이 있는가?형태소가 단순히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 이기 때문에 단어의 형성에 앞서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단어의

형성 단원을 읽다 보면 오히려 앞에서 배운 형태소의 개념으로 인해서 어근과

사가 더욱 헷갈리기도 한다.따라서 형태소를 단어의 형성 앞서서 배우는지에

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단순히 형태소가 무엇인지만 배우는 게 아니

라 이것이 단어의 형성에 어떤 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도 더해질 필요가

있다.[㉯-US-단어 형성-21]

(58)교과서 82쪽에선 ‘실질 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형태소라고 하고’라는 설

명이 나오고 교과서 83쪽에선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심 부분을 어근이라

고 하며’라는 설명이 나온다.‘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이 한 장에 걸쳐 두

개나 나온다.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둘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정확히 설명하

고 있지 않다.다시 말해,형태소와 어근이 어떤 계에 있는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다.[㉯-US-단어 형성-13]

한편,형태소 개념을 포함하여 어근과 사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

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학습자들로 하여 ,(59)는 형태소를 하 분류한 결과가

어근과 사라는 잘못된 계를 구성하게 할 험이 있으며,(60)은 ‘실질’과 ‘의존’이라

는 상이한 층 의 구분으로 어근과 사 개념을 변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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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형태소에는 단어의 의미에서 심 인 구실을 하는 어근과 주변 인 구실만 하

는 사가 있다.[남미 외(2013),국어 ②]

(60)하나의 어근(하나의 실질 형태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하는데 단일

어는 복합어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략…) 생어를 이룰 때 단어의 실

질 인 의미를 갖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생하

는 의존 인 형태소를 사라고 한다.[이남호 외(2012),독서와 문법 Ⅰ]

문법 개념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언어 상을 하나의 범주로 확증한 결과이기에,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세부 조건이 다층 일 뿐더러 비 형 경우까지도

포함하기 해 개념에 한 정의가 단히 섬세하게 진술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자

칫 이러한 정교함만을 추구할 경우,개념에 한 정의는 학습자들에게 추상 인 명제

로만 인식되어 문법 지식의 구성과는 무 한 외부의 학습으로만 남을 우려가 크다.

[단원 내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①]

▪단어 형성법 련 주요 개념의 정의항에 형태소 개념을 반복 으로 노출한다.

㉠ 단어 형성법 범주에서의 단어는 품사 범주와는 변별하여 정의한다.

㉡ 단일어/복합어의 정의를 형태소의 수효를 기 으로 내린다.

㉢ 어근/ 사의 정의를 형태소 개념을 기 으로 내린다.

② 조회 점으로 의 ‘형태 ’의 상위 개념화

앞서 살폈듯이,그러한 방식의 타당성에 해서는 재고되어야 하지만 통 으로 형

태소는 형태론의 핵심 개념으로 단어 형성법 성취 기 의 내용 요소로 포함되어 왔다.

그에 따라, 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형태소의 개념 종류와 단어의

형성 방식을 이원화하여 조직하며,7차 문법 교과서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한다.

형태소

개념 정의

형태소 분류 1:

자립/의존

형태소 분류 2:

실질/형식

어근/ 사

개념 정의

단일어/복합어

분류

생어/합성어

분류

1.형태소

2.단어의 형성

[그림 4]7차 문법 교과서의 내용 요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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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이 과정에서 ‘1.형태소’와 ‘2.단어의 형성’사이의 연결소가 부여되지 않아

내용 요소 간의 계가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다.(61)과 (62)는 이 지

에서 인지 단 을 경험한 학습자들의 목소리인데,계열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 방

식으로 인해 ‘형태소의 개념이 오히려 어근과 사를 헷갈리게’하기도 하며,‘실질 형

태소와 어근의 실질 의미를 계화’하기 어려움을 호소한다.그 결과,학습자들에게

‘어근/ 사’는 형태소를 일정한 기 에 따라 분류한 이후에 새롭게 투입되는 추가 인

내용 요소로만 인식된다.

(61)단어의 형성과 형태소는 어떠한 련이 있는가?형태소가 단순히 단어보다 더 작은

단 이기 때문에 단어의 형성에 앞서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단어의 형성 단원을 읽

다 보면 오히려 앞에서 배운 형태소의 개념으로 인해서 어근과 사가 더욱 헷갈리

기도 한다.단순히 형태소가 무엇인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단어의 형성에 어

떤 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US-단어 형성-21]

(62)83쪽의 어근과 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실질 인 의미’와 ‘어근에 붙어 그 뜻

을 제한하는’의 기 을 알고 싶다.‘실질 ’이라는 의미가 실질 형태소를 설명하

는 그 ‘실질’의 의미와 동일한 것인지,어근과 사는 형태소의 이름인지 궁 하

다.[㉯-US-단어 형성-30]

물론,숙련가들의 기술 과정에서 형태소는 그다지 경제 인 개념은 아니다.형태소

는 분석의 일차 인 작업에서나 요구되는 ‘잠재 문법 단 ’일 뿐,어근과 사만으로

도 단어의 형성을 효율 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형태소는 어쩔 수 없이 분

석의 단 가 되며 그 경우에는 형태소는 결합 과정과 련해서 기술될 필요가 없게 된

다는(이홍식,2010:15)것이다. 한,형태소의 분류는 근본 으로 형태론의 문제이지

통사론의 문제가 아님에도,‘자립/의존 형태소,실질/문법 형태소’를 구분하는 일은 형

태론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60)통사론을 한 것이기도 하여(이선웅,2012:34),굳이

형태소에 기반하여 어근과 사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정합성이 낮다.

(63)가령 ‘시부모’의 구조를 기술한다고 할 때 이들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는

정보는 그리 요하지 않다.‘시+부모’의 구조에서는 두사와 어근이라는 범주가

60)이선웅(2012)에서는 어휘부나 사 을 논의하는 맥락이 아니고는 ‘lexical’을 ‘어휘’라고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실질 형태소(lexicalmorpheme)’를 채택하되,의미가 불명확한 형식 형

태소 신 문법 형태소라는 용어가 합당함을 지 한다.반면,이정택(2010)에서는 어휘 인 의미

가 강한 생 사를 형식 형태소 안에 포함하기 해서는 오히려 문법 형태소보다 형식 형태소

라는 용어가 포 인 범 를 띠어 합한 용어라고 제안한다.본고에서는 인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법 교과서의 용어를 그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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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부+모’의 구조에서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기술하게 되므로 어근이

라는 범주가 필요하다.그러니까 이 단어를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 로 분석하는

것은 일차 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결과 으로는 이 단어의 조어법 기술에서는 별

로 요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이것은 요한 문제가 된다.왜냐하면 우리가

형태소 목록을 가지고 사 을 구성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형태소는 잠재 인 문법

단 일 뿐이기 때문이다.형태소는 결국 분석의 결과일 뿐이다(이홍식,2010:14).

따라서 (64)의 문법 이론서에서는 형태소의 개념 종류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근과 사 개념을 기술하고 이를 토 로 합성어와 생어 개념에 근하는 일은 자

연스럽다.숙련가들에게 형태소는 이미 분석을 한 인식 도구 개념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같은 방식을 취하는 (65)의 교과서는61)새로운 개념을 학습하

면 그것을 발 으로 삼아 다른 개념과의 계를 유기 으로 조직해야 하는 학습자들에

게 인식의 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에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하는 기술이 되

기 어렵다.앞선 학습자의 목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어근/ 사’가 형태소와는

‘무 해 보이는’새로운 학습 내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64)단어는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심 부분인 어근과 그에 붙어 그 뜻을 한정

하는 주변 부분인 사로 구성되어 있다(임지룡 외,2005:142).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하며 어근 하나에다가 사가 붙은 것을

생어라 하고,어근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성어라고 한다. 생어와

합성어를 함께 복합어라고 부른다(이 규,2002:172-173).

(65)‘사과’처럼 그 단어의 실질 인 뜻을 나타내는 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풋

-’처럼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사라고 한다.(… 략…)‘밤’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략…)‘밤나무’

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알밤’처럼 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윤희원 외(2011), 학교 국어 2-1]

주세형(2008ㄱ,2009)에서 상 변별 개념으로 상정한 ‘이론 범주’와 ‘기술 범

주’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근하는 것이 가능한데,그는 자는 탐구 활동의 사고 도

구가 되는 개념이며 후자는 탐구의 상이 되는 개념이어서,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조

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는 후자를 탐색하기 한 인식의 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한다.이때,기술 문법의 차원에서는 체 문법 체계 속에서 각각의 문법

61)해당 교과서에서는 날개에 ‘어근: 심 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 사: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의 도움말을 추가한다.후술하겠지만,어근과 사가 형태소의 하나라는 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형태소의 종류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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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차지하는 상과 가치가 어느 정도 고정 인 값을 지녀 ‘이론 범주’를 굳이

노출하지 않는 것이 효율 이고 경제 이지만,학습자들이 설명의 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이력이 높은 문법 개념을 심으로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할 것을 요구

하는 문법교육의 장면에서는 이론 범주를 의도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즉,지식

의 구조의 정 에 자리하는 상 개념을 이론 범주로 삼아 그 하 에서 계 으로

생되는 개념들을 계 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는 형태소 개념이 이러한 이론 범주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컨 학습자들은 형태소 개념에 지속 으로 조회하는 가운데 어근/ 사,단일어/복합

어, 생어/합성어라는 계 개념들을 구조 으로 구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학습자들이 해당 개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66)에서

는 어근/ 사 개념을 구성하기에 앞서 형태소의 수효를 기 으로 단일어/복합어를 구

성하며 (67)의 학습자는 실질/형식 형태소라는 형태소의 종류와 어근/ 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계화하여 구성한다.

(66)형태소에 해 배웠으니까 이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해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면,형태소 하나짜리 단어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

어도 있어요.형태소가 단일하게 하나일 때는 단일어,두 개 이상이 복합 으로

들어 있으면 복합어라고 한답니다.어렵지 않죠?복합어에서는 내용물의 형태소

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US-단어 형성-1]

(67)곰인형,이런 말 .‘곰’하고 ‘인형’하고 되지.둘 다 혼자 쓰일 수 있어.그리

고 실질 인 의미를 가지지.아까 실질 형태소 했었잖아.그때의 실질 인 형태

소.이런 걸 어근이라고 해.그러니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 이루어진 단

어.이거 어근은 당연히 실질 형태소이고.근데 생어라는 것도 있어.이것도 둘

이 만나긴 만나는데,이번에는 둘 다 실질 형태소는 아니야. 를 들어서,부채질.

이거는 ‘부채’하고 ‘질’이지.‘부채’는 아까처럼 혼자 쓰이고 실질 이니까 어근이

지.근데 ‘질’은 혼자서는 못 쓰여.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형식 형태소잖아.이

런 애들은 사라고 해.그러면 생어는 어근하고 사랑 붙어 있는 단어를 말

하는 거네.이 게 구분해.[㉰-UK-단어 형성-3]

숙련가들의 문법 기술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기도 한다.(68)에서는 학교

문법과는 다소 다른 체계를 취하지만62),의존 형태소를 상 개념으로 상정하여 사

62)이익섭(2005)에서는 굴 사와 생 사를 묶는 사에 응하여 어근과 어간을 묶는 어기

개념을 상정한다. 한 어기를 자립 어기와 의존 어기로 나 고 후자에만 어간/어근의 지 를

부여한다.즉,어간 어근은 어기 의존 형태소인 것만 가리키고 명사처럼 자립 형태소인 것



-228-

와 어기 개념을 도출하고,(69)에서는 실질/형식 형태소를 어근/ 사에 응시킴으로써

형태소의 개념 종류가 합성/ 생이라는 단어 형성 방식을 구조 으로 기술하기

한 상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68)형태소가 둘이나 그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단어를 단일어와 구별하여 합성어라 한

다63).합성어는 그것을 이루는 형태소의 성격에 따라 다시 복합어와 생어로 나

다(이익섭,2005:37)./의존 형태소 안에서도 형태소의 지 가 다 같지 않다.한 단어

안에서 그 단어의 심부를 이루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늘 주변부를 이루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략…)이들 주변부를 이루는 형태소를 사(接辭,affix)라 하

고, 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를 어기(語基,base)라 한다(이익섭,2005:38-39).

(69)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생어라 하고 실질 형태소

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을 합성어라고 한다.(… 략…)복합어의 형성에 나

타나는 실질 형태소를 어근(語根,root)이라 하고 형식 형태소를 사(接辭,affix)

라고 한다(남기심․고 근,1993:190-191).

요컨 ,기 개념으로 교육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은 구성주의 교육학의 가장 요한

차원이라고 할 때(추병완․최근순 역,1999:67),기 개념이자 숙련가들에게는 이론

범주인 ‘형태소의 개념 종류’를 학습자들이 어근/ 사,단일어/복합어,합성어/ 생

어의 개념들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상 개념으로 노출해야 한다.이

를 해서는,형태소라는 상 개념을 의도 으로 노출하여 단어 형성법 단원 내에 포

진되어 있는 내용 요소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다음의 두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

요소의 조직이 확인되는데,(70)에서는 어근/ 사,단일어/복합어의 변별 기술 과정

에서 형태소를 지속 으로 제시한다.(71)은 형태소를 상 개념화하는 양상이 보다 두

드러지는데,형태소의 수효를 기 으로 단일어/복합어를 변별하면서도 실질/형식 형태

소라는 화된 개념에 조회하여 어근/ 사,합성어/ 생어를 도출한다.

(70)이 형태소들 가운데 의미의 심 인 구실을 하는 것은 ‘사과,일,덮’-이다.이와

같이 단어의 의미에서 심 인 구실을 하는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한다.이와

은 어기라고만 지칭하는 것이다.

63)이익섭(2005)에서는 합성어와 복합어의 계를 학교 문법과는 반 로 제시한다.이는 complex

word와 compoundword의 번역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이선웅(2012:90-92)에서

는 첫째,‘복합하다’보다는 ‘합성하다’가 합하다는 ,둘째,단수-복수의 언어 습에 비추어

‘단일어-복합어’의 응이 합리 이라는 ,셋째,학교문법이나 어문규정의 습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넷째 complexsentence의 번역어로 ‘복문,복합문’이 차용된다는 등을 고려할

때, 행 학교 문법의 번역이 타당함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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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풋-,-꾼,-개’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주변 인 구실만 한다.이와 같은 형

태소를 사라고 한다./형태소 하나가 그 로 단어가 되는 방법이 있다.이 게

만들어지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략…)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이와 같이 만들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남미

외(2011), 학교 생활 국어 2-1]

(71)형태소가 하나밖에 없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둘 이상

의 형태소로 쪼갤 수 있는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략…)‘안개꽃’과 ‘뛰놀

다’는 각각 ‘안개’와 ‘뛰-’라는 실질 형태소와 ‘꽃’과 ‘놀-’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만

나 이루어진 단어이다.이때 각각의 실질 형태소를 말이 뿌리,즉 어근이라고 한

다. ,이 게 어근과 어근이 만나 이루어진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한다.반면 ‘멋

쟁이’와 ‘새 랗다’는 각각 ‘멋-’과 ‘랗-’이라는 실질 형태소에 ‘-쟁이’와 ‘새-’라

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이때 실질 형태소 ‘멋’과 ‘랗-’은 어

근이고,형식 형태소 ‘-쟁이’와 ‘새-’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

하는 사이다.이 게 어근에 사가 붙어 이루어진 복합어를 생어라고 한다.

[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그런데 조회 지 을 형태소 차원에서만 상정할 것인가,형태소의 하 개념인 실질/

형식 형태소까지로 확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두 교과서는 차이를 보인다.(70)의 체

내용 요소의 조직은 [그림 5]와 같이 도식화되는데,형태소의 종류를 자립/의존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형태소라는 상 개념 속에서 어근/ 사를 계화하기 해 ‘심 인,

주변 인’이라는 수식어가 별도로 요구된다.이에 비해,[그림 6]으로 도식화되는 (71)

은 실질/형식 형태소를 의도 으로 반복함으로써 그에 조회하여 어근과 사 개념을

조직한다.즉,형태소의 분류 결과 하나인 실질/형식 형태소와 어근/ 사 개념이 무

하지 않음을 가시화하여(이정택,2005:6)내용 요소를 조직하는 것이다.

1.단어의 짜임

형태소

개념 정의

형태소 분류:

자립/의존

단어의 정의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된 단어

어근: 심 인 형태소

사:주변 인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단일어

용언은

어간만 분석

둘 이상의 형태소

합성어:어근과 어근

둘 이상의 형태소

생어:어근과 사

2.단어 만들기

[그림 5]남미 외(2011)의 내용 요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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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의 수효

단일어/복합어

형태소 분류:

실질/형식

2.단어의 짜임 살피기

용언은

어간만 분석

실질 형태소:어근

형식 형태소: 사

합성어:어근+어근

생어:어근+ 사

1.형태소로 쪼개기

형태소

개념 정의

형태소 분류:

자립/의존

형태소 분류:

실질/형식

[그림 6]이숭원 외(2011)의 내용 요소 조직

실상,이러한 기술 방식은 학문 문법의 차원에서는 비효율 이며 자칫 논리 정합

성을 잃기 쉽다.먼 ,형태소를 상 개념으로 상정하여 그 수효에 따라 단일어와 복

합어를 구분하는 방식은 어미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가 아니어서 용언의 경우에

는 어간만이 단어 형성의 분석 상이 됨을 추가로 기술해야 한다는 에서 경제 이

지 않다.이러한 내용 요소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남가 (2013ㄱ,2013ㄴ)에서

보고하듯이 학습자들은 ‘먹다’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있기 때문에 단일어가 아닌 복합

어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할 험이 크다64). 한,형태소를 토 로 어근과 사를 조직

하는 방식 역시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어근이 형태소보다 클 수 있다

는 에서(유 경 외,2014:159)정교한 기술이 되지 못한다. 컨 ,‘코웃음’의 ‘웃음’

은 어근이되 형태소는 아니기 때문이다.학문 문법상으로는 사나 어미 정도가 형태

소와 일 일 응을 하지만65)어근이나 어간이 형태소와 련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

64)후술하겠지만,이 부분 역시 단어 형성법의 내용 요소를 조직하기 한 주요한 지 하나이

다.(70)과 (71)의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추가 으로 설명한다.

▪‘뛰다’가 단일어인 이유는 무엇일까?이 단어는 ‘뛰다’,‘뛰고’,‘뛰면’등처럼 다양하게 형태가 바

는데,이는 ‘밤나무’,‘밤톨’,‘밤고구마’처럼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와는 다르다.즉,의미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뛰-’라는 기본 인 의미에는 변함없이 단지 형태만 바 것이다.따라

서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다’를 제외하고 볼 때 ‘뛰다’는 단일어가 된다.[남미 외(2011),

학교 생활 국어 2-1]

▪용언에 해당하는  ～ 은 각각 ‘귀엽-+-다’,‘뛰-+놀-+-다’,‘새-+ 랗-+-다’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단어들 모두가 복합어는 아니다.용언은 기본 으로 ‘어간+어미’로 형태소

분석이 되지만,어간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어만을 단일어로 본다.따라서 어간 ‘귀엽-’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만 단일어이고,어간 ‘뛰놀-’과 ‘새 랗-’이 쪼개지는  와  은 복합

어이다.[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65)고 근․구본 (2008:204-205)에서 어근을 ‘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를 ‘어근이나 어간과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가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로 정의한 것을 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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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미에 해서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이홍식,2010:29-30).

그러나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을 목표로 하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제한 인 경우까

지를 정교하게 담아내는 데 소요되는 비효율을 감안하고라도 상 개념을 조회 지 으

로 상정하여 내용 요소 사이의 계를 유기 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 내용을

‘큰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출발 을 제공하여(박 주,1998:283)

주요 개념을 심으로 ‘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안목을 길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원 내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②]

▪형태소를 상 개념으로 상정하여 ‘형태소의 개념 종류’와 ‘어근/ 사’,‘단일

어/합성어/ 생어’사이의 계를 유기 으로 조직한다.

㉠ 어근/ 사의 제시 이 에 형태소의 수효를 기 으로 단일어/복합어를 구별한다.

→ 용언은 어간만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임을 추가 으로 조직에 반 한다.

㉡ 실질/형식 형태소에 조회하여 어근/ 사를 구성하고 이를 토 로 ‘단일어/합

성어/ 생어’의 분류가 형태소의 분석 종류와 연계되도록 조직한다.

→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어근과 사에 한 내용을 추가 으로 조직

에 반 한다.

③  거점으로 의 ‘형식적 의미’의 핵심 개념화

형태소는 단어 형성법 단원 내에서는 어근과 사라는 단어 구성 요소를 분 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 개념이다.그러나 형태소를 실질/형식 형태소로 하 분류하

는 과정은 이러한 범 를 넘어서 단어 형성의 참여 요소가 아닌 조사와 어미까지도 형태

소 분석의 상으로 삼는다.이 때문에 (72)에서는 형태소의 실질 의미와 형식 의미

를 따지는 과정의 비경제성을 지 한다.조사나 어미가 통사 단 라면 그에 맞는 범주에

홍식(2010:13)에서는 사에 해서만 형태소의 한 부류임을 밝히는데 이는 어간이나 어근은 단

일한 형태소나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지만 사는 일반 으로 단일한 형태소로만 구성된다

는 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한때,표 국어 사 은 ‘큰’과 ‘작은’이 안정 인 문법화를

겪었다고 보아 사로 등재한 바 있는데,이러한 부류의 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를 포함하는

경우이다.한편,박형우(2004:414)역시 ‘작은’과 ‘큰’을 사로 인식하는데,‘작은’과 ‘큰’의 의미는

‘작다’와 ‘크다’의 의미에서 유추하여 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며 친족 련 어휘에

서 제약이 거의 없다고 하 으나 유추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악해야 할 만큼 의미가 이되었

다는 사실과 친족 련 어휘에서만 사용된다는 분포 제약 등은 이미 ‘작은’과 ‘큰’이 큰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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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키면 되므로 굳이 형태소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홍식,2010:22).

(72)문장 구성 요소로서 형태소들은 모두 동일한 층 에서 문장에 여하는 것은 아

니다.조사,어미 같은 문법 요소들은 단어와 같은 층 에서 문장의 구성 과정에

참여하지만 단어 구성에 참여하는 사나 어기는 먼 를 단어를 구성한 후 문장

구성에 참여한다.이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 형태소를 분석하

여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를 분류하고는,실제 단어 형성 설명 시에는 자립

/의존 형태소는 언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문장 심의 문법에서 형태소의 개

념을 설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즉,조사와 어미처럼 문법 기술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 형태소가 있지만 그 자체가 문법 기능을 기 으로 한 범

주인 조사와 어미의 기능을 설명하기 해 형태소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비경제 이기 때문이다(최경 ,2006:452).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실질/형식 형태소의 분류는 실사와 허사로 별되는 주요 문법

범주들에 근할 수 있게 하는 인식 도구로 기능한다.특히,형식 의미가 부착된

것으로 분류되는 주요 단 들인 ‘조사, 성 어미,연결 어미,종결 어미,선어말 어미,

생 사’등을 형태소 층 에서 인식하는 일은 국어 문법의 핵심 범주들인 ‘성분격,

문장의 짜임,종결 표 ,높임 표 ,부정 표 ,피․사동 표 ,시제 표 ’등에 여하

는 문법 요소를 분 으로 근할 수 있게 한다.형태소,그 에서도 형식 형태소는

여타의 문법 단 들에 비해 기능 단 로서의 다면성을 지니고 있어 교착어로서의 국

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다.그런데 (73)과 같은 상당수

의 교과서들에서는 형식 의미를 ‘형식 인 의미,실질 인 뜻이 아닌 의미,문법

의미,문법 계,문법 기능’정도로 추상하여 소략하게 기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형식 ’에 주목하여 조사,어미, 사 등의 핵심 문법 요소들이 지니는 의미기능을 구

성하기 어렵게 한다.

(73)‘이’,‘-다’는 형식 인 의미만,즉 문법 인 의미만을 표시하므로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7차 문법 교과서]

형식 형태소는 실질 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법 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

소이다.[박 목 외(2013),국어 ②]

형식 형태소는 문법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노미숙 외(2011), 학교 국어 2-2]

사정이 이 다 보니,학습자들은 (74),(75)에서처럼 형태소가 지니는 ‘의미’,그 에

서도 형식 인 혹은 문법 인 의미는 구성의 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한다.‘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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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미와 사가 문법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악하는 것이지,어미와 사와 같이 문법 의미를 가진 것이 형식 형태소라는 설명

은 자칫 단순한 지식 암기 주로 학습자들의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류근

식․권경일,2014:64)것이다.

(74)교과서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진 작은 말의 단 가 바로 형태소’라고 서술하고

있다.여기서 ‘일정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와 닿지 않는다. 시로 든 ‘하늘이

맑다.’를 보면 ‘이’와 ‘-다’ 한 형태소라고 설정하는데,이러한 형태소들이 가지

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왜 ‘이’와 ‘-다’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

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US-단어 형성-21]

(75)실질 의미를 가지므로 실질 형태소,형식 의미만 가지므로 형식 형태소라고 말

하는 것은 설명이 무 부족하다.그냥 그런 알아 식의 설명 같다.구체 인

상이나 구체 인 상태를 나타낸다면,문법 인 의미에서도 ‘종결’한다는 구체 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는데 왜 형식 형태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법

인 의미가 왜 형식 인 의미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실질과 형식이 나

어지는 범주를 구분하기 어려워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다.[㉯-UK-단어 형성-7]

이러한 인지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학습자들은 교과서 기술의 이면에 숨어 있는

논리를 발견해 내어 자기 나름 로 구성한 결과물을 보고하는 (76)과 (77)에서는 형식

의미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조사,어미의 의미기능을 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76)‘이’나 ‘풋-’,‘를’,‘-었-’,‘-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얼핏 서는

고유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답니다.몇 가지 이야

기해 보자면 ‘이’는 문장에서 상태나 동작의 주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어요.‘풋-’은 처음 나온,미숙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었-’은 이야기하는

시 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UK-단어 형성-1]

(77)여기서 ‘뜻을 지녔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쉽게 생각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

고 있다는 의미에요.설명 그만하고 우리 쉽게 를 들어 볼까요?‘철수가 씻는

다.’이걸 볼까요?일단,‘철수’당연히 정보죠.사람 이름이잖아요.근데 ‘가’가 남

아요.‘가’도 어떤 정보를 줘요.앞말이,그러니까 ‘철수’이게 주어라는 정보를 주

죠.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소 요.남은 ‘씻는다’를 시다.이건 좀 어려운데,먼

비 칠해서 닦는 행 는 뭘 보면 알 수 있죠?‘씻-’까지만 요.여기에 정보

가 담긴 거죠.그럼 ‘-는-’은?지 하고 있다는 정보죠.아까 했으면?‘씻었다’가

되겠죠.마지막 ‘-다’는?문장이 끝난다는 정보를 주죠.이 게 형태소에는 정보

가 담겨 있어요.그런데 분석한 것을 보니까,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이 좀 달라요.

아까 ‘철수’랑 ‘씻-’은 딱 구체 인 진짜 의미의 정보를 주죠.그래서 이런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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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질 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그런데 ‘가,-는-,-다’

는 좀 달라요.주어가 된다. 재이다.문장이 끝난다.문법 인 것과 련된 정

보들이죠.의미가 뭔가 좀 형식 이죠.그래서 이런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US-단어 형성-4]

실상 조사,어미, 사가 형식 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구성의 어려움을 겪는 표 인 지 이다.특히,일

정 부분 실질 이어 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조사나 어휘 사가 왜 형식 인 의

미를 지닌 형태소로 분류되는지,그 다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달리 분류되

는 어근과 사를 별하는 기 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학습자들이 인지 단 을

경험하는 주요 경로이다.정병철(2012)에서는 어휘부와 통사부를 구분하지 않는 인지

문법에 기반하여 실질/형태소가 경계가 불분명한 연속체(continuum)를 이룬다고 본

랜개커(Langacker,1987)를 토 로 이를 [그림 7]과 같이 가시화한다.즉, 두사,어휘

미사,보조사는 어휘 의미 부담량이 높아 ‘형식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해,문법성과 어휘성이 혼재된 부류를 어휘문법 형태소라는 별도의 범

주로 분류하거나(민 식,1994),구분이 어려우니 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구분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제안이(최웅환,2008;정병철,2012)이루어지기도 하

다.그러나 계열을 구성할 때 ‘무엇이 이해되어야 하는지’와 ‘무언가가 어떤 기 에

이해되어야 하는지’ 는 ‘무언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원하는지’사이의 차이를 아

는 것이 요하다고 할 때(권석일 외 역,2010:11),주요 문법 범주를 구성 으로 이해

하기 한 핵심 자질인 ‘형식 의미’의 교육 가치는 결코 낮지 않다.

도

식

성

상징 복잡성

어미

격 조사

보조사

어휘 미사

원형 인 어휘 항목

문법

어휘

어근

두사

통사 미사

[그림 7]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들 간의 연속 계(정병철,20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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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식 의미’가 지니는 거 화로서의 교육 내용 조직 상을 고려할 때,

설명상의 난 으로 치부하여 (78)과 같이 기술의 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79)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 분명하게 기술하여 학습자들의 계 구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8)형식 형태소: 사,조사,어미와 같이 문법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 [박 목

외(2012),독서와 문법 Ⅰ]

‘풋-’,‘가’,‘-다’는 형태소 간의 문법 인 계를 표시하는 형식 인 의미를 가진

다.[윤여탁 외(2013),국어 ②]

이러한 사는 형식 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형식 형태소에 포함한다.[이남호

외(2012),독서와 문법 Ⅰ]

(79)‘는’은 문장에서 주어임을 나타내고,‘를’은 목 어임을 나타내며,‘-었-’은 과거를,

‘-다’는 문장의 마침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방민호 외(2013),국어 ①]

‘-꾼’처럼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 인 기능을 하는 형

태소를 형식 헝태소라고 한다.[김종철 외(2013),국어 ①]

형식 형태소는 ‘의’,‘한-’,‘이’,‘-다’처럼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계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이도 외(2013),국어 ①]

특히,-꾼은 혼자서는 자신이 가진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나무’에 붙어 의미를

보태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다.[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단원 내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③]

▪‘형식 의미’를 반복 으로 노출함으로써 형태소에 한 공고한 구성을 도모함

은 물론 조사,어미, 사의 의미기능을 일 되게 조직한다.

㉠ ‘최소의 유의미 단 ’의 ‘의미’에는 형식 의미도 포함됨을 기술한다.

→ 실질/형식 형태소의 분류와 연계하여 조직한다.

㉡ 어휘 사에 부착된 형식 의미를 정교하게 기술한다.

→ 어근과 두사를 변별하기 한 기 을 내용 요소 조직에 반 한다.

㉢ 조사,어미에 부착된 형식 의미를 정교하게 기술한다.

→ 다른 문법 범주를 분석 으로 구성하기 한 인식 도구 개념을 제공한다.

④ 명명 차이 인식을 위한 ‘ 절’의 비  주화

하나의 문법 개념은 유 개념과 공유되는 속성과 변별되는 속성을 기 으로 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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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주를 형성한다.따라서 둘 이상의 문법 개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면 으로 유사해 보이는 문법 개념 간의 차이 경계를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신 정(2000:106)에서는 이를 ‘총체 유사성(global

similarity)’과 ‘조망 유사성(respectivesimilarity)’의 구분을 통해 설명한다.즉, 자

는 분화되지 않은 유사성으로 학습의 기에 나타나는 상이라면,후자는 특정한 범

주 에 기반하여 일정한 체계 속에서 특정 개념을 련 개념과 변별하게 하는 인

식 능력이라는 것이다.

황화상(2012)에서는 국어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문장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 하는 요한 형태론 과정임에도,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굴 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 한다.문장의 안김과 이어짐이라는 문장의 구성 양상과 종결

법,높임법,시제 등의 문법 범주를 이해하기 해서는 굴 에 한 명확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차 교과서에서는 (80)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일정 부분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굴 상을 배치한다.용언 활용 시의 어미를 굴 사라는 다른

문법 용어로 명명함으로써 생 사와의 변별을 보이는 것이다.

(80)가령,‘치솟다’의 ‘솟-’은 어근이고 ‘치-,-다’는 사이다.‘치-’처럼 단어 생에

기여하는 사는 생 사라고 하고,‘-다’처럼 문법 기능을 하는 어미는 굴

사라고 한다.[7차 문법 교과서,83쪽]

문제는 이러한 명명의 차이가 굴 론과 조어론이라는 상이한 범주를 변별 으로 구

성하게 하는 연결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단순히 혼효되어 있기만 하여 오히려 학습자들

의 지식 구성을 방해한다는 이다.용언 활용 시의 어미를 굴 사라는 다른 문

법 용어로 명명하면서도 이를 한 별도의 연결소가 부여되지 않고,이후의 기술에서

는 ‘생 사’라는 용어를 통해 곧바로 미사, 두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81)은 이러한 기술 방식이 어근과 사 개념을 구성하는 데 인지 단 을 야기한다

는 학습자의 목소리이며,(82)에서는 해당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굴 사=어미’의 명

명 차이를 의도 으로 배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81)처음에 형태소 분석할 때는 ‘하늘이 맑다’에서 ‘-다’를 종결 어미로 설명했는데 83

쪽의 단어의 형성 부분에서는 ‘치솟다’의 ‘-다’를 사인데,굴 사라고 설명한

다.그리고 그 앞에 ‘-다’처럼 문법 기능을 하는 어미는 굴 사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그냥 어미이면 어미이고, 사



-237-

이면 사이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한 서술이

된 것 같다.[㉯-UK-단어 형성-2]

(82)‘치솟다’가 나오는데,이거 형태소로 나눠 보면 ‘치’,‘솟’,‘다’이 게 할 수 있지.

여기 보면 ‘-다’는 굴 사래. 사기는 사인데 굴 사.근데 앞 쪽에 보면

‘맑다’에서 ‘-다’를 뭐라고 했냐면 종결 어미래.어간,어미 할 때 그 어미. 굴

사의 정의 .문법 기능을 하는 어미는 굴 사.뭐야?결국 같은 말이

지?어미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굴 사라고 한다.이 게.근데 굴 사

말고 ‘치-’같은 건 생 사.우리가 지 따지는 건 생어니까 요한 건 굴

사 아니고 생 사지. 생 사.‘생’이잖아.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굴 사는 빼 버려.그냥 어미야 어미. 생어,합성어 따질 때는 아무 도

움도 안 돼.굴 사,그러니까 어미를 제외한 부분,아까 뭐라고 했지?어간.

어간.이 어간만 가지고 따지면 돼.어간에 생 사가 있나,없나만 보면 돼.굴

사는 그냥 ‘아,어미의 다른 이름이구나.’하면 돼.[㉰-UK-단어 형성-3]

그런데 굴 상을 비교 범주로 상정하여 조어 상과 변별 으로 구성하는 일은

단어의 형성과 련된 문법 개념들을 체계 으로 구성하는 데에까지 향을 미친다.

먼 ,형태소 분석의 과정에서는 수행한 어간과 어미의 분 이 이후 단어 구성 방식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왜 다루어지지 않는지에 한 학습자의 (83)과 같은 구성상의 어려

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단어의 굴 을 배제할 경우 단어 형성 교육에서는 용언을

외 인 단일어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황화상,2012:68)때문이다.

(83)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먹다’같은 말들은 형태소 분석이 가능

한데,이건 생이나 합성으로 나 지 않는다.‘먹이’나 ‘먹다’나 둘 다 ‘먹-’뒤에

다른 형태소가 붙은 것인데,‘먹이’는 생어이고,‘먹다’는 그냥 하나의 단어이다.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가 보다 하게 된다.[㉰-UK-단어 형성-10]

이러한 상태에서 교과서들에서 보이는 (84),(85)와 같은 기술은 학습자들로 하여

용언의 단어 형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84)에서는 사와 어미가 모두 형식 형태

소라는 을 드러내고 있다는 에서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결과 으로는 두사와

어근,어근과 어미를 조하는 매우 불균형 인 형태를 보이며(남가 ,2013ㄴ:124),

(85)에서는 어근 ‘솟다’와 ‘지우-’의 표기 양상이 달라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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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윤여탁 외(2011),국어 2-1]

(85)‘치-’는 어근 ‘솟다’에 ‘로 향하게’의 뜻을 더해 다.(… 략…)‘-개’는 어근

‘지우-’와 결합하여 도구의 뜻을 더해 다.[방민호 외(2011),국어 2-2]

물론,일부 교과서들에서는 본문이나 날개에 (86)～(88)과 같은 기술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그러나 여 히 왜 그러한지의 지 은 제시해 주지 않아 학습

자들에게 이러한 기술이 구성을 한 실마리라기보다는 제한 조건이나 규칙으로만 맹

목 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

(86)다만,동사나 형용사는 항상 ‘-다’와 같은 어미와 결합하게 되므로 ‘푸르다,먹다’

등을 복합어가 아닌 단일어로 분류한다.[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 1]

(87)용언은 어간 부분만을 분석하여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구분한다.[민 식 외

(2013),국어 ②]

(88)‘먹다, 쁘다’등의 단어는 ‘먹+다’,‘쁘+다’로 나 수 있지만,용언(동사,형용

사)은 이런 경우에도 단일어로 본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이 문제는 굴 사/ 생 사와 달리 용어가 단히 유사하고 ‘먹다,먹이’등의 경

우에서는 형태도 동일한 어간과 어근 개념을 변별 으로 구성하는 지 으로까지 이어

진다.어근과 어간은 형태론에서 가장 기본 인 개념이면서도(정희창,2014:236),이를

변별 으로 제시하지 않아 (89)의 학습자는 동일한 형태가 왜 어간과 어근이라는 상이

한 범주로 명명되는지를 구성하지 못한다.어근과 어간은 어떤 형태 단 에 고정된 것

이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 주어지는 유동 인 개념이어서 복합어에 나타날 때에는 어

근이 되고 활용형에 나타낼 때에는 어간이 됨을(유 경 외,2014:151)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역시 교과서에서는 (90)과 같이 제한 조건을 두기는 하지만 제한 으로

학습자들의 구성을 도울 뿐 본질 인 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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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본격 으로 어근과 사에 한 설명이 나와 있다.어근과 사가 등장하면서부

터 혼란은 시작된다.바로 페이지까지만 해도 어간으로 불리던 것이 어근으로

바 고 어미로 불리던 것이 사로 바 면서 혼란스러워진다.‘맑다’를 ‘맑-’은 형

용사 어간,‘-다’는 종결 어미로 설명하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솟다’를 ‘솟-’

은 어근,‘-다’는 굴 사로 설명하니까 당연히 혼란스럽다.그나마 ‘문법 기

능을 하는 어미는 굴 사’라고 설명해서 ‘어미=굴 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맑-’을 형용사 어간이라고 부르던 것을 ‘솟-’은 왜 어근이 되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US-단어 형성-6]

(90)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 의미를 가지는 심 부분이고 어간은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먹이다’의 경우 ‘먹-’이 어근이고 ‘먹이-’가 어간이다.‘

물’의 경우 ‘’과 ‘물’은 어근이고 어간은 없다.즉,어간은 용언에만 쓰이는 개념

이다.[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숙련가들의 문법 기술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컨 (91)에

서는 단어 형성법에 해 기술하면서도 ‘어간과 어근, 사와 어미’라는 제목으로 별도

의 장을 할애하여 비교 범주로서의 굴 개념을 노출한다.물론,일부 교과서들에서도

(92)와 같이 이러한 을 시하기도 하는데 날개의 차원에서 참조 지식 정도로만 제

시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구성을 추동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여 교육 내

용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66).

(91)어간이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심이 되는 기 부분,다시 말해 활용에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을 말한다.합성에서는 직 구성성분이 모두 어근이지만, 생에서는

직 구성성분이 ‘생 사가 결합할 때 심이 되는 부분,다시 말해 생 두사에

후행하거나 생 미사에 선행하는 부분’인 어근과 사로 이루어진다.결국 어간은

활용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어근은 조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셈이다.(… 략…)

흔히 사라 하면 생 사만을 가리킨다.결국 사는 좁은 의미로는 생 사

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 사(=어미)와 생 사를 모두 포함한다.우리

가 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근과 사로 나 수 있다’라고 한 진술에서

사란 좁은 의미의 사,곧 생 사를 지칭한다(고 근․구본 ,2008:204-205).

(92)단어의 형성에서는 어근과 사,용언의 활용에서는 어간과 어미로 부른다. 를

들어,‘먹이’는 어근과 사가 결합했다고 하고,‘먹다’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다

고 한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66)이 경우,두 ‘먹-’이 동일한 형태소라는 직 을 포착해 주지 못하는 단 (정희창,2014:237)을 지

니기도 한다.기술 문법의 처리로는 ‘어기’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지만(고 근․구본 ,

2008:255-256),교육 문법의 장면에서 사를 생 사와 굴 사로 구분할 경우 이에 별되

는 범주를 상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교육 내용을 이기 해 최소한의 개념어만을 노출시

키는 일은 오히려 학습자들의 온 한 지식 구성을 단 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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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원리,법칙,이론은 상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개념은 그것을 악하여

인간의 머릿속에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자리 지워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김

수,1991:183),어근과 사는 조어론 개념이고 어간과 어미는 굴 론과 련된 개념

임을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명시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얽어 주는 구실을 하는 범

주를 상정할 때 낱낱의 개념이 단방향 으로만 축 되지 않고 특정한 요소를 심으로

불연속 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원 내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④]

▪ ‘굴 사=어미’를 의도 으로 노출함으로써 굴 론과 조어론의 범주 변별에

한 인식을 유도한다.

㉠ 용언의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동일 형태를 갖는 어간과 어근 개념을 변별한다.

㉡ 어근/ 사는 조어론의 개념이고,어간/어미는 굴 론의 개념임을 명시 으로

노출하여 기술한다.

(2)단원 간 개념 계열화를 한 연결소 부여

① 정의항 내에 ‘형태’ 개념 포함

형태소는 학습자들에게 단히 체감하기 어려운 문법 개념이다.일상어로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에 비해 철 히 학문 문어이면서도,자소(字素)의 형태로 가

시화되는 음운 단 와 비교해서도 비가시 인 상이기 때문이다67).그런데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형태소에 한 정의는 언제나 ‘최소의 유의미 단 ’다.이에 해,학습자

들은 (93)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데,해당 정의는 언어 단 의 변별 지 를 고려한

정의이지 용어가 내포하는 개념 자체를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93)형태소는 왜 형태소일까?형태소(形態素)라는 한자어를 뜯어 도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라는 정의와 연결하기 어렵다.물론 표음문자인 국어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한자어로 되어 있는 문법

67)이춘근(2000)에서는 기억 단 와 사용 단 를 구분하여 형태소를 자의 범주에 포함한다.한편,

제민경(2007)에서는 이춘근(2000)의 구분을 차용하면서도 기억 단 를 다시 완결 단 와 과정 단

로 구분하여 형태소를 과정 단 로 규정한다.요컨 ,형태소는 기억의 단 이면서도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과정 단 라는 것이다.이러한 언어 단 로서의 지 역시 학습자들이 형태

소라는 단 를 체감하기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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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어느 정도 그 단어를 보고 뜻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게 아니

라면 말 그 로 무식하게 문법 용어의 정의를 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US-단어 형성-27]

요컨 ,‘형태소’는 문법 용어의 자의(字義)와 ‘최소의 유의미 단 ’라는 정의항이 일

련의 논리로 꿰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이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표 인 개념이

라는 것이다.실상,형태소는 (변)이형태,교체,상보 분포 등의 기반 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素’는 ‘변이음-음소’의 계와 마찬가지로 ‘형태’와의 계 속에서 의미를 지

닌다.형태소 개념에 한 숙련가들의 정의에는 이 지 이 명시 으로 부각되어 부

분의 문법서에서 ‘최소의 유의미 단 ’에 더해 ‘다양한 형태들 의 기본형’역시 포함

된다.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지식의 수 과 깊이를 고려하여 자만을 형태소의 정의로

삼는데,이 경우 (94),(95)와 같은 의문들은 교육 내용 조직상의 난 으로 치부될 수밖

에 없다.즉,교과서상으로는 암시 으로만 반 되어 있는 음운론 이형태 개념을68)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한 연결소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합성어와

생어 형성 과정에서 어형이 변화하는 경우를 외 상으로만 다룰 뿐 그러한 과정

역시 왜 같은 형태소로 악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답하기 어렵게 한다.

(94)82쪽을 보면,‘군-’,‘짓-’은 하나의 사로 나오는데,‘새-/시-’,‘샛-,싯-’은 묶어서

제시한다69).물론,강조해 주는 의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말들인데

이것들은 왜 묶어서 나오는지에 한 의문이 들었다.[㉯-US-단어 형성-33]

(95)교과서에서도 그 고,다른 문법 책 볼 때도 그랬는데,문득 왜 ‘-(으)ㅁ’이 게

호 표시를 하는지 궁 해졌다.85쪽에서도 ‘느낌’은 ‘-ㅁ’이 결합하고 ‘믿음’은

‘-음’이 붙는데,이걸 한꺼번에 표 하기 해 ‘(으)’를 사용했다.그러면 (으)도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그러면 ‘믿음’은 ‘믿-,-

으-,-ㅁ’이 게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게 하기에는 (으)에 어떤 의미

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UK-단어 형성-2]

한편,형태 개념에 기반하여 형태소를 정의하는 방식을 병용할 경우,학습자들로 하

68)민 식(1994:118)에서는 이른바 매개모음 ‘-으-’에 해 형태소 지 를 부여한다.다만,문법 범주

와는 무 하게 자음 충돌을 회피하기 한 순수하게 음운론 환경에 따른 개념이라는 에서

‘음운 형태소’라는 새로운 범주를 상정한다.

69)‘새-/시-’,‘샛-/싯-’을 별도로 구분한 것에 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는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후자는 ‘ㄴ,ㅎ’앞에 쓰임을 기 으로 구분한 것일 터인데,이 게 볼 때 ‘새-/샛-’역

시 이형태의 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김창섭(2008:457-460)에서는 이형태의 계를 보이는 이

들 두사의 사 처리 방식에 해 논의하여 좋은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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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운론과 형태론 사이의 확산 구조를 구성하게 할 가능성도 열린다.음운론은

어떤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달리 실 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원

래의 형태(기 형)를 결정하는 일과 다시 이 원래의 형태로부터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

는 각각의 발음형(표면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어서(이문규,2004:17)

음운론의 분석 작업 상이 결국 형태소이기 때문이다.즉,형태소의 실 문제는 결국

음운론의 작업이어서(이홍식,2010:6)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이형태로 교체하는 과정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의 형태소가 분석된다는 것이다.

요컨 ,(변이)형태 개념에 정의항에 포함하여 형태소의 개념을 다루는 문제는 단순

히 내용의 수 과 깊이를 교육 내용의 조직에 얼마만큼 반 할 것인지만을 기 으로

삼아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정의를 병용할 때 그간 단 으로만 제시되었던 개별 문법

개념들을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나게 해 것인지의 기 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원 간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①]

▪형태소를 ‘최소의 유의미 단 ’와 ‘다양한 형태들의 기본형’의 두 층 에서 정의한다.

㉠ 형태소의 자의(字義)에 기반하여 ‘素’의 의미를 ‘변이음-음소’의 계와 연결한다.

㉡ 합성/ 생 과정의 어형 변화를 형태 개념을 통해 기술한다.

㉢ 음운론과 형태론의 범주 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② 조회 점으로 의 ‘단어’의 상위 개념화

문법 개념에 한 이해는 해당 개념이 특정 범주 체계 내에서 어떠한 상을 하는

가에 한 인식에 토 를 둘 때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특히,일련의 개념들

이 계 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문법 지식의 속성상 상 개념에 한 지속 인

조회는 특정 문법 개념을 정합 으로 구성해 가는 데 필수 이다.단어 형성법 단원에

서는 탐구 상의 단 인 단어 그 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 ,상 개념으로서의 단어에 조회하여 단어 형성법 련 문법 개념들을 이해함

으로써 같은 단 를 탐구 상으로 삼는 품사론과의 확산 계 역시 동시에 구성하

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하늘,이,맑-,-다’라는 형

인 사례를 통해 자립/의존 형태소의 개념을 기술하고 일종의 학습 활동인 ‘탐구’를 통

해서는 통사론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의존 명사와 형사에 해서도 같은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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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것을 유도한다.(96),(97)은 해당 활동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인데,요컨 문

장 속에서 의존 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와 형사가 의존 형태소가 아닌 자립 형태소

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 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한다.

(96)형태소 분석과 의존 형태소 찾기 활동이 나온다.여기서 ‘할 수 없지’에 해 학

생들이 형태소 단 로 쪼갤 수 있을까?나조차도 ‘할’에서 ‘-ㄹ’을 뽑아내는 게

힘들었고,‘수’는 당연하게도 의존 형태소라고 분석했다가 틀렸다.‘수’는 당연히

혼자 쓰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했던 것인데,이게 사실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니 혼란이 갈 수밖에 없다.이런 부분에 한 설명을 좀 더 친 하

게 해 주어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US-단어 형성-1]

(97)학습자들은 쉽게 딱 떨어지는 형태소 분석 시만을 했기 때문에,‘할 수 없지’

와 같은 경우는 제 로 분석하기 힘들 것 같다.그리고 ‘그 사람’이나 ‘첫 싸움’에

서의 ‘그’와 ‘첫’이 문장 내에서 혼자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의존 형태소

라고 오해하기 쉬울 것 같다.[㉯-US-단어 형성-12]

사실,해당 활동에서는 ‘에서 단하기 어려운 형태소가 있었다면 왜 어려웠는지

생각하여 보자.’라는 발문을 통해 이 지 을 단순히 외 인 경우로 처리하지는 않는

다70).다만,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을 내리기 한 참조 지 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교과서에서 단어의 자립성에 한 총체 인 조망이 없이 낱낱의 개념들

을 ‘용어-정의-사례’의 순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즉,자립 형태소의 ‘자립’과 최소 ‘자

립’단 로서의 단어를 계 으로 구성하기 한,의존 형태소와 의존 명사의 ‘의존’의

범주 차이를 확산 으로 구성하기 한 기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98)～(100)의 교과서들에서도 재연되는데 형태소가 자립 이라는 말과 단어가

자립 이라는 말을 변별 으로 이해하기 한 연결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98)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반드시

다른 말에 기 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라 나뉜다.[한철우 외(2014),독서와 문법]

(99)‘물’의 ‘’과 ‘물’은 각각 문장에서 자립 으로 쓰일 수 있다는 에서 자립 형태소이

70)흥미로운 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 답안’을 제공하여 학습자들과는 다른

단을 내보인다는 사실이다.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양상이 문법 교육 내용화의 핵 인 기 으

로 작용해야 함을 실감 하는 지 이다.

‘첫 싸움’을 형태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싸움’이라는 단어를 이미 단어로 굳어

진 ‘사랑’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로 분석하여야 할지,아니면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된

경우로 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싸움’은 생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

아 ‘싸우-+-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차 교사용 지도서,114쪽]



-244-

며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다.[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100)‘사과’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 /‘토끼’,‘풋사과’,‘먹네’는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단어라고 할 수 있다.[우한용 외(2013),국어 ②]

민 식(1994:120)에서 역시 이 문제를 지 하는데,형태소 개념은 어디까지나 통사론

차원의 의존성은 고려 상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해야 하며,그러기 해서는 형

태론 구성의 차원인 조어법 차원에서만 따지는 문제임을 분명히 제하고 정의를 내

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에서 (101)～(103)의 기술은 앞선 교과서들과는 차이가

있으며,특히 (103)에서는 형태론 자립성을 갖춘 이후에 문장 구성의 요소가 됨을 명

시 으로 내용 요소 조직에 반 한다.즉,다른 형태소의 도움이 없이 문장에서 하나의

단 로 쓰인다는 형태론 자립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101)자립 형태소: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

소:홀로 쓰일 수 없어 항상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박 목 외

(2013),국어 ②]

(102)자립 형태소: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홀로 쓰일 수 없어 항상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조동

길 외(2011),생활국어 2-1]

(103)형태소 가운데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고,반드

시 다른 말에 기 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다.즉,자립 형태소는 앞뒤

에 다른 형태소가 직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의존 형태소

는 앞이나 뒤에 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그런데 숙련가들과 달리 문법 체계 체에 한 범주 조망 능력이 조야한 학습자

들이 이러한 기술 방식의 정교함에 주목하여 형태론과 통사론의 범주 차이를 확산

으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그보다는 학습자들에게는 자립성이 이미 부착된 단

인 단어 개념을 조회 지 으로 삼는 것이 효과 이다. 컨 ,학습자 개인의 지식 구

성 결과를 보고하는 (104)에서는 이 지 이 부각되는데,인지 단 을 유발하는 요인

이었던 ‘의존 명사’와 ‘의존 형태소’의 ‘의존’의 범주 상이함을 구성하기 해 상 개

념으로서의 단어를 들여옴을 확인할 수 있다.이때,단어를 분류한 결과인 품사 범주

명칭과의 계를 따짐으로서 단어 형성법과 품사 범주의 확산 계를 정합 으로 구

성해 낸다.(105)역시 마찬가지인데, 형사와 두사의 자립/의존성을 변별 으로 이

해하는 과정에서 단어에 조회 지 으로서의 상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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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비가 올 것이다.’이거 형태소 분석하

면 ‘것’이 나오겠죠.이런 건 자립 형태소일까?의존 형태소일까?흔히 의존 명

사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이건 자립 형태소입니다.이상합니

다.앞에 어떤 말이 와야만 쓰일 수 있는데,의존 형태소가 아니랍니다.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우리는 지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있어요.근데 ‘것’은 이미 하

나의 단어입니다.단어를 분류한 것이 품사이고,의존 명사도 품사 에 하나

잖아요.이미 단어라는 말은 ‘자립 단 ’라는 말이지요.형태소 차원에서 자립이

냐,의존이냐를 따지는 것은 밖에 있는 것들과의 계가 아니라 그 안에,내부

에서 만나는 계를 따져야 하는 거 요.[㉰-US-단어 형성-2]

(105)거기 보면,‘첫 싸움,풋사랑’있지?그냥 보기에는 ‘첫’이나 ‘풋’이나 둘 다 꾸며

주는 것 같잖아.근데 이건 다른 거다.‘첫’은 그 형사잖아.하나의 독립된 단

어라는 말이지.근데 ‘풋’을 우리가 단어라고 하지는 않잖아.꼭 뒤에 오는 말에

만 붙어야 되잖아.형태소로 따지자면 의존 형태소인 거지.‘첫’도 왠지 문장에

서는 혼자 못 쓰이니까,수식할 수 있는 말이 같이 와야 할 것 같으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이미 단어 하나인데 의존 형태소가 되겠어.이

건 자립 형태소야.그냥 ‘하늘,빨리’이런 것들이 자립 형태소인 거랑 마찬가지

인 거야.[㉰-UK-단어 형성-4]

한편,상 개념인 단어에 조회하여 확산 계를 구성하는 양상은 단어의 형성과

는 무 한 구 구조와 합성어를 비교하는 차원에서도 (106)과 같이 나타난다.그러나

(107),(108)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교과서들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합성어의 하 교육

내용으로 조직하거나 본문에 한 기술을 완료한 이후에 학습 활동의 하나로 구성한

경우가 일반 이다71).

(106)가끔 이런 걸 헷갈리기도 합니다.큰형,작은형 할 때 ‘큰형’하고 ‘키가 큰 형’.이

런 거 혼동합니다.다른 겁니다.‘큰형’할 때는 이미 합성어,하나의 단어가 된

겁니다.그러니까 붙여 쓰는 거죠.‘키가 큰 형’은 ‘큰’,‘형’이 각각 하나의 단어이

죠.형용사하고 명사.단어 두 개입니다.별도의 단어니까 띄어 써야 합니다.서로

다른 두 단어가 단순히 연결된 건지,아니면 합성된 건지 때때로 애매하게 생각

될 수가 있어요.그럴 경우 간에 다른 말을 하나 끼워 넣어 보면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를 들어,‘큰우리형’이건 이상하죠.이미 하나의 단어

로 자리 잡았는데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으려니까 어색한 겁니다.‘키가 큰 우리

형’이건 잘 되죠.두 개의 단어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요.[㉰-US-단어 형성-2]

71)(108)의 경우 엄 히 말해 합성어와 구를 변별하기 한 핵심 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

에 한 결과 기술일 뿐 학습자들의 구성을 도모하기 한 그 어떤 도구 기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사 을 찾아보라’는 지침만이 부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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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합성어 가운데에는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를 들어 ‘큰아버지 집’

을 뜻하는 ‘큰집’은 합성어이고,크기가 큰 집을 뜻하는 큰 집은 구이다.구인 경

우에는 큰 우리 집과 같이 간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합성어인 경우

에는 그럴 수 없다.[이삼형 외(2012),독서와 문법 Ⅰ]

(108)다음 을 읽고,합성어의 특징에 해 알아보자.[윤여탁 외(2013),국어 ②]

동일한 구성이라도 자주 쓰이게 되면 합성어로서 사 에 올리고,자주 쓰이지

않으면 구로서 사 에 올리지 않는다. 한 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쓰기

를 하지 않고,구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다음에 제시한 말들은 모두

뒤에 ‘값’이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는 합성어이고,일

부는 구이다.합성어:책값, 값,옷값 /구:연필 값,책상 값,모자 값

그런데 (109)의 교과서에서는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단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도입부

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치하여 단어에 한 개념이 이후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

어 핵심 상 개념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이러한 교육 내용의 조직은 향후 단일어와

사의 형태가 동일한 사례를 개념 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조회 지 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특히 (110)에 비해 의미 차이가 가시 이지 않은 (111)의 ‘참/참-’‘임/-님’을

변별 으로 구성하기 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109)[단어의 개념]1.문장을 어 단 와 단어 단 로 나 기 → 2.‘큰집’과 ‘큰 집’

의 의미 비교하기( 간에 다른 요소 삽입해 보기)

단어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즉,단어의 구성 요소 사이에 다른 단

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단어의 구성 요소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면 그것은 단어가 아니며,단어의 구성 요소 사이는 띄어 써야 한다.[김종철

외(2013),국어 ①]

(110) 와  의 차이를 알고,이와 같은 를 더 찾아보자.[ 경원 외(2013),국어 ②]

 개집,개장수,개고기  개떡,개살구,개철쭉

(111)사랑-참사랑,뜻-참뜻,손-손님,딸-따님 [박 목 외(2013),국어 ②]

[단원 간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②]

▪단어 단 에 한 인식을 통해 인 범주들 간의 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를 조직한다.

㉠ 품사 분류 단 로서의 단어 개념을 노출하여 ‘자립/의존’개념을 범주 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 단어 단 에 조회하여 구/합성어,단어/ 사 등을 범주 으로 구성할 수 있도

록 내용 요소를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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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점으로 의 ‘파생/전 ’의 핵심 개념화

성 어미와 생 사를 구별하지 못해 성 어미가 붙은 단어를 성된 품사로 오

인하는 일은 비 국어 교사들에게서도 확인되는(남가 ,2013ㄱ:130)구분상의 난 인

데,학습자들 역시 이 지 에 주목하되 특히 명사형 성72)어미와 명사 생 사를

비교의 상으로 삼아 둘 사이의 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흥미로운 은,아래

의 세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두 개념의 변별 차이에 주목하여 구성하는 양상은

단어 형성,품사,문장의 짜임에 걸쳐 지속 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바꾸어 말해,

생과 성을 변별 으로 이해하는 일은 서로 다른 범주를 통하여 범주 간의 확산

계를 구성하기 한 거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12)‘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 가 조 어색하죠?그래도 우리 설명을 한 거니

까 태클 걸지 말고.앞에 있는 ‘웃음’은 명사가 확실하죠?뒤에 조사가 나왔잖아

요.앞에 있는 ‘웃음’은 미사 ‘-음’이 붙어서 ‘웃음’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생

했네요.이거,사 에 등재되어 있습니다.뒤에 나온 ‘웃음’을 볼까요?이건 그냥

‘웃다’라는 동사의 어미 요.명사처럼 만들어 다고 해서 ‘명사형 성 어미’라

고 하는데,이건 나 에 나와요.‘웃고,웃으니,웃어서,웃으면’처럼 ‘-음’도 하나

의 활용을 한 것이죠.좀 이해가 되나요?[㉰-US-단어 형성-4]

(113)그리고 이 성 어미에서 주의해야 할 이,특히 명사형 성 어미 ‘-음’과 앞에

서 배운 생 사에서 ‘-음’과는 구별을 해야 해.‘웃음을 웃다’랑 ‘웃음으로써

넘겼다.’두 ‘웃음’은 다른 거야.둘 다 ‘웃-’에 ‘-음’붙은 거지만 이거는 진짜 명

사고,이거는 진짜 명사는 아니고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명사형 성 어미

는 동사의 명사형을 실 한 거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계가 성립이 되고 명사의

생 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생 명사가 된 것이야,서술어 기능이 없지.그

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조심해서 야 해.[㉰-UK-용언의 활용-5]

(114)여기서 니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이거 사실 배운 거야.명사형 어미라고 했

잖아?어미는 어디 붙어?용언에 붙지.그럼 어미가 붙은 게 명사인 건 말이 안

되지.그냥 명사형인 거지,명사는 아니야.‘나는 얼음이 얼기를 기다린다.’이거

72)‘성(轉成)’이라는 용어에 한 고민도 필요하다.이선웅(2012:201)에서는 품사의 ‘성/ 환’에

한 용어로서의 성 단 과정에서 ‘성 어미와의 용어 련성을 맺기가 좋다’는 을 들

어 ‘품사 성’이 합함을 논구한다.반면,유 경 외(2013:133)는 성은 형태론에서 생 사

가 붙어 품사가 바 는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용언에 소 성 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바 는 것

이 아니라 용언의 품사는 그 로 있고 명사 , 형사 ,부사 등의 내포 이 되게 하다는

을 근거로 성 어미라는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 한다.즉,품사론의 ‘성’은 실제로 품

사를 바꾸어 다는 의미를 지님에 비해 ‘성’어미는 그러한 품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바꾸어

다는 의미이지 실제 품사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학습자들의 혼동이 상될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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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얼음’은 그냥 명사야.명사를 만들어 주려면 ‘-음’은 미사가 되어야지.

아까 ‘정당했음’의 ‘-음’과는 다른 거야.근데 ‘얼기’는 사 에 안 나오겠지.품사

는?동사,동사.용언이네.그러니까 ‘-기’는 어미.그것도 명사형 어미.명사형

어미는 명사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명사처럼 만드는 거야.이거 잘 구분해

야 안 헷갈린다.[㉰-US-문장의 짜임-5]

그런데 교과서들에서 이를 핵심 개념으로 상정한 경우는 단히 제한 이며,그것도

(115)와 같이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처리되거나 (116)처럼 날개의 ‘참고 지식’정도로

제시되는 데 그친다.문제는 명사 생 미사와 명사형 성 어미보다 더욱 변별이 어

려운 부사 생 미사와 부사형 성 어미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다. 컨 ,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와 ‘비가 소리도 없이 왔다.’의 ‘-게’,‘-이’가 생 사와 성

어미라는 상이한 범주로 귀속됨을 구성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73). 생과 성 개념

을 변별 으로 이해하는 일은 단어의 형성뿐 아니라 어미의 체계,문장의 짜임 등의 문

법 지식을 확산 으로 구성하기 한 핵심이라는 에서 이를 구성 거 으로 삼아 지

속 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 컨 ,(117)에서와 같이 문장의 구성을 기술하면서

도74) 생의 개념을 비교 범주로 설정하는 양상을 참조하여 역으로 생의 개념을 다

루면서도 성을 비교 범주로 상정하여 단원 간 계열화를 지향해야 한다.

(115)다음 문장에서 생어를 모두 찾아보고 사에 의해 어근의 품사가 바 단어

73) 컨 ,구본 외(2015:142-143)에서는 일련의 기 에 따라 생 미사와 어미를 구별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덧붙인다.

부사 형성의 미사 ‘-이’는 형용사를 어근으로 부사를 생하는 형 인 생 미사의 하나

로서,‘많이,빨리,길이……’와 같은 단어의 형성에 참여한다.그런데 미사 ‘-이’가 ‘소리가 없-’

에 결합하여 활용 어미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지 않다(구본 외,2015:143).

74)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형성 단원의 마무리 활동으로 ‘ 오늘 죽음이야,축구 경기 한

마디로 끝내 줬음이다.’에 쓰인 ‘-음’의 문법 ,의미 기능을 탐색하는 과제를 제시한다.명사형

어미와 명사 생 사의 비교가 아닌 명사형 어미의 의미기능만을 다룬다는 에서 생의 문

제를 다루어야 하는 ‘단어의 형성’단원의 과제로 합한가에 한 의문을 품게 한다.다음의 학

습자 반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확인할 수 있다.

▪가꾸기의 마지막 활동에서 ‘야, 오늘 죽음이야.’같은 말에서 ‘-음’의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

을 제시하고 있다.나는 처음에는 당연히 ‘명사로 표 하기’로 생각하고 근했다.그런데 뒤

에 ‘끝내 줬음,아니었음’이런 거 나온 거 보고,명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즉,‘-음’이

사가 아닌 것이다.안 그래도 애들은 ‘잠을 잠’같은 표 에서 앞의 ‘-음’과 뒤의 ‘-음’이 다른

거라는 걸 어려워하는데,왜 생 사 아닌 ‘죽음,끝내 줬음,아니었음’을 여기서 배우게 하

는지 이해가 안 된다.하마터면 나도 그냥 생어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뻔했는데,애들은 그

냥 생어로 생각할 게 뻔하다.이런 말투가 쓰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단원에서 배울 것은 아닌 것 같다.[㉯-US-단어 형성-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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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알아보자.[이 규 외(2014),독서와 문법]

▪큰 웃음이 마음을 밝게 한다. ▪크게 웃음으로써 분 기가 밝아졌다.

(116)[지식 도우미]명사형 어미 ‘-(으)ㅁ’과 명사 생 미사‘-(으)ㅁ’부사어의 수식

을 받으면 명사형 어미이고 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생 미사이다. )

오늘도 매우 즐거움.명사형 어미 ‘-(으)ㅁ’/ 독서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다.명사 생 미사 ‘-(으)ㅁ’[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117) 생과 성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생은 단어의 구성에서

다루었던 문제로 사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되는 과정을 의미했었어요.

반면 성은 문장 속에서 일시 으로 그 기능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었지요.그

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김남미,2011:185).

[단원 간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③]

▪‘생/ 성’에 한 범주 차이를 내용 요소 조직에 반 하여 인 범주들 간의

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 명사형 성 어미와 명사 생 사를 기 으로 삼되 부사형 성 어미와 부

사 생 사로까지 계열화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를 조직한다.

㉡ ‘생/ 성’을 더 알아 둘 내용으로 치부하지 않고 단원 간 계열화를 구성해

가는 거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 으로 노출한다.

④ 명명 차이 인식을 위한 ‘ 사’의 비  주화

학문 문법의 으로 볼 때,품사론은 형태론,통사론,어휘론에 흩어져 있는 사실

들을 묶어 주는 통 인 학문 역이어서 언어 단 를 기 으로 학문의 하 분야를

나 재의 체계에서는 습에 따른 착시 상으로 독자 으로 보일 뿐 실제의 독자

성은 낮다(이선웅,2006:456).그러나 기술 결과를 토 로 체 문법 체계를 구성해 가

야 하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지식의 일부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품사는 오히려 문법의 총체 체계를 살필 수 있는 단 를 제공한다.

품사가 다른 문법 지식에 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세형,2008ㄱ)것이다.(118)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해당 학습자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고 형성 방식에 따른 단어를 합성어와 생어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해당 단어의 품사를 조회한다.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새 랗다’라는 언어 자료에 부여되는 수많은 문법 개념들의 구조를 층 으로 인식

하여야 해당 범주 간의 계를 공고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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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와 같이 ‘명명의 차이’는 해당 학습자가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문법 개념

들에 한 계 구성을 한 핵심 연결소로 기능한다.

(118)자,정리해 게.이거 잘 보고 있어야 안 헷갈려. 를 들어서,‘새 랗다’이거

보자.이 말의 품사는?‘란 거니까 상태’형용사잖아.이건 품사야,품사 차원.

근데 이걸 형태소로 분석해 .‘새, 랗-,-다’이거잖아.아까 했었지?그래서

실질/형식으로 나 면 형식,실질,형식 이 게 되지.이거는 형태소 차원이야.근

데 아까 생어 할 때,‘새’는 사이고 ‘랗-’여기가 어근이었잖아.이건 뭐

야,형태소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생어가 된다 하는 단어의 종류 차원

이기도 하지.하나 더,활용,기본형 이런 말 생각나?변하는 부분,변하지 않는

부분 하는 거.‘새 랗다’는 ‘새 랗고,새 라니’이 게 되니까 ‘새 랗-’이거

체가 어간이고,나머지가 어미겠지.뭔 말인 알겠어?㉮그러니까 그냥 부분

으로 부르는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사실은 같은 걸 가지고 이거 할 때는 이 이

름으로, 거 할 때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왜 가끔 집에서 쓰는 이름,학교

에서 쓰는 이름,회사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는 사람 있잖아.그런 거랑 마찬가

지야.단,이때 짝지어지는 것들은 있겠지?어근 할 때는 사랑 같이 가야 하

고,어간은 어미랑 짝이고.그런 거야.좀 정리가 되니?[㉰-UK-단어 형성-4]

이러한 이유로,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 구 과정에서도 품사 범주는 지속 으로

노출된다.먼 ,(120)과 비교할 때 (119)는 형태소를 하 분류한 결과를 기술하면서도

동시에 품사 범주를 노출한다.물론,(119)와 같은 기술을 해서는 단일어일 경우라는

제가 요구된다75).그 지 않을 경우,형태소를 분류할 때 품사와 련해서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은 단어와 형태소라는 다른 층 의 분류를 뒤섞게 하기(이홍식,

2010:11)때문이다.이 때문에 형태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품사에 기 는 것은 정확한

문법 기술과는 거리가 있다(이선웅․이은섭,2013:271).그러나 (118)에서 확인 가능하

듯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일 언어 상을 두고도 서로 다른 범주 차원에서 상이

한 용어로 명명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범주 간의 확산 계를 구성하는 데 주

요한 연결소로 작용한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숙련가들에게 범주의 구분에 따른 인

식의 환은 지극히 당연한 제이지만,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를 지속 으로 노출

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5) 컨 ,구본 외(2015:102-103)의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기술해야 한다.

명사, 명사,수사, 형사,부사,감탄사 등이 단일 형태소인 경우 자립 형태소가 된다.이들

은 홀로 띄어 쓸 수 있어 체로 의존 형태소와 쉽게 구분된다.조사,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어

미, 생 사 등이 단일 형태소인 경우 의존 형태소가 된다(구본 외,2015: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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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와(독립언-감탄사)’,‘(수식언- 형사)’,‘나뭇잎76)(체언-명사)’,‘참(수식언-부

사)’은 자립 형태소이고,‘은( 계언-조사)’,‘빨갛-(용언의 어간)’,‘-다(용언의 어

미)’는 의존 형태소이다.[한철우 외(2014),독서와 문법]

(120)‘나무’,‘주먹’,‘밥’은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들이

다.이를 가리켜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꾼’,‘은’,‘을’,‘먹-’,‘-었-’,‘-다’는 혼

자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이숭원 외(2011),국어 2-2]

같은 논리로,합성과 생 후의 품사를 기본으로 합성어와 미사를 하 분류하는

(121),(122)와 같은 기술 역시 학습자들에게 비교 범주로서의 품사를 참조하여 확산

계를 구성하게 하는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특히,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합성 명사

나 명사 생 사에 비해 다른 품사의 합성과 생 과정에 한 이해가 비 형 으로

인식된다는 에서 품사에 기반한 이러한 범주 제시는 형성에서 비 형성으로 나아

가게 하는 인식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121)합성어에는 합성 명사,합성 형용사,합성 동사,합성 부사 등이 있다.[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 1]

(가)합성 명사:논밭,고무신,촛불,덮밥,첫사랑

(나)합성 형용사:높푸르다,검디검다,남다르다

(다)합성 동사:철들다,굶주리다,들어가다,타고나다

(라)합성 부사:이리 리,길이길이,생 생

(122)합성어:합성 명사,합성 동사,합성 형용사,합성 부사

미사:명사 생 미사,동사 생 미사,형용사 생 미사,부사 생

미사,동사․형용사 생 미사 [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나아가 필연 으로 품사 범주의 용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123),(124)와 같은 하

문법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품사 범주는 일정한 연결소로 기능할 수 있다.이

게 볼 때,학문 문법을 명징하게 기술하고자 할 때 엄 한 학문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품사론은(이선웅․이은섭,2013:262)문법 교육 내용의 구 과정에서는 비교

범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따라서 (125)와 같은 활동을 단순히 ‘단원 범주에 어 나는

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오히려 이를 극 으로 내용 요소의 조직 과정에 반 할

필요가 있다.특정 교육 내용 자체에 항존하는 불변 가치는 상정되기 어려우며 어떠

한 목 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76)‘나뭇잎’을 형태소 단 로 분류한 것은 기술상의 오류로 보인다.



-252-

교육 내용의 배치는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23)‘높푸르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 결합하는 방식은 문장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난다.[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124)비통사 합성어는 ‘덮(은)밥’처럼 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검(고)푸르다’

처럼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부슬비’처럼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등이

있다.[이 규 외(2014),독서와 문법]

(125)다음 단어들을 직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고,분석된 성분 가운데 단어의 품사

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단어 직 구성 성분 의미의 핵심 요소 품사 결정 요소

큰형 큰,형 큰,형 형

본받-

굽이치-

구두닦이

개구리

[단원 간 내용 요소 수 의 단어 형성법 내용 조직 ④]

▪단어 형성법 내에 품사 범주가 포함되도록 내용 요소를 조직하여 학습자들로 하

여 범주 간 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 형태소의 유형 분류 과정에 품사 명칭을 포함한다.

㉡ 합성/ 생 후의 유형 분류 과정에 품사 명칭을 포함한다.

㉢ 형태소의 분석 단어 형성 방식에 한 기술 과정에서 품사 명칭을 포함한다.

3.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 표상

교육 내용의 표상은 거시 층 에서는 어떠한 형식을 동원하여 특정 교육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즉 형식 실체화의 차원에서 구 되며,미시 층 에서는 사례,비유,

일상어 등의 구체 인 표상 략들을 동원하여 내용 으로 실체화하는 차원으로 구

된다.이때,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표상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분석한 것

은 주로 후자의 층 에서 연동되는데,연구 설계의 한계상 이미 설명문의 형식으로 구

된 교과서를 자료로 제공하 기에 다른 방향의 형식 실체화를 학습자의 인식을

통해 확인하기에는 제한 이다.그러나 교육 내용 구 으로서의 표상이 지니는 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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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자의 표상,즉 형식 실체화로서의 표상 역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다만 본고에서는 그 방향성을 입론하는 정도로 논의의 폭을 제한하고자 한다.

3.1.형식 실체화로서의 표상

교과서에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들이 각각의 기능과 목 을 가지고 담겨 있다.

컨 ,서유나(2012)에서는77)이성 (2006)의 논의를 토 로 문법 교과서의 기능에 따른

텍스트 범주를 ‘메타 텍스트(교과서 안내,단원 안내,자료 안내,활동 안내),본문 텍스

트,활동 텍스트(활동 지시,활동 자료)’로 체계화한다.이 메타 텍스트는 일반 으

로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강도가 약하여 주된 논의 상으로 삼기에는 제한 이다.남

가 (2013ㄴ:128)에서78)검정 체제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단원이 구성되기 시

작했음에 주목하여 교과서 단원을 분석한 결과,지식 구성 방식을 다음의 세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도 이러한 이 때문이다.이를 고려하여,본고에서는 자의 범주(본문 텍스

트)를 ‘설명’으로,후자의 범주(활동 텍스트)를 ‘활동’으로 구분하고 실제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범주별로 형식 실체화 층 의 표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방식 1
개념 설명과

언어 자료 분석 시범을 통한 지식 구성
→ 자료 분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방식 2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지식 도출
→

개념 정리를 통한

지식 확정
→ 자료 분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방식 3
이야기를 통한

지식 구성
→

개념 정리를 통한

지식 확정
→ 자료 분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표 27]문법 교과서 단원의 지식 구성 방식(남가 ,2013ㄴ:128)

77)서유나(2012)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기능을 종축으로,김은성(2012ㄴ)에 기반한 유형,방식,의도

성,범 에 따른 표상의 특성을 횡축으로 삼아 4차부터 최근까지의 문법 교과서를 분석한다.문

제는 ‘계수(計數)’를 통한 분석을 방법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다양성’으로만 화하여 논의를

개한다는 이다.문법 교육 내용의 구 문제는 ‘형식’만을 논의하여서는 그 의의를 충실히 확

보하기 어렵다.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실체화할 것인가를 동시에 연구 상으로 삼았

어야 할 것이다.

78)해당 논의를 본고에서 도식화한 결과이다. 한,남가 (2013)에서는 ‘방식 2’의 유형에 ‘자료 분

석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단계를 상정하지 않았지만,이 유형을 취한 지 않은 교과서들에서

이 단계를 추가 으로 배치한다고 단된다.즉,‘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지식 도출’은 ‘본문 활

동’으로 간주하여 ‘학습 후의 활동’을 추가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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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명 층 에서의 표상의 층화

문법 단원의 본문 텍스트로 지칭되는 설명 텍스트는 학습자들에게 이질 인 경험을

요구하는 학습 자료이다.다양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언어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와 문법에 해 모종의 개념을 자발 으로 형성하는 과정과,과학 개념을 직면

하고 해당 개념을 심으로 언어 상을 조망하는 과정은 질 으로 다른 과정이기(남

가 ,2011:117)때문이다.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해 문법 설명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핵심 인 요소는,모어 화자로서 직 으로 인식해 오던 언어 상과 과학 개념

을 동원하여 언어 상을 체계 으로 재인식하는 과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한 텍

스트 장치의 모색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법교육에서 텍스트는79)오로지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으로만 간

주되어 선정한 교육 내용을 어떤 특성을 가진 텍스트로 구성할 것인지,그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해 본격 으로 논의가 된 이 없었던(김은성,2012ㄴ:96)것이

사실이다.김혜정(2009)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한 통시 분석을 통해 국어교육

용 텍스트 자료 유형을 체계화하면서 ‘문법은 역은 분명 제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텍

스트 제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김혜정,2009:349)’고 평가한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형식 실체화 차원에서 문법교육의 교육 내용화 략이 거의 부재했음을

(김은성,2012ㄴ:86)방증한다.교육 내용을 어떠한 실체로 구 해 내는가의 문제는 교

수․학습의 이론 상세화하는 에서 텍스트와 학습자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이

제되어야 함에도,이에 한 별 다른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그 결과,문법 지식 자체

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최우선에 두고 문법 개념들을 명시 이고 압축 으로 풀이하고

몇몇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노출하는 방식의 설명문이 문법교육의 유일한 형식

실체로 간주되어 오곤 했다80). 컨 ,(1)은 이러한 방식의 가장 극단 인 경우인

데,최 한 요약 으로 련 문법 개념을 풀이하면서 언어 자료를 사례로 제시한다.물

79)김은성(2012ㄴ)에서는 담화로 명명한 것을 본고의 의도에 따라 텍스트로 수정하여 인용한다.본

고에서 분석의 상을 교과서로 한정하지만, 술하 듯이 이론 층 에서의 교육 내용 구

문제는 교과서 기술과 수업 설계의 층 에 개재된다는 에서 김은성(2012ㄴ)의 의도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단된다.

80)그 다고 하여,본고에서는 문법교육에서 ‘설명문’이 지니는 가치를 경시하지는 않는다.흔히 설

명문은 정보의 일방 달에 불과하다고 가치 하하고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독

자로서의 학습자가 설명 상을 인지 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오히려 본

고의 핵심 이다.다만,여기에서는 이 지 에 한 탐색이 없이 나열과 요약이 문법 설명문

의 표 인 실체화 략으로 인식되어 온 재를 비 으로 인식하고,‘다양한’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을 꾀하기 해서는 형식 실체 역시 ‘다양화’되어야 함을 논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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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과정에서 일련 번호,도식화 등의 텍스트 장치로 문법 지식을 효과 으로

달하고자 하나,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한 형식 실체화로 읽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1)복합어:둘 이상의 어근,혹은 어근과 생 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복합

어는 단어 형성 방법에 따라 합성어와 생어로 나뉜다.

① 합성어(合成語):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로 생 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 비,말다툼,어린이,볶음밥,힘쓰다,알아듣다,오래오래

② 생어(派生語):어근의 앞이나 뒤에 생 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 두사: 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데 어근으로서의 성격,즉 실질 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많다.

)되-:되살리다,되새기다,되씹다,되풀다

맨-:맨몸,맨발,맨손,맨입,맨주먹 [박 목 외(2012),독서와 문법 Ⅰ]

문법교육에 한 논의는 아니지만,바르트(Barthes,1970)가 독자 텍스트(readerly

text)와 필자 텍스트(writerlytext)를 구분한 데에서도 이 문제의 시사 을 얻을 수

있다.그는 타이어 교체 방법 는 용암 분출 과정을 사실 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게 달되는 텍스트를 독자 텍스트로,독자가 텍스트의 의미 생성 과

정에 극 으로 참여하여 필자와 소통하는 텍스트를 필자 텍스트로 나 다.즉,필

자 텍스트에는 설명 주체의 목소리가 층 으로 투사되어 있어 독자가 텍스트를 이

해하기 해서는 필자가 존재함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해석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한,그는 텍스트를 면하는 독자 역시 실제 독자(actualreader)와 모

방 독자(mockreader)로 구분하는데,텍스트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의미를 주체 으

로 장하는 독자와 텍스트의 수사 장치에 쉽게 이끌려 핵심 내용이나 의도보다는

주변 요소들에 반응하는 독자로 변별한다.

독자 텍스트 필자 텍스트

모방 독자 ㉮ ㉰

실제 독자 ㉯ ㉱

[표 28]독자-텍스트의 계(Barthes,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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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 텍스트를 실체화하는가가 학습자의 이해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는 지 에 한 교육 고민이 부족한 가운데 문법 교육 내용을 표상하

는 (1)과 같은 실체화는 주로 모방 독자를 상정하는 독자 텍스트에 머문다는 데

있다.물론,‘설명’을 지향하는 독자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놓인 교육 내용의

조직 양상에 따라,그리고 후술할 내용 실체화로서의 다양한 표상의 방식에 따라 얼

마든지 모방 독자를 실제 독자로 변모하게 할 수 있지만,㉮의 방식이 극 화된 설

명 텍스트를 학습자들은 당장 견고하고 건조한 실체로 인식하기 쉬우며 당연히 지식의

구성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 장면에서 이 을 의미화하는 바르네스(Barnes,1976)는 지식의 이동 순

환 경로에 따라 ‘달’과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 한다.즉,지식을 마치 일

종의 상품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가 학습자들에게 진열하는 방식은 가게 주인

과 손님의 계처럼 상을 ‘달’하는 데 반해,설명 주체와 학습자 사이에 지식이 공

유되며 이 공유의 과정이 지식을 학습하는 행 를 통해 형성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

러한 학습 과정은 ‘해석’을 지향한다는(임칠성 외 역,2010:60)것이다.따라서 지식에

한 해석,곧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이끌기 해서는 단순히 ‘달’의 으로만 교

육 내용을 표상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표 27]의 남가 (2013ㄴ)에서 보고하듯이 검정 체제에 따라 교과서

집필 집단이 다양화되고 학습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시장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이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형식 실체화를 보이는 설명 텍스트들이

생산되었다.[표 27]에서 ‘방식 2’로 분류한 (2),(3)과 같은 방식이 표 인데, 의

형식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풀이하고 일부 사례에 용하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학습

자들에게 ‘따라 올 것’을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학습자 스스로 활동을 통해 개념에

근하게 하는 귀납의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것이다81).물론,문법교육에서 학

습자의 자발 탐구가 강조되는 맥락에서 이러한 형식 실체화의 의의는 충분히 인정

되지만,설명 주체(교과서 집필자)와의 의미 소통을 통한 지식의 구성이 부각되기보

다는 제한되고 통제된 일련의 활동과 그에 덧붙는 ‘알아 두기’형식의 소략하고 편

인 서술만으로는 문법 지식에 한 학습자의 구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특히나,주요 개념들이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되어 설명되기보다는 몇몇 활동을

심으로 편 으로 나뉘어 제시되다 보니(남가 ,2013ㄴ:129),지식의 구조에 한

81)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에서 ㉮와는 차별화되지만 여 히 설명

주체로서의 필자의 목소리에 학습자가 주목하기 어렵다는 에서 독자 텍스트로 분류되어 [표

27]의 ㉯ 층 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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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 유형의 텍스트 형식보다 불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나 고,실질 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에 색칠해 보자.

밤나무 -밤 +나무 밤송이 -[ ] +[ ]

햇밤 -[ ] +[ ] 알밤-[ ] +[ ]

단어에서 실질 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고,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를 사라고 한다.어근은 실질 형태

소이고, 사는 형식 형태소이다.[김종철 외(2013),국어 ①]

(3)다음 화를 바탕으로 어근과 사에 해 알아보자.

여:한겨울인데 그 게 얇게 입고 다니다니.역시 멋쟁이구나.

남:괜찮아.한낮에는 춥지 않으니까.

▪ 그은단어를 형태소로나 어보자.그리고 그것들이 홀로 쓰일 수 있는지 말해 보자.

▪ 에서 나 형태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해 보자.

▪ 그은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실질 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 뜻을 제

한하는 부분으로 나 어 보자.

[알아 두기]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실질 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사라고 한다. 사는 어근

의 앞에 오는 것도 있고,뒤에 오는 것도 있다.[오세 외(2011), 학교 국어 2-2]

검정 체제 이후 형식 실체화로서의 교육 내용 표상이 다변화된 양상은 ㉰의 층

에서도 활발하게 확인된다.즉,설명 주체의 목소리가 텍스트의 면으로 드러나 학습

자와의 소통을 꾀하는 방식으로 본문 텍스트가 실체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컨 ,교수․학습의 장면을 그 로 재 하여 교사를 설명 주체로 등장시키는 (4)의 경

우나 새말을 생성해 내기 해 단어 공장을 방문하여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설계한 (5)가 표 이다82).이를 통해,학습자들은 설명 주체의 친 한 안내

를 받아 설명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82)물론,‘만화’라는 텍스트 유형에 실어 교육 내용을 표상한 것도 특징 인 지 이기는 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텍스트 유형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실체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생산 으

로 교육 내용 표상을 모색하는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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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미숙 외(2011), 학교 국어 2-2] (5)김상욱 외(2011), 학교 국어 2-1,창비.

그런데 ㉰ 층 로 실체화된 텍스트에서 여 히 학습자는 실제 독자보다는 모방

독자에 가깝다.설명 주체가 텍스트의 면에 노출되어 독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

기는 하지만 여 히 ‘해석’보다는 ‘달’에 가까운 형식을 띠기 때문이다.이 에서,

(6)과 (7)의 설명 텍스트는 ㉰ 범주와 차별화된다83).설명 주체가 면 으로 등장하지

않는 신 고도로 추상화된 비유를 통해 문법 개념들을 한 편의 짜임새 있는 이야기

속에 담아내기 때문이다.이러한 텍스트들을 한 학습자들은 그 안에 표상된 문법 지

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체 이고도 극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에서

‘해석’을 지향하는 이러한 형식 실체화는 ㉱의 층 로 분류할 수 있다.

(6)먼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언(用 )’부서의 ‘동사(動詞)’와 ‘형용사(形容詞)’형제

다.(… 략…)그 둘은 매우 닮아 있었다.둘은 늘 꼬리 같은 것을 달고 다니는데,날

마다 다른 색깔이다.모든 일의 동작과 상태에 응하려면 게 변화무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말을 받아친 것은 ‘체언(體 )’부서의 ‘명사(名詞)’다.(…

략…)“소신,만물의 이름을 장하는 ‘명사’이옵니다.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름을 지

니고 있을진 제가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가 담당하겠습니까.하오니

제게 더 높은 품계를 내려 주시옵소서.”[이삼형 외(2010), 학교 국어 1-1]

(7)단어 륙은 단일 민족인 단일어 나라와 다민족 국가인 복합어 나라로 이루어져 있

다.복합어 나라는 두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하나는 단어의 근간을 의미하는

어근이고,다른 하나는 의미를 첨가하고 품사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다.

복합어 나라는 두 민족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문으로 나 어졌는데,하나는 민

족의 결합을 추구하는 생어 가문이고,다른 하나는 사를 배척하며 순수 통만을

83)2007,2009개정 검정 교과서들 단어 형성법에 해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한 교과서

가 발견되지 않아 (6)에서는 품사 단원의 사례를 인용하 으며,(7)은 오 아(2012ㄴ)에서 제시한

사례로 비 교사가 산출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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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 합성어 가문이다.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두 가문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

져 갔고,갈등의 불씨는 커다란 화염이 되어 나라를 휘감았다(오 아,2012ㄴ:139).

그런데 필자 텍스트로 분류되는 ㉰와 ㉱의 교육 내용 표상이 주로 ‘이야기’라는 형

식 실체를 상정하는 지 에 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거시 인 차원에서 문법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라는 형식 틀의 유용성에 한 탐색은 김은성

(2007ㄱ)을 기 으로 발되었는데,해당 논의에서는 학습자가 문법 학습의 결과로 이

해한 문법은 어디까지나 국어를 통어하는 원리에 한 하나의 이야기이어야 함을 표방

하면서도(김은성,2007ㄱ:363),이야기라는 형식 실체화의 의의를 문법 교육 내용의

연성화 차원에서 주로 다룬다.요컨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동기를 유발하기

한 ‘선택 ’교육 도구로 이야기라는 형식을 가치화하는 것이다.

남가 (2012:25-29)에서는 문법 지식 자체의 내재 속성에 기반하여 이야기의 가치

를 논의한다는 에서 보다 진일보한 을 보이는데,그는 ‘문법 과제 활동에 상

황맥락을 부여하는 방식’과 ‘문법 과제가 아닌 문법 지식 자체에 맥락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양상을 구분한다.나아가 학습자가 하나하나 문법지식을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유기 인 이야기 형태로 꿰어지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체계화 교수․학습을 고민하는 것도 이야기를 문법에 활용하는 거시

인 방식임을 천명하여(남가 ,2012:28)이야기의 문법교육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한

다.요컨 ,어떠한 입각 을 가지고 이야기라는 형식 실체로 문법 지식을 덧 우는

가에 따라 거시 표상으로서의 형식 실체화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게 볼 때,(4),(5)의 이야기와 (6)의 이야기는 그 상이 다르다. 자는 문법 지

식 자체의 유기 속성이 이야기의 속성과 교 하지 못함에 비해,후자는 문법 지식 체

계가 일련의 내 논리를 지님을 등장인물의 속성과 계를 통해 하나의 거리로 표

상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물론,그 다고 하여 반드시 (6)과 같은 방식의 이야기

가 교수․학습의 국면에서 우 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이기돈(2014)에서 지

하는바,이야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외 흥미를 교과 내 흥미로 이시키는 과정

에서 교과 지식과 무 한 요소들이 첨가되어 발생하는 인지 부담과 메타인지 이동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야기의 형식 실체로서의 가치는 미시 인 차원에서 해당 교육 내용을 얼

마나 체계 이고 목표 지향 으로 표상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컨

,단어 형성법과 련한 문법 개념들을 한 편의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구 하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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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시 으로 각각의 개념들을 표상하기 해 쓰인 비유들을 구조화하면 [그림 8]

과 같은데,이때 단일민족 국가의 ‘민족’과 다민족 국가의 ‘민족’은 어떠한 계가 있는

지,다민족 국가에서 ‘가문’보다 ‘민족’을 1차 분류의 기 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지,합

성어 가문과 생어 가문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유는 단어 형성 련 지식의 어떠한

부면을 표상하는지 등의 시각에서 해당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민족 국가

단일어

다민족 국가

복합어

륙

단어
민족 1

어근

민족 2

사

민족 간 결합을
추구하는 가문

생어

민족1끼리의 순수 통을
추구하는 가문

합성어

[그림 8]사례 (7)에 쓰인 표상의 도식화

요컨 ,형식 실체를 갖추어 교육 내용을 표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시

인 차원의 표상이면서도 동시에 그 내부에서 세부 내용들이 표상되는 구조를 띠는

층 구조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어서 하나의 형식 실체를 갖추는 표상의 이면에는

다양한 내용 요소들의 미시 표상이 유기 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즉,교육 내용의 표

상체로서의 형식 실체들을 풍부하게 하기 해서는 어떠한 형식들을 가져올 것인가

에 한 고민에 앞서 보다 본질 으로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지니는 개념

․ 계 속성을 어떻게 내재 으로 표상할 것인가의 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 실체화로서의 단어 형성법 내용 표상 ①]

▪설명을 한 형식 실체의 형을 유연화하여 학습자들의 단어 형성법 련 문

법 지식의 구성을 진할 수 있도록 표상한다.

㉠ 달/해석으로서의 텍스트 기능을 다변화하여 단어 형성법을 실체화한다.

㉡ 모방 /실제 독자로서의 학습자 상을 고려하여 단어 형성법을 실체화한다.

㉢ 미시 차원의 표상과 거시 차원의 표상을 층 구조를 유기 으로 탐색

하여 단어 형성법을 실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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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동 층 에서의 표상의 계기화

교육 내용은 활동의 층 에서도 표상된다.특히,교과서에서는 문법 지식의 추상

속성을 과제의 형태로 구안하여 독립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활동과 활동의 재

료가 되는 학습 자료의 형태를 갖추어 표상되는 것이 일반 이다.보다 실 으로,학

습 활동은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는 기본 인 요소이기도 하다.즉,학습 활동은 단원

에서 학습할 내용을 과제(task)의 형태로 제시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기능을 정착

시키며,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정혜승,2002:112).

이때,활동은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4차 교육 과정이 학문 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비 하에 5차 교육 과정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교육 개념이 ‘활동의 강조’인데,

지식이 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식보다는 활동이 요하다는 것이다.그

에 따라,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단편 암기 주 교육 등의 이유로 많은 비 을

받아 왔고,활동이 요하다는 논리로 지식은 요하지 않다는 왜곡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러한 지식과 활동의 곡해된 계에 해서 주세형(2006ㄱ:114)에서는 활동의

결과,학습자가 교육의 최종 과정에서 얻게 되는 행 ,활동의 형식은 모두 목표가 되

며,목표를 지향 으로 삼는 구체 인 내용이 바로 지식이 되는 것인데,이에 해 그

동안은 명확히 하지 못하여 활동-지식의 계성을 곡해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게 볼 때,학습 활동으로 표상된 단어 형성법 련 문법 지식은 설명의 층 에서

표상되었던 교육 내용과 유기 인 계기성을 확보해야 한다.다시 말해,설명의 층 에

서 다루었던 교육 내용 무엇을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하여 표상할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하고,이 과정에서 활동의 내용 표상성에 주목하여 설명-활동 간의 계기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교과서의 단어 형성법 단원에 구 된 활동들에 부

가된 선택의 논리를 설명 층 에서의 표상에 비추어 역추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 ,교육 내용의 깊이와 수 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설명의 층 에서

표상된 단어 형성법 련 문법 지식 반복 으로 확인하고 연습해 보는 차원으로 학

습 활동이 구성된 경우와 설명의 층 에서는 본격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학습 활

동을 통해 확장 으로 문법 지식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컨 ,(9)와 (10)은 7차 교과서에서 형태소의 분석과 유형 분류에 해 구안된

탐구 활동 (8)을 두고 학습자가 보인 반응이다.학습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설명하지 않

은 내용이 표상된’활동으로 읽힐 수 있으나, 차나 요구를 세 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262-

확장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한 활동임을 감지할 수 있다.‘형태소 분석 → 자립/의

존 형태소 분류 → 자립/의존이 단이 어려운 이유 탐색’의 계기 구성을 통해 설명

의 층 에서는 표상하지 않았던 비 형 사례들까지도 활동의 차원에서 표상하기 때

문이다.따라서 의존 명사 ‘수’, 형사 ‘첫’이 왜 의존 형태소가 아닌지에 한 학습자

의 의문은 오히려 해당 활동이 표상한 교육 내용에 맞닿는 지 이다84).

(8)다음의 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탐구하여 보자.[7차 문법 교과서,83쪽]

하늘에,나와 ,할 수 없지,시원하다,반짝반짝,그 사람,웬 떡이냐,

첫 싸움,어서 오 라,퍽 좋구나,풋사랑,걱정스럽지,아이구,

▪ 의 자료를 형태소 단 로 나 어 보자.

▪ 에서 분석한 형태소를 다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 어 보자.

▪ 에서 단하기 어려운 형태소가 있었다면,왜 어려웠는지 생각하여 보자.

(9)형태소 분석과 의존 형태소 찾기 활동이 나온다.여기서 ‘할 수 없지’에 해 학생

들이 형태소 단 로 쪼갤 수 있을까?나조차도 ‘할’에서 ‘-ㄹ’을 뽑아내는 게 힘들

었고,‘수’는 당연하게도 의존 형태소라고 분석했다가 틀렸다.‘수’는 당연히 혼자

쓰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했던 것인데,이게 사실은 자립 형태소

라고 하니 혼란이 갈 수밖에 없다.이런 부분에 한 설명을 좀 더 친 하게 해

주어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US-단어 형성-1]

(10)나는 ‘첫 싸움’의 ‘첫’은 당연히 의존 형태소로 분류했다.‘첫’이 단독으로 쓰이면

뭔가 이상하다.‘하늘,사랑,바다’이러한 자립 형태소와는 다른 느낌이다.‘첫

싸움’과 같이 뭔가 뒤에 붙어야 할 것만 같다.이러한 경우도 다른 말에 기 어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근데 의존 형태소에 한 정의를 내릴 때 ‘기

어 쓰인다’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US-단어 형성-2]

문제는,이러한 의도성이 선명하게 표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의 층 에서는 표상

하지 않았던 혹은 선언 ․명제 으로만 표상하 던 교육 내용이 학습 활동에서만 ‘느

닷없이’표상될 경우,학습자들은 해당 활동을 통해 련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단서

나 도구를 포착할 수 없어 해당 활동이 요구했던 목표에 실질 으로 도달하기 어렵다

는 이다. 컨 ,(11)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해당 활동들이 표상하는

두사 ‘참-’,‘새-’,선어말 어미 ‘-었-’은 흔히 학습자들이 실질 형태소로 잘못 인식하

는 문법 요소들이다.두 교과서 모두 학습자들이 이 지 에까지 주목하게 하기 한 의

84)(9)의 학습자가 보인 음소 단 ‘-ㄹ’의 형태소 분석 역시 해당 활동에서 보다 극 으로 표상

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학습자들은 주목하지 못하 지만 해당 활동에서는 ‘그 사람’,‘시원하

다’,‘웬 떡이냐’에서도 ‘형 이어 보이지 않는’자립 형태소를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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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언어 자료를 표상하 지만,실상 (11)교과서의 설명 층 에서는 ‘손수건이

쁘다.’라는 문장으로 형태소 분류를 시범하여 학습자들이 두사와 선어말 어미를 어

떠한 형태소로 분류할지,왜 그러한지에 한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활동을 면

하게 된다.반면,(12)에서는 ‘나무꾼이 주먹밥을 먹었다.’를 사례로 형태소를 분석

분류하고 “‘-꾼’은 혼자서는 자신이 가진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 의미를

보태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차이를 보인다.

(11)<보기>참새가 감나무 에 앉았다.

1.이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 어 보자.

2.앞의 1.에서 나 형태소를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자.[한철우 외(2013),국어 ②]

(12)<보기>안개꽃이 새하얗게 피었다.

1. 문장을 단어로 쪼개 보자.

2.1.의 단어들을 형태소로 쪼개어 보자.

3.2.의 형태소들을 다음 기 에 따라 나눠 보자.[이숭원 외(2011), 학교 국어 2-2]

한,조사의 단어 포함 문제를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교육 내용으로 배치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13)은 아무런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문제를 지 한다.즉,설명의 층 에서는 표상하지 않았던 내용에 해

활동의 층 에서만 작스럽게 표상하는 방식에 한 문제 제기이다.(14)의 활동은 이

를 해 ‘자립성’에 기반한 단어 정의의 문제를 단서로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 해

당 지식을 구성하게 한다.이때,설명의 층 에서 기술한 (15)의 자립성과 분리성은 이

러한 활동 수행을 가능 하는 주요한 참조 이 될 수 있다.

(13)설명을 보면 단어를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 길게 정의해 놓고는 정작 조사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지,

마는지 여부는 빠져 있다.그래 놓고는 탐구에서는 ‘앞에서 나온 단어의 정의와 련

하여,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에 발표해 보자.’라고 하

니까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토의하라는 건지 감도 안 잡힌다.[㉯-UK-단어 형성-24]

(14)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해 모둠별로 활동해

보자.[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Ⅰ]

단어는자립형식 에서가장작은단 다.‘이내린다’나‘푸른하늘’도자립형식이지

만이들이단어가아닌것은‘이’나‘내린다’로더작게나 어도자립형식이기때문이

다.자립형식의 에서단어를정의하면조사의경우자립성이없다는것이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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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어의 정의에 해 말해 보자.

2.1.의 정의를 바탕으로 조사가 단어인지 아닌지 토론해 보자.

(15)단어의 정의를 이처럼 자립성의 에서 정의하면 조사를 단어로 보기 어렵게

된다.그래서 단어를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요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로 정의하기도 한다.이 게 보면 ‘빛이’의 ‘이’도 단어가 된

다.[윤여탁 외(2012),독서와 문법Ⅰ]

한편,설명의 층 에서는 표상하지 않았지만 활동의 층 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

되는 쟁 에 해 탐구해 보게 하는 방식의 활동 역시 정합 으로 표상되어야 한다.

(16)에서는 활동 내에 일련의 탐구를 한 단서를 표상하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해돋

이류’의 복합어에 한 단을 일방 으로 내리게 함에 비해,(17)과 (18)에서는 이러한

단을 한 일련의 탐구 차를 표상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6)다음 단어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해 생각해 보고 합성어인지 생어인지 단

해 보자.<고기잡이>,<해돋이> [박 목 외(2012),독서와 문법Ⅰ]

(17)보기처럼 ‘떡볶이’가 합성어인지 생어인지 모둠별로 탐구해 보자.[김종철 외

(2011), 학교 국어 2-1]

차 사 례

단어를 형태소 단 로 나 어 보자. 옷걸이 :옷+걸+이

나 형태소를 어근 는 사로 구별

해 보자.

옷 +걸-+-이

(어근)(어근)( 사)

형태소가 결합한 순서를 생각해 보고,

그 게 생각한 근거를 찾아보자.

1.(옷+걸-)+-이

▪근거:‘옷을 걸어 두도록 만든 물건’

이라는 뜻을 생각했을 때,이 단어는

‘옷을 걸다’라는 말에 명사를 만드는

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2.옷+(걸-+-이)

▪근거:‘모자걸이’등의 단어를 보았을

때,어근 ‘걸이’를 심으로 여러 가

지 어근이 붙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

어진 것이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차에 따른 토의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 으로 단어의 짜

임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생어 는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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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해돋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근, 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어떻게 야 할지 자

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이 규 외(2013),국어 ②]

남:어근 ‘돋-’에 사 ‘-이’가 결합하여 생된 말 ‘돋이’에 어근 ‘해’가 붙었지.

그래서 이것은 합성어라고 생각해.

여:어근 ‘해’와 ‘돋-’이 먼 결합한 후에 무엇을 나타내는 사 ‘-이’와 합쳐지

고 있어.그래서 이것은 생어라고 생각해.

(1)떡볶이 이기 때문에 [합성어 / 생어]

(2)손톱깎이 이기 때문에 [합성어 / 생어]

한,학습으로서의 활동이 단순 행동과 변별되기 해서는 일련의 연 속에서 이

루어지는 학습 활동들이 동일한 수 의 목표 성취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한다85).활동

사이의 유기 연 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학습 활동은 이 없는 단순한 활동

의 나열로 락하게 되며,따라서 학습 활동은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반 하는 것이어

야 할 뿐만 아니라,그 내용을 개하는 방식이 학습의 과정을 차 으로 보여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정혜승,2002:119).다시 말해,학습 활동이 ‘무엇을’은 물론

‘어떻게’의 문제까지 담보할 수 있을 때,학습자와 학습 활동 간의 긴 한 소통에 한

천착 속에서 교육 내용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활동과 활동 사이의 계기성의 문제를 확인 가능한데,(19)는 활동의

층 에서만 새롭게 표상된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에 해 지식 구성의 난 을 호소한

다.설명의 층 에서 해당 교육 내용을 표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으로만 표상한

(20)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그러나 해당 활동에서는 하나의 활동 내

에서 새로운 교육 내용에 한 단서를 표상하면서도 (21)의 인 한 활동과의 계기성을

확보하여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이라는 교육 내용을 정합 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요컨 ,활동 간의 구성 논리를 통해 일련의 방향성을 지닐 수 있

도록 교육 내용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19)84쪽 탐구에서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단어들을 생어/합성어로 분류하라고 한

다.첫날밤,코웃음 같은 말들은 그래도 뭐가 먼 결합하는지를 기 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갑자기 ‘시부모,평화 ,학교’같은 한자어들이 등장한다.물론,

‘시’나 ‘’은 사라는 이 잘 드러나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학교’같은 말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게다가 이건 ‘생각해 보자’도 아니어서 단

85)이러한 에서 ‘활동’은 동일한 목표를 단 로 하여 묶인 일련의 행동이 지속 으로 운동하는 양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명순,2003:124).즉,행동이 활동으로 개념화되기 해서는 행동이 행

동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목표를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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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인지, 생어인지,합성어인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뭘로 골라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UK-단어 형성-17]

(20)다음 활동을 통하여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漢字)를 각각 형태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자.[이삼형 외(2012),독서와 문법 1]

1.다음 단어들을 참고하여 ‘학교(學校)’라는 단어를 더 작은 단 로 분석할 수 있

는지 생각해 보자.

개학(開學) 휴학(休學) 방학(放學) 학원(學院) 면학(勉學)

개교(開校) 휴교(休校) 폐교(廢校) 폐교(弊校) 귀교(貴校)

2.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學)’과 ‘교(校)’를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21)다음 시를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이삼형 외(2012),독서와 문법 1]

1. 친 ‘유리(琉璃)’라는 한자어도 ‘학교(學校)’와 같은 방식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해 보고,그 이유를 말해 보자.

2.유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한자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도움말]‘유(琉)’와 ‘리(璃)’는 각각 ‘유리’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이 유리를

가리키는 쓰임은 없다.항상 ‘유리’라는 형태로만 쓰인다.

한,활동과 활동뿐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 체 활동 속에서 어떠한 치를 차지하

고 있는가도 활동 간의 계기성 탐색의 기 이 되어야 한다.즉,다양한 활동 유형들을

통어하고 규정하는 일련의 기 이나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때,부분- 체

간의 이러한 계기성은 결국 설명의 층 에서 교육 내용을 조직한 방식의 계열성과 상

동해야 할 것이다. 컨 ,(23)의 활동 간의 순서는 두 지 에서 설명 층 에서의 내용

조직 방식을 간략화한 (22)와 어 난다.(22)에서는 ㉠과 ㉡의 사이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어근과 사 개념을 도출함에 비해 (23)의 활동 층 에서는 이러한 계성이 소

거되어 [활동 1]과 [활동 2]가 각각 별개의 활동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한,설명 층

의 (22)에서는 어근과 어근,어근과 사의 결합 결과로서의 합성어와 생어 개념이

조직됨에 비해,(23)에서는 [활동 2]의  과  , 의 순서가 역 되어 합성어와 생어

를 분류한 이후에 이를 토 로 어근과 사 개념을 구성하게 한다.요컨 ,설명 층

의 교육 내용 조직 양상이 활동과 활동의 계기 구성에 반 되지 않은 것이다.

(22)㉠‘사과,사과나무,풋사과’의 형태소 분석 →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어근’,

‘사’개념 도출 → ㉢단일어/복합어 개념 도출 →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 ㉤ 사와 어근이 결합한 생어 [한철우 외(2013),국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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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한철우 외(2013),국어 ②]

[활동 1]

→

[활동 2]

→

[활동 3]

참새가 감나무 에 앉

았다.

지우개,가을,소나무,치솟다,오리,

넓이,엄지족,생각,힘들다,낚시 ,

풋과일, 꽃송이

맨-, 헛-,

-쟁이,-꾼

 단 어 ,

형태소 단

분석

 형태소

유형 분류

 단일어,

합성어,

생어 분류

 합성어

를 어근으

로 분석

 생어

를 어근과

사로분석

사를 공

유하는

생어 생성

한편,(24)에서는 [활동 3]이 체 활동 안에서 어떠한 상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명

확하지 않는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25)와 같이 구체화된 [활동 3]은 형태 유사성

에 기반한 유추가 합성어 형성의 한 방식임을 표상하는 활동인데86),설명 층 의 내용

조직에 비추어 보아서도, 체 활동 안에서의 계기성의 측면에서도, 단히 이질 이

다.물론,단어 형성의 다양한 방식 일면을 학습자들이 탐색하게 한다는 에서는

의의가 있으나,활동 간의 유기 계가 확보되지 않아,합성이나 생의 단어 형성

방식에 한 체 인 조망이 아닌 다소 특수한 방식에 주목하게 하는 의도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24)[이도 외(2013),국어 ①]

[활동 1]

→

[활동 2]

→

[활동 3]

→

[활동 4]

형태소,단일어,

합성어, 생어,

어근, 사의

개념 정리

덧버선,바느질,

손발,하늘

보조개,

볼우물

쌩얼,엄친아,

득템

어근과 사 분

석을 통한 단어

의 종류 분류

의미 확장 방식

탐구

신조어의 형성

방식에 한

비 탐구

(25)다음은 ‘보조개’와 ‘볼우물’의 사 의미이다.잘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보조개:말하거나 웃을 때에 두 볼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

볼우물:볼에 팬 우물이라는 뜻으로,‘보조개’를 이르는 말.

1.‘보조개’가 만들어진 발상을 참고하여 ‘볼우물’이 만들어진 발상을 어 보자.

▪보조개:뺨 가운데가 조개껍데기처럼 오목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만들어졌다.

▪볼우물:

86)흥미로운 은 ‘보조개’를 표 국어 사 에서는 단일어로 제시하고 보조개의 충남 방언인 ‘볼-

조개’에 해서만 복합어로 처리한다는 이다.학습자들이 해당 형성 방식에 보다 주목하게 하

기 해서는 ‘주먹밥’등의 보다 형 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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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제시된 두 단어 에서 ‘보조개’,‘볼우물’과 같은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각각 하나씩 찾아 표시를 해 보자.

㉠ 입꼬리 /입가 ㉡ 물 / 알 ㉢ 귓바퀴 /귀

[형식 실체화로서의 단어 형성법 내용 표상 ②]

▪학습자들이 단어 형성법 련 문법 지식을 계화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계기성

을 갖추어 활동을 표상한다.

㉠ 설명-활동 간 계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깊이와 수 을 고려하

여 반복할 내용과 확장할 내용을 구분한다.

㉡ 후자의 경우,활동만으로도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단서나 도구를 동시에 표상한다.

㉢ 활동-활동 간 계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 층 의 내용 조직 방식, 체

활동 속에서의 개별 활동의 상에 조회하여 활동을 실체화한다.

3.2.내용 실체화로서의 표상

학습자들에게 일련의 문법 개념들은 추상 언술 그 자체로 구성되지 않는다.정확

하고 정교한 학문 언어로 해당 문법 지식의 개념을 ‘진술’할 수 없을지언정 학습자들

은 모종의 표상 방식을 동원하여 문법 개념을 구성해 냄은 이미 Ⅲ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여기에서는 Ⅲ장의 양상화 결과를 토 로 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 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표상과 련된 기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이때,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주요하게 동원되었던 ‘사례,비유,일상어’를 심으로 ‘하나의 개념을 표

상할 경우’,‘단원 내에서 개념 간의 계를 표상할 경우’,‘단원 간에서 개념 간의 계

를 표상할 경우’로 구분하여 논의를 개할 것이다.

(1)단일 개념의 표상

① 사례 상의 계열  확보

주지하듯이,사례는 문법 교과의 가장 표 인 표상 방식이어서 일반 인 텍스트들



-269-

보다 문법 설명 텍스트에는 사례의 사용이 빈번하다(Lemke,1990:139).그런데 Ⅲ장의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학습자들은 특정 문법 개념을 어떠한 목 을 두고 구성하

는가에 따라서 형 사례,비 형 사례, 조 사례를 변별 으로 표상하는 양상

을 보인다.이를 고려할 때,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계열성을 갖

추어 사례를 표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학습자들은 형 사례에 기 어 하나

의 개념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 이해를 발 시키고 풍

부하게 하는 지속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윤여탁 외,2011:244) 을 교육 내용의 표

상 과정에서도 반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비 형 ․ 조 사례를 문법 개념에

한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법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이

해하는 발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그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다만,이 과정에서

형성과 비 형성을 정하기 한 기 이나 조 사례 사이의 경계선에 치하는

사례를 선정하기 한 기 은 앞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세 한 인식 양상을 통해 마련

되어야 한다.

먼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부터 형 사례와 비 형 사례의 계열성을 확보함으

로써 학습자들이 형태소의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표상해야

한다.이 에서,(26)～(28)에서 표상한 형태소 분석의 사례들은 다소 제한 인 모습을

보이는데,(26)에서는 형 인 사례와 비 형 인 사례가 특정한 계열을 확보하지 못

한 채 나열되며,특히 ‘고두밥’의 사례는 형태소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되는 ‘고두’의 의

미를 학습자의 언어 직 으로는 악하기 어렵다는 에서 표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

렵다.(27)의 사례 ‘수건(手巾)’은 한자어라는 에서,(28)의 사례 ‘따뜻’은 비자립 어

근이라는 에서 분석을 통해 형태소 개념을 구성하기 한 형 인 사례로는 합하

지 않다.이들에 비해,(28)에서는 형 인 사례와 비 형 인 사례 사이의 계열성을

확보하여 형태소 유형을 표상하고 있다는 에서 학습자의 개념 구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 인 표상 방식을 선택한다.

(26)다음 단어들을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비 리,군소리,돈,사람들,넓이,메마르

다,고두밥,안은문장>[이남호 외(2012),독서와 문법 Ⅰ]

(27)손수건:수건을 수와 건으로 더 나 면 얼굴이나 몸을 닦기 하여 만든 천 조각

이라는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한철우 외(2013),국어 ②]

(28)‘바람이 매우 따뜻하다’라는 문장도 의 바윗돌처럼 깨뜨려 보면 여러 개의 작

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박경신 외(2011),국어 2-1]

(29)조사를 뺀 단어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태소인지 아닌지를



-270-

확인하기가 비교 쉽지만 형식 형태소는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를 들어서 ①

의 ‘-ㅁ’과 같은 것들은 ‘잠’에서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②와 ③도 마찬가지

이고요.이들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나 ‘-ㅁ’그리고 ‘-ㄴ-’이나 ‘-다’

가 모두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이지요(김남미,2010:96).

합성어와 생어의 사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계열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다음과 같은 표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30)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두사 ‘먹-’과

어미 앞에 결합하는 미사 ‘-이-’가 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31)에서는 복합어

의 첫 사례로 비통사 합성어를 제시한다는 에서 계열성을 확보할 수 없다.(32)에

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첫’과 ‘늦’을 사로 한정하여 다룬다는 에서 문제가 있

다87). 한,학습 활동 차원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의도가 제된 경우가 아니면

(33)의 ‘구이’와 같은 이질 문법 개념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하는 사례나 (34)의

‘마나님’과 같이 형태소 분석 후의 의미 악이 가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신

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30)‘개살구’,‘먹이다’,‘먹구름’처럼 어근과 사가 결합한 말을 생어라 한다.[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31)국어는 단어 형성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오가다,검붉다’처럼 두 용언을 합

하여 새로운 용언을 만들기도 하고,‘꺾쇠,덮밥’처럼 용언의 어간과 명사를 합하

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기도 합니다.[이용남 외(2011),국어 2-1]

(32)그럼,난 생어로!한여름,첫여름,늦여름![김상욱 외(2011),국어 2-1]

(33)어근과 사 구분 활동의 사례:구이 [오세 외(2011),생활국어 2-2]

(34)복합어 분석 활동의 사례: 에는 남자가 배가 나오면 돈이 많아 보인다고 사장

님이라고 하고,여자가 뚱뚱하면 부잣집 마나님 는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고 하

지만 지 은 아닌 모양이다.[이남호 외(2011),생활국어 2-1]

이러한 사례 표상의 계열화의 이면에는 결국 내용 요소 수 의 교육 내용의 조직 논

리가 제되는바, 를 들어 (35)에서는 내용 요소의 조직에서부터 계열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이를 표상하는 사례들 역시 일정한 기 이나 계열이 부재한 가운데 단순

히 나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5)[박경신 외(2011),국어 2-1]

87)표 국어 사 을 기 으로 볼 때 ‘첫’은 형사로만 등재되어 있으며,‘늦-’의 경우 사 에서는

사로 등재하지만 7차 문법 교과서와의 처리가 다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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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

어근과

사
→

단일어/복합어

→

생어/

합성어
→

생어

→

합성어

사례

제시

맨발,

날달걀,

걸 질

골목길,오빠,땅바닥,

다리,춤꾼,맨바닥,

헛발, 앞,별

홑이불,

꽃물,별빛,

잔소리

군살,

짓 르다,

몸매,멋쟁이

오가다,

소나무,

밤낮

이와는 조 으로,다음의 교과서들에서는 계열성을 갖추어 사례를 표상함으로써

내용 요소의 유기 인 조직을 표상의 차원에서 담아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6)

에서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형 으로 인식되는 명사의 형태소 분석을 먼 제

시한 이후에 용언의 형태소 분석 사례를 후술하며,(37)에서는 ‘오솔’이라는 비 형

사례를 통해 유일 형태소 개념을 별도로 표상한다. 한,(38)에서는 합성어의 사례들

을 통사 합성어와 비통사 합성어의 순으로 표상함으로써 사례들 사이의 계열성을

확보한다.

(36)‘나무,나무꾼,꽃나무’→ ‘웃음,웃자,웃었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37)[날개]‘오솔길’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오솔+길’이 된다.‘길’은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인 동시에 실질 형태소이다.그런데 ‘오솔’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쓰인 경

우가 없기 때문에 그 정체를 확인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형태소를 유일 형태소

는 특이 형태소라고 한다.[이삼형 외(2012),독서와 문법 Ⅰ]

(38)‘강물,종소리’는 ‘강+물’,‘종+소리’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덮밥’역시

어근 ‘덮-’과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남미 외(2013),국어 2]

한,(39)에서는 합성 과정에서 형태소가 변화하는 경우를 비 형 인 사례로 표상

하고 있으며, 미사를 통해 품사가 변화하는 경우 역시 비 형 인 사례로 처리하는

양상을 보인다.(40)역시 일반 인 합성/ 생이 아니라 비 형 이라 간주되는 사례들

을 별도로 모아 일련의 범주로 제시한다는 에서 사례 표상 과정에서 계열성을 갖추

기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39)한편,어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태소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소나무’는 원래

‘솔+나무’인데 두 어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여 ‘소나무’가 되었다.

어근 사이에 다른 형태가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나뭇잎’은 본래 ‘나무+잎’인데

어근 사이에 ‘ㅅ’을 삽입하여 ‘나뭇잎’이 된 것이다.(… 략…) ‘-개’와 같이

어근 뒤에 붙는 사 에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 주는 것들도 있다.‘날개,덮개,

지우개’의 어근인 ‘날-,덮-,지우-’는 모두 동사 는데,여기에 사 ‘-개’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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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되었다.‘꿈,기쁨,슬픔’역시 어근인 ‘꾸-(동사),기쁘-(형용사),슬 -(형

용사)’에 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되었다.[김종철 외(2011) 학교 국어 2-1]

(40)[권 민 외(2011),생활국어 2-2]

해돋이

턱걸이

고기잡이

칼

검붉다

굶주리다

볼일

건 목

작은아버지88)

군데군데

방울방울

오래오래

신 -신다

품 -품다

띠 -띠다

한편,계열성을 갖춘 사례의 표상은 결국 내용 요소의 조직 과정에서 어떠한 기 을

토 로 할 것인가의 지 에서 결정됨을 다음의 교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당 사

례는 동일 집단의 집필자들이 연도를 달리 하여 거의 유사하게 기술한 것인데,해당 부

분에서는 변화를 보인다.즉,일련의 기 이 없이 사례의 계열을 확보하기보다는 ‘통사

/비통사 ’이라는 문법 기 에 근거하여 사례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한 환을

보이는 것이다.

(41) 생 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밤

낮,새해,높푸르다’등과 같이 어근과 어근이 직 결합하는 단순한 합성어도 있

고,시냇가,큰아버지,날아가다 등과 같이 어근과 어근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

간 복잡한 합성어도 있다.[이삼형 외(2012),독서와 문법 1]

(42) 생 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이때

‘밤낮,새해,본받다,뛰어가다’와 같이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 합성어,‘늦잠,높푸르다’와 같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 합성어라고 한다.[이삼형 외(2014),

독서와 문법]

② 비유 상의 핵심  택

술하 듯이,비유는 두 상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특징 인 공통 들만을 선택

으로 사상(mapping)시키는 표상 방식이라는 에서,두 개념에 련된 국면들이

부 사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 으로 우선순 가 높은 것이 우선 으로 사상된다(신선

경,2006:144).이찬주(2011:78)에서 비유의 사용은 지식을 달하는 데 있어서 참된 지

식을 훼손하는 용 불가능한 언어 오용이라 진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지

식’을 핵 교육 내용으로 삼는 문법교육에서 비유를 통해 특정 내용을 표상할 경우,

88)같은 교과서의 72쪽에서는 ‘작은’을 사로 분류한 것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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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지식은 학문 지식이나 교과 지식의 본래 상태를 그 로 유지되기 어렵다.특정 문

법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 일부를 선택하여 구체물에 사상시키고,이 과정에

서 나머지 속성들은 소거되거나 주변 인 지식으로 락되기 때문이다.Ⅲ장에서 분석

하 듯이 학습자들이 비유를 통해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두

드러지게 찰되었는데,결국 비유를 통한 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는 특정 문법 개

념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 에서 무엇을 핵심 속성으로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가

장 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단어 형성법과 련된 핵심 문법 개념들은 개 ‘실질/형식 형태소,자립/의

존 형태소,어근/ 사,단일어/복합어,합성어/ 생어,통사 /비통사 합성어, 두사/

미사’처럼 변별 립을 통해 범주화된 계 개념들이어서 단일 문법 개념에

을 둔 비유 표상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제한 인 면이 있다.다만,개발된 교과서들을

검토한 결과 본격 으로 단어 형성법을 설명하기에 앞선 도입부에서 ‘단어의 형성’그

자체와 ‘형태소’개념을 비유를 통해 표상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여기에서는

두 개념에 한 비유 표상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학습의 출발 은 해당 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학습자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지를 인식하는 데 있다.이러한 인식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학습은 일방 인

달과 수동 인 암기의 과정으로 락할 험이 크다.그런데 학습 의의에 한 인식은

추상 논리나 교조 명제를 통해서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하는 실을 바탕으로 한

귀납 이고 직 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학습의 출발 에 선 학습자들은 자신들

이 학습해야 할 상의 가치와 특성에 해 온 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

이다.이 에 비추어 볼 때,단원의 도입부에서 표상된 (43)과 같은 비유는 학습 상

으로서의 단어의 형성에 한 을 형성하여 향후의 학습 방법 태도를 결정하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요리 재료’로서의 단어의 특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설명은 단어의 형성과 련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문법 일반으로 확 되어도 무방하다

는 에서 단어 형성법에 화된 비유로 보기 어렵다.그보다는 재료와 재료의 계

에 한 비유를 통해 단어 ‘형성’으로서의 을 확보하는 것이 해당 문법 지식의 핵

심 속성을 보다 분명하게 표상하는 비유 을 것이다.

(43)물론 다양한 음식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요리의 맛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

다.각각의 음식 재료의 특성과 그것이 다른 재료와 어울렸을 때 어떤 맛을 내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선로와 같은 요리를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 재료의 특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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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음식 재료와 그것의 특성 등에 해 잘 아는 사람만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창조 이면서도 맛깔스러운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

다./요리사가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처럼,단어를 잘 활용하려면 단어의 특성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단어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단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에 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이러한 일이 요한 것은,단어에 한 바른 이해 없이는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용남 외(2011),국어 2-1]

같은 논리로,단어의 형성 그 자체를 비유하기 해 구체물을 상정하는 양상이 (44),

(45)에서도 확인되는데, 자의 경우 결합 자체에만 을 두어서 어근, 사라는 이

질 단어 형성 단 의 핵심 속성이 표상 과정에서 락되었으며,후자의 경우 단어 형

성법의 가장 심 인 개념인 형태소가 아니라 자소 단 를 표상한다는 에서 단어의

형성에 한 온 한 비유로 기능하기 어렵다.

(44)[남미 외(2011),생활국어 2-1] (45)[방민호 외(2011),국어 2-2]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기마 한 조

가 되었다.우리가 쓰는 말도 이

게 모여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지 말

해 보자.

큐 의 자들을

히 결합하여 여러 가

지 말을 만들어 보자.

(46)～(48)에서는 모두 블록 놀이에 비유하여 ‘형성’과 형성 단 로서의 ‘형태소’를

표상하는데,마찬가지로 결합 자체에만 을 두어 핵심 속성을 사상하다 보니 블록

그 자체로 표상되는 형태소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다시 말해,블록은

낱개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에 비해 형태소는 하나의 개체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속성이 사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각각 ‘자동차’,‘집,자동차’,‘굴뚝,지붕’

에 ‘단어’를 비유하여 블록 하나가 단어가 되는 경우를 표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세부 으로 (46)의 ㉮는 둘 이상의 합성 혹은 생이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단어 형성을 표상한다는 ,(48)의 ‘굴뚝과 지붕’은 ‘집’의 구성 요소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서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온 히 표상하기 어렵다는 에서 자칫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 구성 과정에 오개념을 유발할 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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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어렸을 때 블록 놀이를 해 본 이 있나요?아마 블록으로 자동차도 만들고,비

행기도 만들어 보았을 것입니다.㉮자동차를 만든 후에 몇 개의 블록을 덧붙여

새로운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단어 형성법도 블록을 조

립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블록을 하나하나 나 다 보면 더 이상 나 수 없는

가장 작은 블록이 남습니다.말에도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블록이 있는데 이를

형태소라고 합니다.[이용남 외(2011),국어 2-1]

(47)블록 쌓기 놀이를 해 본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모양의 블록들이 쌓여 집이나 자

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여러 개의 블록을 쌓아 하나의

집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듯,단어도 여러 형태소들을 결

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 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형태소들을 선택하여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는가 하는 것이다.[김종철 외(2011),국어 2-1]

(48)어렸을 ,블록 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블록으로 집을 만들 때,한 개

의 블록을 사용하여 굴뚝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지붕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우리말의 단어도 이와 비슷하다.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

진 단어도 있고,여러 조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이처럼 단어는 한

개 이상의 조각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우리말에서는 이러한 조각을 ‘형태소’

라고 한다.[한철우 외(2013),국어 ②]

이러한 제한 은 (49)의 비유 표상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49)에서는 ‘장난감 벽

돌:형태소’라는 소제목에서부터 비유를 드러내는데,그러나 소꿉장난 그릇으로 비유된

‘구름’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의 완성된 단 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태소이기도 하여

다른 단어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요소라는 에서 이러한 비유는 형태소의 속성을

온 히 표상하기 어렵다.물론,소꿉장난 그릇을 ‘단일어로만 쓰이는 단어’로 제한하여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 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유는 단어의 ‘형성’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49)장난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들 때까지는 즐거웠지만,다 놀고 난 후

에 그것을 분해해서 정리함에 넣어 두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을 것이

다.그 지만 네모난 장난감 벽돌의 집합은 자신이 상상하는 집의 모양을 만들어

수 있다.한편 소꿉장난을 할 때 쓰는 그릇은 원래부터 그릇 모양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놀고 난 후에 그것을 분해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그 지만 그 그

릇은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모양의 그릇으로 바 지는 않는다.

우리가 일상 으로 쓰는 말에도 장난감 벽돌이나 소꿉장난에 사용되는 그릇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어떤 말은 장난감 벽돌과 같아서 다른 말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어떤 말은 소꿉장난 그릇과 같아서 그 모양 그 로만 사용할

수 있다.(… 략…)‘구름’은 소꿉장난에 사용되는 그릇처럼 처음부터 하나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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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단 이고,‘얼음’은 장난감 벽돌로 만든 집처럼 더 작은 단 로 나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권 민 외(2011),국어 2-2]

한편,(50)～(53)은 모두 ‘돌과 물’이라는 동요를 동원하여 ‘분석’이라는 개념을 비유

로 표상하는데,(50)과 (53)은 둘 사이에서 공유되는 분석 행 까지‘만’비유함에 비해,

후자의 둘은 그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형태소 개념까지도 일 되게 표상한다

는 에서 보다 유의미한 표상으로 기능한다.특히,(53)에서는 ‘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단계’를 상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정교하게 형태소 개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유 표상을 구체화한다.

(50)어렸을 에 들어 보거나 불러 보았을 동요이다.커다란 바윗돌을 깨뜨리고

깨뜨리면 모래알이 되는 것처럼,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도 여러 부분으로 나

수 있다.[왕문용 외(2011),국어 2-1]

(51)어렸을 에 한 번쯤 불러 보았던 동요 ‘돌과 물’의 노랫말이다.바윗돌과 같이

큰 것을 깨뜨려서 돌덩이,돌멩이,자갈돌,모래알과 같이 더 작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재미있게 잘 나타나 있다.“ 바람이 매우 따뜻하

다.”라는 문장도 의 바윗돌처럼 깨뜨려 보면,여러 개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박경신 외(2011),국어 2-1]

(52)가사 내용처럼 바 는 깨뜨리고 깨뜨리면 모래알이 된다. 노래에서는 바윗돌

을 모래알까지만 깨뜨리고 있지만,이 모래알도 다시 몇 번이고 깨뜨린다면 아주

작고 작은 흙 알갱이가 될 것이다.그 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바 처럼 깨

뜨린다면 어떨까?(… 략…)이를 통해 ‘가을’과 ‘하늘’두 단어만이 의미를 가지

고 있고,이를 좀 더 작게 깨뜨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

다.‘가을’과 ‘하늘’처럼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을 형태소라고 한다.[이남호 외

(2011),국어 2-1]

(53)바윗돌을 깨뜨리면 돌덩이가 되고,돌덩이를 쪼개면 돌멩이가 된다.그런데 이

돌멩이를 계속 쪼개어 가다 보면,더 이상 쪼갤 경우 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 ’인 단어도

마찬가지다.더 작은 단 로 쪼갤 수는 있지만,더 이상 쪼개면 단어가 본래 가

지고 있던 뜻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있다.이러한 단계의 단 를 형태소(形態素)

라고 한다.그러니까 형태소는 ‘뜻을 지니는 가장 작은 말의 단 ’이다.[이숭원

외(2011),국어 2-2]

그런데 이상의 비유들은 형태소라는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 ‘분석 결과로

서의 최소 단 ’라는 속성을 면화하여 사상함에 비해 (54)와 같은 비유는 다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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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핵심 속성으로 간주하여 표상한다.즉,‘형태소’라는 추상 인 개념을 ‘회장,소나

무,비단’이라는 다양한 비유물에 사상함으로써 음상을 달리하는 구체 인 실 형으로

서의 형태와 형태소의 계를 반 한다는 것이다.

(54)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면 거기에서 표를 뽑아 회장이라

고 하지요?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나타내는 형태들이 모이면 그 에서 표를

뽑아 그것을 형태소라고 하는 거 요.형태란 다양한 모습으로 실재하는 구체

인 것이고,형태소는 그 모든 것을 표해서 부르는 말로,머릿속에서만 인식하는

추상 인 것입니다./산이나 들에 가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실재하는 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그 수많은 소나무 에서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그런데 우

리가 일일이 소나무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소나무를 그냥 소나무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겁니다.우리 머릿속

에서 인식하고 있는 소나무는 실제로 만질 수 없는 추상 인 거 요.우리 머릿

속에 있는 소나무의 모양은 사람마다 자기가 본 이 있는 소나무이거나 아니면

여러 소나무의 공통 만 모아 상상해서 만든 소나무일 겁니다.여기서 산이나 들

에 실재하는 다양한 소나무를 형태라고 한다면,우리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소

나무는 형태소가 됩니다./포목 에는 여러 종류의 비단이 있었는데,춘향이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비단’이라고 말하지요?정확하게 말하려면 “자수가 놓인 것도

있고, 박이 힌 것,진주 구슬이 달린 것,두터운 것,얇은 것,번쩍이는 것,은

은한 것 등등.”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지요.이 게 포목 에 비단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실재하는 것이 ‘형태’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표해서 ‘비단’이라고 말할

때,이 ‘비단’이라는 말이 ‘형태소’랍니다(이재성,2006:269-270).

③ 일상어 상의 의미 차이 각

Ⅲ장에서 분석하 듯이 학습자들이 일상어를 동원하여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양상

은 자의(字義)풀이를 활용하는 경우와 일상 용법에 주목하는 경우로 구체화된다.이

때,학습자들은 단순히 문법 용어가 지니는 추상성을 연성화하기 한 략으로만 일

상어 표상을 동원하기보다는 일상어와 문법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차이에 주목함으로

써 문법 개념을 공고하게 구성하는 양상을 보 다.따라서 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

도 이러한 을 부각하여 단일 문법 개념을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

먼 ,형태소 개념을 표상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물론,(55)

에서는 ‘소(素)’의 개념에까지 비추어 형태소를 정교하게 표상하지는 않지만,‘형태’라

는 자의에 기 어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의 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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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 표상하는 표 인 경우로,‘말의 뿌리,말의 기,덧붙는 말,꼬리에 덧붙는

말,머리에 덧붙는 말’등을 고려할 수 있다.

(55)우리가 단어 형성법을 공부할 때는 ‘형태소’에서 시작합니다.형태소가 뭐냐면 ‘뜻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입니다.그냥 이 게만 보면,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데,‘형태’라고 하면 말 그 로 생긴 모습이잖아요. 를 들어,‘값’이러면 이게 이

말의 형태인 거잖아요.그런 것들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US-단어 형성-8]

한,단어 형성법 련 문법 개념 일종의 비유어로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89),다만 문법 용어가 일상어로 쓰이는 에 문법 맥락과 단 되

어 이질 의미로 환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은 일상 인 경험을 문법 맥락과 연

지어 표상함으로써 해당 개념에 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인 것이 ‘단어’에

한 일상어이다.특히 일상어 ‘단어’는 그 의미가 문어 ‘단어’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

하여 일상어에 내재한 과도한 비형식성이 오히려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형식

구성을 왜곡할 험이 높은 용어이다.즉,‘단어’는 일상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단히

높으면서도 문법 맥락에서는 일상어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의미로 소통되어 이 사이

의 간극을 조정하지 않고,단어의 개념을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정의한 채90)이에

한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간다면 학습자는 단어의 개념을 외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제민경,2012:196).(56)에서는 일상어 ‘단어’와 문법 용어 ‘단어’사이를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데,‘어 단어 암기’,‘끝말잇기’등의 일상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는 명사로만 한정됨에 비해 품사 분류의 상으로서의 ‘단어’

89)Ⅲ장에서 시한바 문법 교과의 다른 역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다른 교

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컨 ,이 희․박철우(2013)에서는 ‘함수’라는 수학 용어가 일

상어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함수의 복잡한 개념을 용한 것이기보다는 어떤 상태에 다양한 조건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즉,개념어나

문어,학술어 등에 한 온 한 의미를 모두 사용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모두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오히려 간략화된 의미,은유를 통해 이된 의미 등이 일상 으

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즉 언 들은 어렵고 복잡한 어휘의 개념도 사용 범 나 목 등에

맞춰 히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이 희․박철우,2013:255).

90)단어는 정의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야 할 개념이다(이선웅,2006:449).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가장 고 인 정의는 블룸필드(Bloomfield,1933)의 음운론 에

따른 것인데, 에 따라서는 음운론 단어와 통사원자(박진호,1994),어소,문법론 단어,변

이어(시정곤,2006),어휘소,등재소(구본 ,2002)등의 용어로 재정립되기도 한다.한편,이익섭

(2005)에서처럼 단어를 정의하는 일을 의도 으로 피하면서 문법을 기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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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 맥락에서 특정됨을 표상하는 것이다.(57)의 교과서 기술에서 역시 이 지

을 시발 으로 삼아 단어 개념을 정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교과서는 아니지만 설

명을 목 으로 기술된 (58)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56)단어라는 말 많이 들어 봤지?막 어 단어 치고 외우고 그러잖아.끝말 잊기

같은 거 할 때도 단어 계속 말하잖아.근데 단어들이라고 하면 흔히 명사 같은

거만 생각하기 쉬워.끝말 잊기 할 때도 그러지.구두,두건,건물 뭐 이런 식으

로.근데 단어는 그런 말,명사만 말하는 게 아니야. 어 단어 외울 때 딱 명사

같은 거만 외우지 않잖아.막 동사,형용사 이런 거 다 외우고, 치사 이런 거도

막 외우잖아.[㉰-UK-품사 분류-1]

(57) 구나 한 번쯤은 끝말잇기 놀이를 해 본 이 있을 것입니다. 군가 보배라고

말했다면 그다음 사람은 배추나 배탈,배우 등을 말하겠지요.이때 배 아 요라

고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 놀에는 단어를 말해야만 한다는 기

본 규칙이 있기 때문이지요.마찬가지로 배우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왜 그럴

까요?[이삼형 외(2013),국어 ②]

(58)단어란 무엇일까요?문법을 배울 때 우리가 놀라는 사실은 아주 익숙한 것일수

록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단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그런데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단

어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사물의 이름이라는 답이더군

요.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기로 하지요.사물의 이름이

라는 답에 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명사라 불러야 하겠네요.명사는 단

어이긴 한데 단어가 모두 명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요(김남미,2010:87).

한편,‘합성어’를 일상어에 조회하여 표상하는 (59)에서도 이러한 지 이 부분 으로

확인되는데,일상어로서의 합성어와 문법 용어로서의 합성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의도

으로 부각하여 후자에 한 개념 구성을 공고화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특

히, 생어,축약어,혼성어 등의 유 개념과 변별되는 합성어의 정교한 개념 구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59)합성어라는 말 언제 쓰냐면,유세윤을 뭐라 그러지?왜 개그맨도 하고 가수도 하

고 그래서 ‘개가수’라고 하잖아.이런 걸 합성어라고 하잖아.근데 조심해야 돼.

그냥 우리가 일반 으로 쓸 때는 뭐가 합쳐진 말은 합성어라고 하는데,문법에서

는 좀 구분을 해야 돼.‘구름빵’이러면 ‘구름’,‘빵’둘 다 살아 있잖아.이런 걸

합성어라고 해.아까 ‘개가수’는 ‘개그맨’에서 앞 자만 가져온 거랑은 좀 다르지.

[㉰-UK-단어 형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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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체화로서의 단어 형성법 내용 표상 ①]

▪단어 형성법 내의 개별 문법 개념들을 표상하기 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 형성과 비 형성의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표상한다.

㉡ 무엇을 핵심 속성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비추어 비유를 표상한다.

㉢ 일상 용법과의 의미 차이를 노출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구성을 공고화한다.

(2)단원 내 개념 계의 표상

① 사례 공유를 한 상

개념 학습의 모형 하나인 본보기 모형에서는 ‘개념은 주로 본보기들로 표상되며,

주어진 항목의 범주화는 기억에 표상된 개발 사례들과의 유사성에 달려 있다(신 정,

2000:55)’고 보는데,즉 인식 주체로서의 학습자들은 새로운 사례에 직면할 때에도 기

존에 보유하던 사례를 극 으로 동원하여 둘 이상의 개념 간의 계 역시 표상한다

는 것이다.이러한 양상은 Ⅲ장의 학습자 목소리에서도 다양한 층 로 분석되었는데,

학습자들은 일정한 요소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례를 표상함으로써 둘 사이의 구조화

를 통해 나머지 변별 요소들에만 주목하여 인 문법 개념들을 계화하여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러한 양상은 특히 일련의 논리 체계를 갖추어 하나의 단원 내에 배

치되는 문법 개념들 간의 련성을 인식하고자 할 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따

라서 문법 개념 계의 표상 과정에서도 이를 교육 내용 구 의 기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례의 일부 혹은 체를 공유함으로써 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단원 내의 개념들을

수렴 으로 표상하는 양상은 두 측면에서 고려되는데,먼 앞서 내용 요소의 조직 차

원에서 논의하 듯이 형태소의 분석 분류와 어근/ 사에 기반한 단어 형성 방식 탐

구의 이원화된 내용 요소를 계 으로 표상하고자 할 때,사례 공유를 표상 략으로

채택하는 것이 효과 이다. 를 들어,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례를 구조 으로 표상하

는 (60)～(62)의 세 교과서 (60)은 형태소의 분석 분류와 단어의 형성 사이에 공

유되는 사례를 상정하지 않으며 (61)은 단일어 사례 ‘사과’만을 공유함에 비해,

(62)에서는 의도 으로 ‘어근, 사,단일어,합성어, 생어’가 포함된 문 사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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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소 분석 분류 과정에서부터 표상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해당 사례들의 일 성에

기반하여 둘 사이의 개념 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이를 보인다.교육이 진

정 학습자들의 생성을 도우려 한다면,계열성은 반드시 그 학문 는 그 해당 교과의

본질과 구조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수는 없음을(이성호,2004:379)상기하게 하는 지

이다.

(60) 경원 외(2013) (61)방민호 외(2013) (62)이도 외(2013)

형태소 분석

사례
배나무,뛰다 사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자립/의존

형태소 사례
창문,멋쟁이,웃다 사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실질/형식

형태소 사례
바다가 넓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어근/ 사 사례 가 질,풋사과,손가방 나무꾼,덧신,털보 우리나라,한여름

단일어 사례 가게 등 사과,나무,바다 여름,매우

합성어 사례 등불 등 밤나무 등 우리나라 등

생어 사례 덧신 등 알밤 등 한여름 등

한,보다 미시 으로 합성어와 생어라는 변별 유 개념 간의 계를 표상하

는 과정에서도 둘 사이에 공유되는 어근을 기 으로 사례를 구조화시키는 양상은 (63)

과 (64)에서 확인된다.즉,문법 으로도 어근이라는 개념이 공유되기에 ‘밤’,‘구름’이라

는 공유 사례를 표상하여 ‘나무,송이,다리/알-,햇-,먹-91)’의 나머지 요소들의 차이에

만 주목하여 두 문법 개념 간의 계에 한 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63)[윤여탁 외(2011),국어 2-1] (64)[이도 외(2014),독서와 문법]

91)다만,‘먹구름’의 두사 ‘먹-’은 비교 생산성이 낮다는 을 고려할 때 사례의 형성의 측면에

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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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념 계 비유를 한 상

주지하듯이,문법 개념은 각각의 언어 형식들 간의 변별 계에 의해 체계화된다.

이러한 문법 체계를 이해하고,그러한 체계 속에서 특정 문법 개념의 치를 조망하기

해서는 개념 사이의 계에 한 인식이 필수 이다.이때,비유 표상은 상의 차이

를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는 에서 ‘문법 개념 간의 계’설명에 효과 인 표상

이 될 수 있다.단어 형성법 단원 역시 ‘실질/형식 형태소,자립/의존 형태소,단일어/복

합어,합성어/ 생어,어근/ 사, 미사/ 두사,통사 /비통사 합성어’등의 계

개념들이 일련의 구조로 체계화된바 이들의 변별 속성을 체계 으로 사상하기 한

비유를 통해 교육 내용을 표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 ,단어 형성법의 가장 심 인 개념 계인 합성어와 생어의 계를 비유로

표상하는 양상이 (65)에서 확인되는데,어근과 사를 표상하기 해 서로 다른 블록의

모양이라는 구체물을 상정하고 이를 토 로 합성어와 생어의 계도 블록의 결합 형

식의 차이로 비유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런데 (65)의 비유는 연성화 략으로서의 비유

그 자체로서의 의의는 인정되지만 학습자들의 개념 계에 한 지식 구성을 추동하기

에는 제한 이다.변별 계를 띠는 문법 개념 사이의 변별 속성들의 선택에 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컨 어근과 사를 각각 ‘네모난 블록’과 ‘지붕 모양 블

록’으로 표상한 지 에서 해당 개념들의 특징 인 문법 속성이 가시 으로 사상되지

않는다.자연히,블록 사이의 결합으로 표상되는 합성어와 생어의 비유 과정에서도

둘 사이의 변별 차이가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65)어근:네모난 블록 / 사:지붕 모양 블록 → 합성어:네모난 블록 두 개가 합해진 것

/ 생어:네모난 블록과 지붕 모양 블록이 합쳐진 것 [노미숙 외(2011),국어 2-2]

교육 내용의 구 기제로서의 비유는 단순히 표면에서 형성되는 유사성만을 기 으

로 동원되어서는 문법 개념 계에 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발하기 어렵다.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특정 비유물이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메커니즘(작동,원리,기

능,조직 등)을 체계 으로 포함할 수 있을 때(류수경,2005:34),구조화된 표상으로서

의 교육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이런 에서,

표상으로서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이런 에서 (66)과 (67)의 비유 표상은 (65)에

비해 구조 표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66)에서는 ‘실질’과 ‘보조’라는 어근/ 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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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속성을 사상하기 한 구체물을 상정하고,(67)에서는 어근 단 의 자립성을 핵

속성으로 선택하여 사상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물론,(66)의 경우 ‘보조 바퀴,

바구니’의 비유물은 사의 어근에 덧붙는 속성,즉 보조 기능만이 사상되어 단어

생의 문법 의미는 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며,(67)의 비유에서는 어근 사이의 가치가

상 인 ‘융합,수식’등의 다양한 합성어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제한 이다.그러나 특

정 문법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무엇을 부각하여 비유로 표상할 것인

가의 문제는 해당 문법 지식을 왜 설명하는지,즉 해당 문법 지식의 교육 목표에 달려

있다.이 에서 교육 장면에서 문법 개념의 표상을 한 비유는 단순히 해당 교육

내용을 설명․기술하기 한 차원이 아니라,해당 교육 내용이 선별된 기 으로서의

교육 목표에 한 철 한 탐색으로부터 시도되어야 한다.이 게 볼 때,(66)과 (67)의

구조 비유는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어근/ 사의 변별 차이를 ‘단어 형성법을 체계

으로 이해한다.’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한 핵 속성으로 단하고,이를 표상하기

해 각각의 구체물들을 상정하는 것이다.

(66)여기서 두발자 거는 원래부터 자 거의 실질 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보조 바퀴는 두발자 거에 붙기 까지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

즉,두발자 거는 보조 바퀴가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보조 바퀴는 두발자

거가 없으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략…) 사는 어근의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한다.바구니를 자 거의 앞부분에 붙이기도 하

고,보조 바퀴를 자 거의 뒷부분에 붙이기도 하는 것과 비슷하다.[권 민 외

(2011),국어 2-2]

(67)합체 에는 제각기 별도의 로 이었는데,합체하면 다른 모습의 큰 로 으로 변

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합체된 로 은 합체 각각의 로 의 힘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발

휘하여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끝내면 다시 분해되어 각각의 로 으로 돌아간다.

[권 민 외(2011),국어 2-2]

한편,(66),(67)의 비유는 합성어와 생어 각각에 해 상호 연 성이 낮은 별도의

구체물들을 상정한다는 에서 학습자들이 두 개념 사이의 계를 구조화하여 구성하

기에는 제한 인 측면이 있다.‘두발자 거’와 ‘별도의 로 ’이 ‘어근’이라는 동일 문법

개념을 표상한다는 을 가시 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비유라는 것이다.일련의 체계

속에서 특정 개념을 감식해 내기 해서는,즉 합성어나 생어의 속성을 단어의 형성

이라는 체 체계 속에서 구성하기 해서는 둘 사이의 계도 동시에 표상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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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가 요구된다.(68)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발견되는데,물론 (68)의 경우에도 (66)

과 마찬가지로 생의 문법 의미가 정교하게 표상되지 못한다는 ,‘빵과 계란 라

이 햄’이 동등한 지 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에서는 보다 정교한

표상 방식이 필요하지만 (66)과 (67)의 그것에 비해 훨씬 일 되고 체계 인 사상 방식

을 확인할 수 있다.

(68)단일어:빵을,계란 라이를,햄을 먹습니다.

합성어:빵과 다른 음식(계란 라이,햄)을 함께 먹으려 합니다.

생어:빵에 잼을,계란 라이와 햄에 첩을 발라 먹으려 합니다.

[이용남 외(2011),국어 2-1]

한편,결합된 어근 사이의 의미 계를 기 으로 하 분류되는 합성어의 하 유형에

해서도 구조 비유를 통해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양상도 확인된다.(69)와 (70)이

그러한 사례인데,자칫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융합’의 비유 표상이 ‘생’과의 변별

구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개념 계에 한 오개

념을 형성할 여지를 남긴다. 한,(69)의 경우 ‘밥+콩나물국:콩나물 비빔밥’이라는 상

이한 단 로 비유한다는 ,‘콩나물 비빔밥’에는 재료 본연의 의미,즉 어근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에서도 보다 정교한 표상이 요구된다.

(69)[노미숙 외(2011),국어 2-2]

(70)낱말이 서로 결합할 때에도 남녀의 결합처럼 동거 형태의 결합이 있고 결혼 형태의

결합이 있다.동거 형태의 결합은 두 낱말이 서로 자신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

을 내세우는,오로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결합으로서 병렬 합성을 가리키고,

결혼 형태의 결합은 두 낱말이 당히 양보하고 타 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

는(아이를 낳는)결합으로서 주종 합성과 융합 합성을 가리킨다(남 신,2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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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체화로서의 단어 형성법 내용 표상 ②]

▪단어 형성법 단원 내에 포진되는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조 으로 표상하기

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 이상의 사례에 공유 요소를 상정하여 ‘형태소 유형 -어근/ 사 -단일/복

합 -합성/ 생’간의 계를 구조 으로 표상한다.

㉡ 구조 비유를 정교하게 동원하여 단일어-합성어- 생어,어근- 사 간의

계를 구조 으로 표상한다.

(3)단원 간 개념 계의 표상

① 복합 사례를 한 상

Ⅲ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 듯이,학습자들은 하나의 사례 안에 둘 이상의 문법 개

념이 표상된 복합 사례를 연결 고리로 삼아 해당 사례에 담긴 개념 간의 계를 구성

하는 양상을 보인다.따라서 문법 개념 간 계에 한 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극 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특히,범주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단원

에 분포되는 문법 개념에 해서는 교육 내용의 구 의 특정 의도가 발 되지 않으

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엮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는 에서 복합 사례를 통

한 개념 계의 표상이 이 과정의 연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다.

술하 듯이,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형태소 개념은 학습자들이 문

법 체계의 반을 체계 으로 인식하기 한 이론 범주로서의 성격을 띠어서 비단

단어의 구성 요소인 어근과 사에 한 구성뿐 아니라 우리말 문법의 핵 요소인 조

사와 어미까지도 계 으로 구성하게 한다.역으로,그만큼 학습자들이 이면에 숨어

있는 개념 간의 계를 가시 으로 구성하기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하나인데,(71)

에서는 보다 많은 문법 형태를 포함하는 복합 사례를 의도 으로 표상하여 이를 극복

하고자 하는 양상이 발견된다.즉,의도 으로 ‘격 조사,보조사, 사,선어말어미,어말

어미’가 모두 포함된 문장을 복합 사례로 표상하여 형태소가 합성어, 생어를 넘어 문

장을 구성하는 단 이며,이후 형태소의 유형 분류 과정에서 오개념을 형성하기 쉬운,

보조사, 사,선어말어미 등에 해서도 계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71)그럼 시로 ‘동생이 풋사과만 먹었다’를 형태소 단 로 나 어 볼게요.형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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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때는 ‘다른 뜻을 가진 것과 교체할 수 있는가’를 기 으로 구분하면 쉬워

요.형태소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 최소 단 이기 때문에,형태소 단 에 맞게 다

른 형태소로 교체하면 단어가 어색해지지 않으니까요.‘동생이’부분 같은 경우

‘동생을,동생과’나 ‘형이,선생님이’처럼 교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생’과 ‘이’로

나뉘어져요.이처럼 ‘동생이 풋사과만 먹었다’를 나눠 보면 ‘동생’,‘이’,‘풋-’,‘사

과’,‘만’,‘먹-’,‘-었-’,‘-다’로 나 수 있겠네요.[㉰-S-단어 형성-1]

이러한 양상은 (72),(73)과 같은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더욱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하나의 사례 내에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표상함으로써 단어 형성법을 넘은 범주로

까지 확산 계 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를 들어,(72)에서는 형태소의 분석 과정

에서 ‘우리나라의 한여름은 매우 덥다.’라는 문을 복합 사례로 표상함으로써 어근과

사에 한 구성뿐 아니라 단어 형성과는 직 인 계는 없으면서도 국어의 언어

상을 분석 으로 인식하기 한 핵심 개념 하나인 격 조사와 종결 어미라는 개념

으로까지 계 구성을 유도한다.(73)에서 역시 단어의 형성과는 크게 연 이 되지 않

는 선어말 어미를 문 내에 포함함으로써 시간 표 이라는 이질 인 범주로까지 학습

자들의 구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72)나는 ‘여름’에 붙어서 여름이 ‘덥다’의 주어가 되게 해./나는 ‘덥-’에 붙어서 ‘덥

다’가 서술어가 되게 해.[이도 외(2013),국어 ①]

(73) 의 문에서 ‘피었다’는 ‘피+었+다’로 나 수 있다.‘피-’는 ‘꽃 오리가 커

지면서 꽃잎이 벌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었-’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의

미하는 형태소이다.그리고 ‘-다’는 ‘문장을 마친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날개]‘-

었-,-는-,-겠-’은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이야기를 들었다(과거)/이야

기를 듣는다( 재)/이야기를 듣겠다(미래)[방민호 외(2011),국어 2-2]

② 주 계 비유를 한 상

단어 형성법은 자체 내의 수렴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범주로 확산되는 구조

로서의 상을 동시에 지닌다.이러한 범주 계 역시 비유를 통해 표상될 수 있는데,

제한된 분량 내에서 가장 효율 으로 문법 지식을 다루는 방식으로 편제된 재의 교

과서들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특징 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그러한 향으로,학습자들

이 보고하는 문법 지식의 구성 결과물 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이러한 양상이 확인

되는바,이를 통해 범주 계를 구조 비유를 통해 표상하기 한 단 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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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5)의 학습자는 생과 성이라는 상호 이질 인 범주의 문법 개념을 계화하

여 표상하기 해 ‘혼자 변신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변신하는 경우’

라는 구조 비유를 동원하는데,이를 통해 ‘변신’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형태론

계와 통사론 계라는 범주 속성 차이를 체계 으로 사상한다.보다 본질

으로,이러한 방식의 비유는 (75)와 같이 형태론과 통사론이라는 학문 역이 지니는

핵 속성에 한 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문법이라는 학문이 지니는 체계,

그러한 체계를 일정한 기 에 따라 역을 구획하는 방식에 해 본격 인 문법 학

습 이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상한다는 에서92)분석 안

목으로 문법 체계 반을 이해하기 한 일정한 지표 역할을 수행한다.

(74)이거 헷갈리기 쉬운데,쉽게 설명해 게. . 생은 혼자 노는 거야.‘웃-’에

사 ‘-음’을 결합해서 ‘웃음’을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과 상 없이 그 단어 혼자

놀게 해 주는 거지.변신은 시켜 주는데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혼자 변

신시켜 주는 거지.근데,‘비가 오기를 기다리다.’여기서 ‘-기’는 원래 ‘오다’가 목

어가 안 되는데 목 어 만들어 려고 붙은 거지.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변신을 시켜 주는 거야.‘기다리다’라는 사람과의 계에서 목 어가

되게 하려고.그래도 ‘오다’라는 원래 그 사람은 잠깐만 변신하는 거지,아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라고 하는 거야.좀

어렵지?잘 생각해 .[㉰-UK-단어 형성-2]

(75)통사론과 형태론을 단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통사론은 문장이라는 큰물에서 다른

말들과 어떻게 계를 맺으며 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형태론은 단어라는 우물 안

에서 단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어떻게 만들어졌으며,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에

해서 살펴보는 거 요.다시 말해,춘향이가 방 안에서 혼자 이 옷 옷을 입어

보며 놀고 있는 것을 형태론에 비유한다면,통사론은 춘향이가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향단이하고 있으면 향단이 친구가 되고,몽룡이와 있으면 몽룡이 애인이

되고,월매하고 있으면 딸이 되기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이재성,2006:20).

(76)과 (77)의 학습자 목소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데,먼 (76)에서는 개

별 단어를 문법 기 에 따라 분류한 결과인 품사와 형성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인

92)비유는 엄 한 논리성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직 이고 비약 인 사고이다.그러나 직

사고는 논리 이고 형식 인 사고 과정을 한 단계씩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진 ․분석 사고가

아니라 사고 단계에서 단 이 있을 때 과감한 추리와 통찰을 하는 다소 무분별한 사고이지만 이

러한 사고는 창조,새로움,비약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학문을 발 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주세형,2008ㄱ:299).특히,완 한 교육 경험을 해서는 학습자와 교육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

과 계속성이 제되어야 함을(엄태동 편역,2001:60)감안하면,주어진 언어 상 속에서 문법

속성을 포착하고 이를 내면화하기 한 과정에서 비유는 해석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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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 생어를 각각 ‘사람 하나하나의 특성에 따라 나 는 경우’와 ‘국 에 따라 부

부를 나 는 경우’에 구조 으로 사상하여 품사론과 조어론의 범주 차이 계를 구

성한다. 한,(77)의 학습자는 형태소의 개념을 ‘사람’에,선어말 어미,피동 미사 등

의 개념을 ‘사회 역할에 따른 명명’에 비유함으로써 ‘소속’에 따라 특정 언어 형식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범주 계를 체계 으로 표상하는 양상을 보인다.

(76)자꾸,명사,동사,형용사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합성어, 생어 이런 말들도 나오니

까 헷갈리죠?별 거 아닙니다.둘 다 단어들을 나 어 놓은 겁니다.다만 뭘 기 으

로 분류했는가에 따른 차이입니다.품사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특성에 따라 각자를 나

눠 놓은 거고,합성어, 생어는 결합 방식, 를 들어 부부들을 국 에 따라 같은 국

끼리 부부,다른 국 끼리 부부,이 게 나눠 놓은 겁니다.[㉰-US-단어 형성-4]

(77)이건 뭐랄까,소속이 달라지는 거야. 를 들어서,아빠가 있잖아.원래는 그냥 딱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잖아.근데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볼 때는 부장님이라고 부르

고,할머니 집에 가서 아들 역할 할 때는 아범이라고 부르고,우리 집에 오시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그런 거 같은 거야.회사에 갔는데,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하지?그래도 원래 사람은 사람이지.형태소도 사람 같은 거야.그러다가

어떤 때는 선어말 어미라는 것들도 있고,피동 미사 같은 것들도 있고 하는 거

지.어떤 소속에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잘 악해야 돼.그래도 사람이라는 사실

은 변함이 없지.[㉰-UK-단어 형성-1]

문법 학습자들은 단 하나의 정답에 도달하기보다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해석

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설사 비논리 인 결론으로 귀결된다고 할지라도 해

석 사고는 학습자들로 하여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에서,문법 지식에 한 해석 가능성의 진은 재 문법교육의 핵심 패러다임

하나인 ‘탐구’와도 맞닿는다.이 을 고려하여,교육 내용의 표상 과정에서 논리 언

어로만 문법 범주 사이의 계를 드러내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해석 사고 내에서

그러한 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 비유를 극 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내용 실체화로서의 단어 형성법 내용 표상 ③]

▪단어 형성법 련 개념과 여타 범주의 개념이 지니는 계를 체계 으로 표상하

기 해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하나의 사례를 두고도 둘 이상의 문법 범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복합 사례를

구조 으로 표상한다.

㉡ 범주 변별을 가시화하는 구조 비유를 동원하여 ‘형태론-통사론’,‘품사-

단어 형성’간의 계를 구조 으로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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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때 구성주의는 교육 반은 물론 문법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 인 사조로 유

입되었으나 이제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다.그만큼 당연한 제로 자리 잡아

의도 부각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기상의 사조로 흘려보낼 수 있

을 만큼 과연 문법교육학에서 구성의 의미가 온 하게 실 되었는가에 해서는 회의

이다.본고는 이 지 에 주목하여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지식을 두고 이루어

지는 인식 주체의 구성이 지식 교과인 문법교육에서 보다 온당하게 구체화되어야 함을

논의하 다.보다 구체 으로,문법 지식을 학습자가 면하게 할 교육 내용으로 구

해 내는 과정 그 자체를 일련의 지식 구성 과정으로 인식하되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에서 개되는 구성의 양상들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 다.이를 통해,지

식 구성의 과정에서 발 되는 학습자들의 경험들을 귀납 으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표상하기 한 거로 삼음으로써 문법교육의 실천상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견지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외부의 문법 지식을 인식 으로 구

성해 가는 과정의 미세한 결을 포착하고자 하 다.이를 한 제로,Ⅱ장에서는 구성

주의 인식론에 터하여 문법 지식 구성의 의미를 개념 으로 고찰하 다.우선,그간 문

법교육에서 구성주의를 수용해 온 양상을 교육 목표와 방법의 두 측면에서 고찰하여

자의 층 에서는 지식의 내면화를,후자의 층 에서는 탐구의 다층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 다. 한,본고에서 수합한 학습자 자료에 한 분석 틀을 마련하기

해 지식 구성의 범주를 크게 단일 개념의 구성과 개념 계의 구성으로 양분하고 자

의 진 기제로 표상이,후자의 진 기제로 표상과 연결소가 기능함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본격 으로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구성해 가는 양상을 분석하 는데,

이는 교육 내용 구 의 거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들을 실증 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

에 해당한다.먼 ,개별 문법 개념의 구성을 해 사례,비유,일상어로의 표상 변환을

시도하는 양상이 가장 가시 으로 찰되었는데,각각에 해 ‘형 사례,비 형

사례, 조 사례’,‘구체물로의 사상,선택 사상’,‘자의(字義)에 주목,일상 용법에

주목’으로 범주를 나 어 세 한 지식 구성의 양상들을 찰하 다. 한,둘 이상의

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표상을 동원하는 양상도 분석

상으로 삼았는데,사례와 비유의 두 측면에서 으로 확인되었다.구조 사례



-290-

의 경우 ‘특정 요소를 공유하는 사례의 표상,둘 이상의 개념이 내재된 사례의 표상’으

로,구조 비유의 경우 ‘변별 속성의 사상,범주 속성의 사상’으로 구체 양상이

도출되었다.마지막으로,문법 개념 간의 계를 구성하고자 할 때 문법 지식 고유의

연결소를 부여해 가는 양상이 ‘정의항 내에 연결 항목 배치’,‘조회 지 으로서의 상

개념 상정’,‘구성 거 으로서의 핵심 개념 반복’,‘유사 언어 상의 명명 차이 주목’의

네 측면에서 분석되었다.이때,각각의 범주별로 하나의 단원 내에 속한 개념들을 계

화하는 양상과 서로 다른 단원에 속한 개념들을 계화하는 양상으로 나 어 학습자가

연결소를 부여하는 지 을 포착하 다.

학습자가 산출한 모종의 결과물에 한 이러한 분석을 토 로 하여 Ⅳ장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구 실제를 구안하 는데,단어 형성법이라는 특정 문법 지식으로 범

를 좁 논의를 개하 다.이때,교육 내용의 실제 구 양태를 감안하여 크게 조직

과 표상의 층 로 이원화하고,각각을 다시 거시 층 와 미시 층 로 층화하여

각 층 에서 상정되어야 하는 기제들을 체계화하 다. 한,교육 내용을 실체화하는

과정의 참조 기 으로 원심력으로서의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과 구심력으로서의 숙

련가의 지식 구성 결과의 두 축을 상정하여 실행 이론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먼 ,단어 형성법의 교육 내용을 조직하기 해 거시 층 에서는 이 가능성과

외재 목표를 고려하여 성취 기 의 계열과 범 를 결정해야 함을 논의하 는데,

자를 해서는 형태소 개념에 이론 범주로서의 독자 가치를 부여하고 품사론과 조

어론의 계열화를 꾀해야 함을,후자를 해서는 어휘력 신장과 신어 분석 창안이라

는 목표를 고려하여 성취 기 의 범 를 달리 구획해야 함을 구체화하 다. 한,교육

내용 조직의 미시 층 에서는 Ⅲ장에서 분석된 연결소 부여 지 들을 내용 요소 조

직의 기제로 환원해야 함을 논의하 다.구체 으로,하나의 단원 내에 속하는 문법 개

념들과 서로 다른 단원에 속하는 문법 개념들 각각에 계열성을 부여하기 해서는 단

어 형성법과 련된 어떠한 문법 개념을 연결소로 삼아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를

체계화하 다.정의항 내에 형태소 개념을 포함할 것,조회 지 으로서의 형태소를 상

개념화할 것,구성 거 으로서의 형식 의미를 핵심 개념화할 것,명명 차이의 인

식을 해 굴 개념을 비교 범주화할 것의 네 측면에서 단어 형성법의 범주 내에서

연결소를 부여하는 양상을 제시하 으며,여타의 범주와 단어 형성법 간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정의항 내에 형태 개념을 포함할 것,조회 지 으로서의 단어를 상

개념화할 것,구성 거 으로서의 생/ 성을 핵심 개념화할 것,명명 차이의 인식

을 해 품사 개념을 비교 범주화할 것의 네 측면에서 연결소가 부여되어야 함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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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이를 통해,Ⅲ장에서 학습자들이 개념 계의 구성을 해 연결소를 부여해 가

는 양상이 교육 내용 조직의 구 기제로 연동됨을 보이고자 하 다.

다음으로,단어 형성법을 교육 내용으로 표상하기 해 거시 층 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텍스트로 실체화하여 해당 교육 내용을 담아 낼 것인가를 설명과 활동의 두 차

원에서 탐색하 다.구체 으로,설명의 차원에서는 형식 실체의 형을 유연화하여

학습자들의 능동 인 지식 구성을 진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 으며,활동의 차원

에서는 설명-활동,활동-활동 간의 계기성이 확보되도록 교육 내용이 표상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미시 층 의,즉 내용 요소 수 의 교육 내용 조직을 해서는 Ⅲ장의

학습자 분석에 기반하여 단일 문법 개념을 표상할 때,단원 내 개념 계를 표상할 때,

단원 간 개념 계를 표상할 때로 구분하여 사례,비유,일상어의 어느 부면에 주목하

여 내용 실체화를 도모할 것인지를 논의하 다.단일 개념의 표상을 해서는 다양

한 사례들 사이의 계열성을 확보할 것,비유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선택․배제되는

특정 개념의 속성에 해 교육 목표에 비추어 단할 것,일상어와 문법 용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의도 으로 부각하여 문법 개념에 한 공고한 구성을 유도할 것을 구

기제로 제시하 다. 한,문법 개념 계의 표상을 해 단원 내에서는 특정 요소를

공유하는 사례와 구조화된 비유가,단원 간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둘 이상의 개념을 포

함하는 복합 사례와 범주 계를 사상하는 비유가 요구됨을 논의하 다.

그런데 본고에서 조직과 표상의 두 층 로 실체화한 실제들은 학습자들로부터 도출

한 교육 내용의 구 기제들을 핍진하게 이론화하기 한 하나의 참조 지 들일 뿐이

다.즉,반드시 따라야 할 항존 규 이 아니라 다면 인 학습자들의 맥락에 따라,학

교 에 따라, 이들 요인들을 총체화한 결과로 상정되는 교육 목표에 따라 각각의 기

제들은 선택 으로 선별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으로 부각해야 할 기제들과

주변 으로 처리하거나 배제 가능한 기제들을 결정해야 하는데,이 역시 어디까지나

왜 그 게 구 하는가를 심에 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한,본고에서는 기존의

형식․구조주의 문법 지식에 한정하여 교육 내용의 구 문제를 논의하 지만,향후

에는 수행 자원으로서의 문법 지식,지식 범주를 넘어선 태도나 경험 등의 요소 등을

교육 내용으로 실체화하기 한 탐색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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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DidacticTranspositionofGrammarKnowledge

throughAnalysisoftheLearner’sKnowledgeConstruction

Lee,Kwan-Hee

Educationresearchaimsforimplementation.Iftheimplementationofteaching&

learningisnotaprerequisite,theeducationalvalueofatheorywouldbelostno

matterhowwell-foundedthetheoryis.Inthemeantime,however,one-timeutility

andthepossibilityofimmediateinputhaveseemedtoreplacethesignificanceof

educationalimplementationinthestudiesofgrammareducation.Itmeansthat

studieshavetendedtoconsiderdiscoveringlinguisticmaterialsordraftinglearning

activitiesasresulton implementation.Atthispoint,grammarknowledgeas

educationalcontentswasunderstoodastheresultofsimplifiedversionofscience

grammar.

Theissueofhow toprovideeducationalcontentstolearnershouldbe

explored in a much more fundamentallevel.Educationalcontents can be

substantializedtoenableinternalization ofknowledgeonly when wecarefully

considertheprocessoftransferandaspectofeducationalcontentswithinthe

awareness oflearner.In this perspective,this study focused on ‘knowledge

construction’ which is emphasized in Constructivism, and discussed the

transformationofformal․structuralgrammarknowledgeintoeducationalcontents.

Inotherwords,thepurposeofthisstudyistorecognizethegrammarlearningas

aprocessofactiveoperationandthinkingoflearnerinordertointernalizegrammar

knowledge,andtoestablishtheproperdirectionofdidactictranspositionofhowto

organizeandrepresentgrammarknowledgeforlearner.

Inordertoachievethepurpose,themostimportantstepistoclosely

explorehow learnerconstructsthegrammarknowledgewithinone’sawareness.

Keyfactorsandmechanismstoconsiderformakingeducationalcontentsca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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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edsystematicallywhenweexplorethefactorslearnersfocusinthecourseof

constructinggrammarknowledge.Thisstudyaimedtounderstandthisaspect

throughanalyzinghow learnersyieldthecontentstheyunderstoodafterlearning

particulartextsindividually.

ChapterⅡ exploresthemeaningofconstructionofgrammarknowledgeto

providetheoreticalframeworkforanalyzinglearners’data.First,itdiscusseshow

Constructivism hasbeenacceptedinthefieldofgrammareducationfrom two

layers,educationalgoalsandeducationalmethods,inordertoestablishtheconcept

ofgrammarknowledgeconstruction.Moreover,itdividesthecategoryofgrammar

knowledgeconstructionintoconceptualconstructionandrelationalconstruction,and

emphasizesrepresentation and connectionsasthefactorswhich facilitatethe

constructionofeachcategory.Thesearenecessarystepstopreparetheframefor

macroscopicanalysisinordertoobservetheproductoflearnersinchapterⅢ.

ChapterⅢ minutelyanalyzedthelearners’dataaccordingtothetheoretical

frameworkfrom chapterⅡ.First,itexploredtheaspectofconstructingindividual

grammarconceptthroughtransformationofrepresentation,throughanalyzinghow

learnertransformsexample,analogy,everydaylanguageintonewrepresentationin

thecourse ofinternalizing grammarconceptswhich are eitherexpressly or

suggestively represented in textbooks.Next,itexamined how representation

functionsasconstructingfactorinordertoconstructtherelationshipbetween

grammarconceptsthroughanalyzing how learnercompareeach conceptwith

correspondingrepresentationandstructuralizeexampleandanalogy.Finally,the

aspectsoftheconnectingfactorswithingrammarknowledgearedividedintofour

categories,thatisthe‘arrangementofintegratedcategorieswithinthedefiniens’,

the‘introductionofsuperordinateconcepts’,the‘repetitionofcoreconcepts’andthe

‘focusonthedifferencesindeterminating/namingsimilarlinguisticphenomenons’.

Duringtheanalysesoflearners’data,theconnectingfactorswithinaswellas

betweenthegrammarconceptsofeachunitwereproved/reconfirmed.

Basedontheseanalyses,chapterⅣ practicallyrealizedtheeducational

contentsofparticulargrammarknowledgeas‘word-formation’.Itapproachedthe

educational contents by two layers, contents organization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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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and discussed them afterdividing each into macroscopic and

microscopiclayer.First,itdiscussedthatinordertoorganizetheeducational

contentsofword-formation,themacroscopiclayershouldthesequenceandscope

ofachievementstandards while the microscopic layer should consider the

connectionsanalyzedinchapterⅢ.Thesequenceoffactorswithinunitorbetween

unitscanbesecuredthroughthisprocess.Next,itsuggestedthatmacroscopic

layershoulddecidetheformofdiscoursetorepresent,andmicroscopiclayerneeds

toconsiderthetransformationofrepresentationandstructuringanalyzedinchapter

Ⅲ inthecourseofrepresentingcontentfactorsinordertorepresenttheeducational

contentsofword-formation.Learnerscanvisiblyinternalizegrammarknowledge

throughthis.

Thediscussionofthisstudyismeaningfulinthatitcansecurethepower

ofexecutionoflearner-centeredgrammareducationthroughobtainingthekey

standardsofgrammareducationalcontentsfrom thepracticalaspectofknowledge

constructionoflearner.

Key Words:GrammarEducation,Constructing GrammarKnowledge,Didactic

Transposition ofGrammar Education Contents,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Represent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Word-formation.

StudentNumber:2009-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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