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 연구

-품사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미   나









- i -

국문 록

문법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이기에, 학습자의 언어에 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법 학습자의 문법적 
사고, 문법 개념의 발달 과정에 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직관적ㆍ경험적으로 문법 교
육과정이 구성되어 왔다. 초등 학습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익혀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하면 된다는 관습적 인식을 토 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문법 영역을 최소
화하여 제시하고, 중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문법 교육을 하자는 논리가 받아
들여져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호기심이 풍부한 초등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에 
주목하고 탐구해 볼 경험을 제공받지 못한 채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렵고 부담스러운 
암기의 상으로 문법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중등 학습자가 문법 교과에 하여 체
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과 연결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로서의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실제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 각각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연계된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
여야 한다. 이는 문법 교육 전체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본고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을 연구하였
다. 초등학교 6년의 문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 양상은 초등학교 
문법 교육을 반성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중등 문법 학습자의 언어
적 출발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중학교 문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 를 마련
할 수 있기도 하다.

먼저 Ⅱ장에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모어 화자의 상위언어 능력의 발달로 형성되는 
개념이며 문법 학습자의 개인적ㆍ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밝히고, 문법 교육으로써 이
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문법 개념에 한 학습자의 앎의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
법 개념의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에 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모어 화자인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정오(正誤) 구분이 어려우며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문법 영역에서의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법 지식과 용어의 제시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기능 영역과의 결합이 느슨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 모어 화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문법 지식의 탐구와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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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식의 단순 식별과 적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특히 초등 문법 교

육에서 기초ㆍ기본 개념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한 학습자의 
개념 양상을 조사하였다. 학습자가 어떻게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
하여 개념의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를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자료로부터 학습자의 사고를 타당성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전형적이거나 특색 
있는 개념 양상을 보인 학습자 12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그 결과 초등 학습자의 
품사 및 문장 성분에 한 개념 양상을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의 세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유형은 학습자가 특정한 속성에 기초하여 
문법 개념을 일차원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유형으로 세분된다.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유형은 어떠한 문법 개념을 다른 문법 개념과 자의적ㆍ직관적으로 
연결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각각 ‘다른 개념과의 동일시’,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의 연결’ 유형으로 세분된다.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은 용어에 한 학습
자의 피상적ㆍ단편적인 해석에서 기인한 앎의 양상이다. 이는 각각 ‘한자의 의미로부터
의 이해’, ‘일상적 의미로부터의 이해’ 유형으로 세분된다.

Ⅳ장에서는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학습
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과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의 연계’를 활용의 목표로 상정하고, 
‘초등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한 잠재력 신장’과 ‘중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
념의 정교화’로 활용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
적 범주화’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중심 교육 내용을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고는 문법 교육의 맥락에서 모어 화자인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세 하게 포
착하여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매개로 
하여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초등 문법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문법 교육, 초등 문법 교육, 학습자의 문법 개념, 품사 개념, 문장 성분 개념
* 학  번 : 2013-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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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미 잘 쓰고 있는데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모어 화자를 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숙명과도 같다. 초등 문법 교육1)의 경우에도, ‘초등 학습자2)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익혀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문법을 따로 배
워야 하는가’라는 관습적 인식을 토 로 한 ‘교육 현장과 국어교육 내부의 시선’이 
있다. 이에 더해 문법은 중등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초등 단계에서는 
지식을 최소화하여 쉽게 가르치면 된다는 ‘문법 교육 내부의 인식’이 있어 왔다. 
이승왕(2014:356-357)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초등 문법 교육은 가치 및 위상 인
식의 부족과 독자적 체계 부재라는 안팎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초등 문법 교육이 
학계와 교육 현장 양측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만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면서도3) 지식을 단순히 식별하고 적용
하는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4) 

중등 문법 교육의 경우 문법 교육 자체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한 의미 있는 논
의들을 토 로, 기존의 언어 단위별 의미 기능 기술을 넘어 최근에는 텍스트의 장

1) 보통 ‘문법’이라고 함은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을 상기시키기에 본고에서는 
그 앞에 ‘초등’을 붙여 초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을 뜻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이고자 한다.

2) 교사는 학생을 학습자로 할 것이 기 되며(Hisrt & Peters, 1970), 학생이 단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짐작되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자라면, 학습자는 ‘배움’이라는 학습의 활동
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엄태동, 2003:155)로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조사 상을 학생이 
아닌 학습자로 초점화하고자 한다. ‘초등 학습자’는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은 줄곧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차 교육과정 
이래로 초등 국어 교과서는 줄곧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명칭은 <국어>와 <국어 활동>이다. 주로 교과서로 수업이 이루어지
는 교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4) 초등 문법 교육에 한 관습적 인식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성격을 띤다. 모랭(Morin, 1999)
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담론에 통합되거나 배제되는 개념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원칙 차원
을 일컫는다. 분리가 결합을 희생시키듯, 여타의 논리 작용들을 희생시키고 특정의 논리적 
작동들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패러다임이다. 즉, 패러다임이 선택한 논리에 해 정
당성과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은 패러다임 그 자체인 것이다(Morin, 1999; 고영림 역, 
2006:35-37). 초등 문법 교육에 한 패러다임 역시 일련의 규칙과 금지를 통해 ‘초등 문
법 교육에서는 학문 문법의 지식을 간단하고 쉽게 가르치면 된다’, ‘모어 화자인 초등 학습
자에게는 문법 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등의 명제를 만들어 내었고 이들 명제는 다시 
처음의 패러다임을 견고하게 만드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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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성 판단의 토 로서 작동하는 문법, ‘특정 담화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 
자원으로서의 문법(김은성, 2008:349)’으로까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교육의 주체인 중등 학습자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탐구하
며, 문법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의 학습자
들이 왜 문법 학습을 부담스러워 하고 꺼려하는지 학습자 내부적 관점에서 접근한 
김은성(2007a)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학습 신념 및 동기, 학습 상 인식, 학습 
과정, 학습 성과’ 등의 모든 범주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5) 이
러한 인식은 중등 문법 교육 내부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엄태동(2003:60)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문법 학습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등교육의 폐단, 즉 학생들이 교과의 내용을 학습을 통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암기를 통하여 기억하는 데에 그치고 마는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학습을 수행
하는 역량과 학습 활동의 가치를 아직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등교육의 성패는 초등교육이 중등교육과는 구분되는 나름 로의 교
육 목적과 기능을 제 로 실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중등 문법 교육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측면은 초등 문법 교육 단계에서 학습자들
에게 필요한 문법 교육이 제 로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초등학
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중등 문법 교육의 어려움을 야
기하는 문제인 것이다. 언어적 호기심이 풍부한 초등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에 주목하
여 탐구해 볼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문법 학습을 위한 잠재력을 신장하지 못한 채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렵고 부담스러운 암기의 상으로서 문법을 접하게 된다.6) 

5) 김은성(2007a)은 ‘학습 신념 및 동기: 왜 배워야 되나요.’, ‘학습 상 인식: 공부하기 힘
든 분야!’, ‘학습 과정: 공부를 제 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학습 성과: 공부해봤자 남
는 게 없어요.’라는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문법 학습의 부진 요인에 해 탐색하였다. 

6) 사춘기ㆍ학교급의 변화라는 인생의 전환점과 더불어, 교육 내용의 급격한 변화는 학업 부
담의 원인이 된다.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의 경계선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
년 학습자들을 단위로 조사한 김태은(2014)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들은 중
학교 진학 전부터 중학교에서 접할 학업에 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실제로도 학업에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는, 학교급 전환상의 학업 부담을 학습자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교육 차원에서 지
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에 해 모어 화자의 언어를 다루는 문법 교육



- 3 -

이는 그동안 문법 학습자의 문법적 사고, 문법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 한 체계
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없이 직관적ㆍ경험적으로 문법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온 결
과이다. 내용 요소별 위계화의 논리 없이 관습적 인식을 토 로 학문 지식을 세분
하여 중등 교육과 초등 교육에 각각 할당해 온 것이다. 주지하듯, ‘언어’ 그 자체가 
아닌, ‘언어적 주체로서의 학습자(신명선, 2013:93)’7)가 문법 교육의 중심이라면, 
문법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8)과 언어에 한 이해9)에 기반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학교급별로 독자적이면서도 연계된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법 학습자의 발달은 수준의 차이가 있되 연속적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어느 한쪽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한 연계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
이다. 학교급별로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연계된 교육 내용 구성은 곧 문법 교육 전
체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본고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을 연구
하였다. 초등학교 6년의 문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 양상은 초
등학교 문법 교육을 반성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중등 문법 학
습자의 언어적 출발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중학교 문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토 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을 유형화하고 
이 결과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법 교육에 각각 반영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의미와 특성을 밝힌다.
둘째,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을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셋째,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물론이다.

7) 언어적 주체란, ‘언어를 객관적 타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언어적 자아임
을 인지하고, 나의 언어에 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어 문화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는 주체적 인간(신명선, 2013:96)’을 의미한다. 

8)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준비도와 학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최규홍, 2009). 

9) 김은성(2012:9)은 문법 교육의 국면에서 문법 학습자의 ‘가변성’과 ‘현재성’을 전제로 고
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나 교사는 ‘그때, 거기’의 문법 학습자의 경험을 가진 채 ‘지
금, 여기’의 학습자에게 문법을 가르쳐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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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학습자의 문법 개념 련 연구

문법 학습자의 개념을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문법 학습자의 음운에 
한 앎의 양상을 다룬 김은성 외(2007)와 문법 오개념에 관해 논의한 김호정 외

(2009), 남가영(2012), 남가영(2013), 김지영(2013), 조진수(2014), 이관희ㆍ조
진수(2015)와 같은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 살펴볼 만하다.  

먼저 김은성 외(2007)는 국어 문법 학습자를 상으로 한 음운 용어 인식 조사
를 바탕으로 음운 관련 지식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내면화되어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문법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가’, ‘문법 학습자들은 실제로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관련 지
식을 어느 정도 아는가’를 연구 문제로 삼아, 문법 학습자들이 음운에 한 개념적
ㆍ구조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가 문법 지식에 관
해 현재 알고 있는 것에 주목한 점과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개념적 이해 범주와 
구조적 이해 범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자 한 점은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호정 외(2009)는 지금까지 타 교과에서 다루어진 오개념을 국어교육적 맥락
에서 재개념화하고,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방향을 종
합적으로 살핀 연구로 본고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 내용 구성 
시 학문의 내적 논리 및 구조, 일반적인 학습 발달 이론 외에 학습자 변인에 해
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실태를 지적하며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국어과 오개념은 성격과 종류가 균질하지 않으며, 교정되고 폐기되어야 할 것
으로만 간주되기보다는 확장ㆍ심화할 수 있는 인지적 교두보로서 의미화되어야 한
다는 점, 국어과는 어떠한 교과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오개념
이 많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오개념 연구의 범주와 상을 세분하고 오개
념 연구 절차 및 진단 방법을 상세화하였다. 

남가영(2012)은 문법 교육의 맥락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문법 학
습자를 들며, 문법 교육 개신(改新)의 키워드로 오개념을 상정하였다. 오개념은 학
습자의 개념 발달 과정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 문법 학습자의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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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의미하게 활용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교수ㆍ학습 맥락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방적 관점’보다는 ‘발달적 관점’에서 오개념을 연구하여야 한
다는 관점은 본 연구와 동궤를 이룬다. 이를 구체화한 남가영(2013)은 지식의 교
수학적 변환의 산물인 교과서를 오개념 형성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의 오개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뒤 이러한 오개념을 형성하는 교과서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법 수업 시 교과서에 부분 의존한다는 교사들의 진술을 통
해 교과서의 구성 및 기술 방식이 학습자의 오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법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교과서 요인으로는 크게 
지식의 깊이와 폭, 지식의 설명 방식이 있다. 전자는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룰 경우’
와 ‘소략하게 다룰 경우’로, 후자는 ‘주요 개념에 해 명료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시하는 경우’, ‘주요 개념에 해 불일치하는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주요 개념에 해 비유를 활용해 설명하고 있는 경우’로 세분될 수 있었다. 

김지영(2013)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품사 오개념을 다룬 학위 논문으로, 영어
와 국어 품사 체계의 차이로 인한 오개념 형성에 하여 연구하였다. ‘학습 이전의 선
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상태(김지영, 
2013:11)’를 오개념이라고 보고, 품사 관련 오개념을 ‘선개념과 관련된 오개념’, ‘영어 
품사와 관련된 오개념’, ‘국어 품사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형성하게 된 오개념’ 등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해 오개념 유형
을 분석하여 학습자 문법 오개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 자체에 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 조진수
(2014)도 학습자의 오개념 양상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형성 원인을 밝혔다. 이를 
토 로 ‘자립성’과 ‘의존성’ 개념의 교육 방향과 교수ㆍ학습의 실제를 보였으며, 학
습자 오개념의 문법 교육적 가치를 ‘탐구의 시발점’과 ‘비계 설정의 근거’로 제시하
여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관희ㆍ조진수(2015)는 일선 고등학교의 정기 고
사 문법 문항을 분석하여 문법 교사의 오개념을 유형화하였다. 세부 문법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문법 교육 내용 전반에 걸쳐 교사의 문법 오개념을 ‘문법 개념의 
과도한 단순화’, ‘위계적 문법 개념의 단절적 인식’, ‘문법 개념의 층위 혼동’, ‘유사 
문법 개념의 경계 미인식’, ‘다양한 의미 해석 가능성 미인식’, ‘학교 문법의 합의
점에 한 이해 부족’, ‘경계적 사례에 한 과도한 일반화’의 일곱 범주로 유형화
하였다. 조진수(2014), 이관희ㆍ조진수(2015)에서 피험자의 내적인 개념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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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의 다층성을 문법 개념의 속성과 
연관 지어 살펴보려 한 점은 본고와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교정과 제거의 상보다는 ‘인지적 교두보’, ‘탐구의 시발점’으
로서 오개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고에서 학습자가 지닌 앎에 
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의 개념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고자 하
는 관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오개념(誤槪念, misconception)’이라는 관점은 근본적
으로 학습자 개념의 정오(正誤)를 예단(豫斷)하여, 문법 교육에서 주목하여야 하
는 학습자 문법 개념의 양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는 
문법 교육의 맥락에서, 무리하게 정개념과 오개념을 상정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현
재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의 다양한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등 문법 교육 련 연구

학문 문법 지식과 중등 문법 교육 위주의 연구 경향 속에서 초등 문법 교육의 특
성과 가치에 한 학문적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그 방향성이나 지향점도 불명확
하다. 그러나 어떠한 현상이나 분야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김정효 외, 2005:185). 본고는 이러한 전제하에 초등 문법 교육 
관련 연구를 탐색한 바, 부분의 연구가 특정 문법 단위 및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 가운데 신명선(2000), 이창근(2007), 최규홍(2009, 2012), 
이병규(2012), 이영호(2013), 이승왕(2014) 등은 초등 문법 교육의 특성과 가치를 
토 로 초등 문법 교육의 독자적인 목표 및 내용, 방법을 논의한 연구이다.

먼저 신명선(2000)은 초등 국어지식 교육10)은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통합론의 그것과는 변별됨
을 분명히 하였다. 이 연구는 라일(Ryle)의 ‘합리적인 실행’ 논의를 참조하여 지식
과 활동은 직렬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한 
실체의 두 측면임을 강조하였다. 국어지식은 국어 활동과 등한 관계를 맺고 있
기에 그 자체로서 교육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것이 초등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위
상(신명선, 2000:239)이라고 보았다. 이는 이창근(2007)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10) ‘초등 국어지식 교육’으로 기술된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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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2007)은 문법과 국어 사용이 서로 분리된 것이라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 둘이 원래 한 덩어리라는, 이른바 ‘전일체적(全一體的) 관점’을 문법 교육의 접
근 원리로 삼았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전일체적 관점의 문법 교육은 ‘문법과 언어 
사용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상호작용의 의미는 문법
이 언어 사용의 본질을, 언어 사용이 문법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상호성을 
가지고 동시에 작용함을 의미한다.

최규홍(2009)은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문법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작용하는 문법에 해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11)을 지적하고 문법 현상 
인식 중심의 초등 문법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 학습자를 상으로 초
등 문법 교육의 실태를 실제적으로 분석하여 문법 지식과 문법 사용 현상에 한 
인식의 관계에 따라 학습자를 유형화하였는데,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이어 최규홍(2012)은 초등 문법 교육의 성격과 내용 전반에 해 고찰하면서 
초등 문법 교육의 위상을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의 문법 교육’, ‘국어 문화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문법 교육’, ‘언어 탐구의 기초 
학습으로서의 문법 교육’으로 보았다. 

이병규(2012)는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상에서 문법 교육의 가치와 성격을 고찰하
고 이에 부합하는 문법 교육의 원리로 사고성의 원리, 도구성의 원리, 문화성의 원
리를 논하였다. 그러면서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구가 되는 문법 지식과 그렇지 
않은 문법 지식을 구분하는 것, 도구적인 성격의 문법 지식을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영호(2013)는 자신의 언어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사용하게 위
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생에게 매우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초등학생은 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
체 활동을 통해서 상을 인식하며 개념을 형성하는 발달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 
게슈탈트적 개념화는 초등학생의 전형적인 인지 방식이라는 점, 시각화된 기술 방
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문법적 현상을 설명할 때 특히 유용하다는 점을 들어 인지

11) 최규홍(2009)에서 5, 6학년 학생 354명을 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약 63%의 학생이 
문법 학습 내용에 해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으며 이들의 약 74%는 언어 사용 상
황에서 문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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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관점을 초등 문법 교육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왕(2014)은 초등 문법 교육의 특성과 가치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밝히고, 

초등 문법 학습자와 초등 문법 교사, 초등 문법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특성을 논
하고 실천적 문법, 국어생활 개선, 정의적 교육의 실현을 초등 문법 교육에서 다루
어야 할 주안점으로 보았다. 이는 초등 문법 교육을 둘러싼 교육 요소들의 특수성
에 해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수성에 좀 더 천착한 논의로 김은성
(2012)과 남가영(2011)을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각각 ‘초등 문법에서의 태도 교
육’과 ‘초등 문식성’에 하여 고찰하였다. 

김은성(2012)은 초등 문법에서 태도 교육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
생들이 문법을 학습하는 경험 세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초
등 문법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하여 태도 요소를 탐색하고, 초등 학습자들의 문법에 

한 인식과 문법 학습의 태도에 하여 고찰하였다. 일련의 탐색을 거쳐 초등 학
습자는, 언어에 한 호기심이 중등 이후의 학습자들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점, 
교실 내 안내자와 또래 동료에 한 신뢰와 인내를 가진 지극히 성실한 협업자라
는 점, 문법 학습에 해 이미 만들어진 편견에서 최 한 자유롭게 언어 문제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남가영(2011)은 문식성(literacy)이 논의의 방향에 따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양’의 의미로 소통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식성의 
구인으로서 문법’에 주목하는 방식과 ‘문법에 한 소양’에 주목하는 방식의 두 방향
으로 문식성을 개념화하였다. 후자에 주목할 경우 과학적ㆍ형식적 문법 개념이 어떻
게 아동의 머릿속에 형성되는지와 주요 문법 현상에 해 아동들이 현재 어떻게 알
고 있는지, 혹은 문법 현상에 한 아동들의 앎이 어떻게 과학적 개념의 형태로 변
화하는지 등이 중요한 연구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남가영, 2011:103). 이러한 관
점은 학습자의 ‘언어적 현재’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영호(2014)는 초등 문법 교육은 초등 국어교육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분야라고 보고, 
초등 문법 교육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문
법 내용의 이론적 이해-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분석-연구자의 안적 교육 내
용 및 교육 방법 제안(이영호, 2014:198)’이라는 유사한 연구 패턴이 반복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초등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들을 일차적인 연구 상으로 삼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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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이상의 연구들은 초등 문법 학습자와 초등 문법 교육이 학계와 교육 

현장 양측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 
온 것을 지적하고 초등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주목하여 초등 문법 교육의 독자
성을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차적 연구 방
법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적 현재를 탐색할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등 문법 학습자의 언어적 앎의 양상에 천착한 
실제적 연구라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 ㆍ 등 문법 교육의 연계성 련 연구

연계성 논의는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을 교육과정 구성의 구성 요소로 본 타
일러(Tyler, 1949)와 각 교과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의 구조를 구성
할 것을 주창한 브루너(Brunner, 1960)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계성은 용어를 달리하
여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이는 ‘relationship’, ‘connection’, ‘continuity’ 
혹은 ‘articulation’이 모두 ‘연계성’으로 번역되었기 때문(김진석, 2007:105)이다.12)

이춘근(2001), 김영선(2007), 이병규(2008), 이관희(2008), 주세형(2011) 등
에서 문법 교과의 연계성에 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문법 교육 내용의 계열
화에 해 논구한 이춘근(2001)은 브루너(Brunner)의 ‘번역’을 계열화의 주된 방
법론으로 보았다. ‘주어’를 설명하면서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문장에서 서술된 
내용의 주체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이춘근, 2001:419)는 것이다. 이병규
(2008)에서는 문법 지식의 연계 방식을 ‘반복’과 ‘연결’로 나누었다. ‘반복’은 가르
쳐야 할 언어 지식 내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미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심화한 내용을 덧붙이면서 학습할 내용을 연계하는 방식이고, ‘연결’은 교육과
정에서 내용 중복은 피하고, 정선 집약된 학습 내용을 학년과 학교 단계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병규, 2008:441)이다.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 내용의 연계에 하여 논의한 김영선(2007)에서는 7차 교
12) 신호철(2009)은 연계성을 ‘networkness’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는 구성 요소와 

연결체가 내ㆍ외부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신호철, 2009:1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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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을 비교하였다.13) 초등학교 
문장 성분 교육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
다’에 속하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만, 중학교에서는 ‘부속 성
분, 독립 성분’이 등장하며 이들의 특징도 제시하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
과서의 통사 부문 교육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양
적 확 만으로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행 품사 교육 역시 초등 단계에서는 명사ㆍ동사ㆍ형용사를, 중등 단계에서는 나머
지 품사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 문장 성분 교육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춘근(2001)에 따르면 앞 단계에서는 내용 구조의 일부를 제시하고 최종 
단계에서 전체 내용 구조를 제시하는 ‘확장 반복형’ 내용 구조이다.14) 

이관희(2008)는 ‘인지 발달에 따른 언어 인식력 확장’에 의한 ‘학습자 변인’과 ‘품
사 체계의 논리적 구조, 품사 분류의 과정적 속성’이라는 ‘교육 내용 변인’을 두 축
으로 품사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품사 교육의 초등학교 수준 목표
를 ‘단어 분류의 직관적 인식’으로, 중학교 수준 목표를 ‘품사 체계의 명제적 인식’으
로 상정하고 각각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본고에서 초ㆍ중학교가 연계된 문법 교
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시사점을 주었다. 

주세형(2011)은 문법 영역에서 성취기준끼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
취기준들을 학습자가 성취하게 될 ‘상위 문법 능력’을 중심으로 서로 연관 지을 것
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인식된 초등학교급에서의 ‘표준어와 
방언’ 관련 성취기준과 중학교급에서의 ‘남북한 언어 관련 성취기준’이 ‘언어의 다
양성을 이해한다’라는 상위 문법 능력 아래 긴 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제안은 본고에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공통의 상위 목표로 상정

13) 김영선(2007)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하위 범주 초등학교 중학교

통  사

높임법 높임법

어순 어순

문장의 종류, 문장의 연결 문장의 구조

시제 문장의 호응 관계

성분 성분

문장의 구성 문장 구성 요소

14) 이러한 ‘확장 반복형’ 내용 구조가 ‘지식의 일차원적인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습
자의 언어에 한 직관과 이해 정도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연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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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의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바와 상통한다.  

3. 연구 상  방법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분석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15)가 요구된다. 

먼저 이론적 연구는 선행된 연구 성과의 검토와 분석이 주가 되며 크게 두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학습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로 모어 화자의 상위언어 능력 
연구, 개념 구조 연구, 선개념과 오개념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의미와 특성을 문법 교육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둘째 초등 문법 교육에 관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초등 문법 교육의 특성을 목표, 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초등 문법 교육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이론을 통해 고찰한다.

실증적 연구는 학습자를 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해석이 중심이 된다. 조사 
상은 서울과 인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로,16) 6년의 초등학교 문법 교육과
정17)을 이수한 동시에 중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중등 문법 학습자이다. 같은 형태
의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언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타당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상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옥현진, 2010:255), 
이 시기의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 연구의 최적의 
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학문 문법 지식과 중등 문법 교육 중심의 연구 경향 
속에서 초등 문법 학습자의 언어적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15)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각각 이차적 연구와 일차적 연구로 별할 수도 있다. 김
영규(2005:76)에서 브라운(Brown, 2004)의 논의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차적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의 저서 및 연구 논문들과 같은 이차적인 자료 출처에 바탕을 둔 연구’로,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 고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6) 이 세 초등학교는 중상위권 학습자와 중하위권 학습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되
어 선정하였다. 현재는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가 사라졌기에 2011년 자료를 토 로 살펴
보면, 전국의 5563개의 초등학교 중 N 초등학교는 2311등, S 초등학교는 2469등을 하였
고, 서울 M 초등학교는 4569등이었다. 이들이 전체 학습자를 표하는 집단이라고는 단
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습자의 개념은 개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기에 본 연
구는 일반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7) ‘초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의 문법 영역 관련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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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초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의 개념 양상 탐색을 통해 초등 
문법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다.18) 셋째, 중
등 문법 학습자의 언어적 출발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학교 문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초등 문법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동시에 일상생활과 타 교과 
학습을 통해 친숙한 개념이며, 중등 문법 교육에서도 긴요하게 다루어지는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분석하였다.19) 조사 상 학습
자들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용언의 기본
형’을, 4학년 과정에서 보어를 제외한 ‘주성분’을 학습하였다.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살펴보는 데에는 설문 조사와 면담법이 활용되었다. 설문 
조사에서 활용한 학습자 인식 설문지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에 한 앎
의 면면을 개념의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하였다. 이는 김은성 외(2007)에서 학습자의 개념에 하여 개념적 이해 범주와 
구조적 이해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것과 맥락은 같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개
념적 이해 범주는 개념의 이해 영역과 개념의 적용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학습
자가 해당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
서는 이를 개념의 속성 범주, 개념의 사례 범주, 개념의 용어 범주로 세분하여 살
펴보았다. 구조적 이해 범주는 전체 구조 속에서 해당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고의 개념의 체계 범주에 해당한다. 

설문 조사 후 전형적인 또는 특기할 만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를 선정하여 면담
을 시행하고 질적ㆍ해석적 방법론20)을 동원하여 개념 양상을 분석하였다. 어린이

18) 문법 개념 발달 양상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 이수의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된다. 민현식(2007:296)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근거 이론을 제시함이 어려우면 경험적으로 그렇게 행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 반성하는 
경험적 이론화가 필요한데 개발기관인 교육부나 하부 개발기관들이 그런 반성을 정기적으
로 꾸준히 해 온 노력이 드물고, 교과서 개발 후 반성을 하려다 보면 국어 교과서는 오류
투성이라는 여론 비판이 나오게 되어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므로 매번 교과서 개발 시 새
로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19) 구체적으로 명사ㆍ동사ㆍ형용사,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이다.
20) 기존의 오개념 연구는 오개념 측정지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 통계 처리를 하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이즈너(Eisner, 1994; 박승배 역, 2003:95)의 ‘그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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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과 사고를 추론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피아제가 개발한 면담법은 ‘어린이
의 생각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권재술, 1992:175)’이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앎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
는 ‘의도적인 비표준화’와 ‘융통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끊임없는 의미 추론과 해석, 가설 설정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교사 변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 문법 
수업 부분이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 실행 모형(정혜승, 2002:129)’을 따를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1) 예컨 , 본고의 예비 조사에서 응답한 초등 교사들은 ‘문
법 교육 내용은 가르치려는 것이 단순하고 명확해서 지도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최규홍(2009)에 응답했던 초등 교사들도, 문법 과목을 가르칠 때는 
설명을 위주로 하고 상황 독립적으로 문법 지식을 가르쳐 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담임교사로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보통 10개 과목 내외이기에 교과서 위주로 가
르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습자들이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의도한 개념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언어적 직관 및 언어 발달 수준과 맞
지 않거나, 교사의 교수ㆍ학습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각각 다른 담임교사에게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개념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22)

Ⅱ장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의미와 특성을 문법 
교육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초등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진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Ⅱ장을 토 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의 품사 및 문장 성분에 한 문법 개념을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Ⅳ장에서
는 Ⅲ장에서 분석한 양상을 바탕으로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

물고기’의 비유 로 ‘연구 방법(그물)’이 ‘문법 학습자로서 초등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
가?’라는 ‘연구 문제(물고기)’를 이끌 수 있다(이영호, 2014:198)면, 본고의 연구 방법은 
연구 상과 선후를 두기 어려운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양적 연구
와 질적 연구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게 될 사고의 경향성과 개념 유형을 예상하기 위함이다. 

21)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교육의 과정을 구동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교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teacher-proof), 지식, 훈련,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을 지
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Glynn & Yeany & Britton, 1991; 권성기 외, 2000:4).

22) 이경현(2007:130)에서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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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으로 나누어 각각 제안한다.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Ⅱ. 이론적 전제
• 학습자의 문법 개념 정립

• 초등 문법 교육의 실태 분석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문헌 연구

Ⅲ.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

• 개념 분석의 틀 설정

•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유형화

• Ⅱ장의 문헌 연구 결과

• 학습자 설문 및 면담 자료의 

질적 해석

Ⅳ.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 학습자의 문법 개념 활용의 

목표와 방향 정립

•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교육 내용 구성

• Ⅲ장의 학습자의 문법 개념 

분석 결과

• 문헌 연구

【표 Ⅰ-1】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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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 연구의 이론  제

1.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  고찰

1.1.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의미

(1) 상 언어 능력의 발달로 형성되는 개념

오웬스(Owens, 2004; 이승복 역, 2006:536)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 이전의 
아동은 문법 구조가 아니라 그 내용에 기초하여 발화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네 살짜리 아동은 ‘아빠가 울타리를 칠했다.(Daddy 
painted the fence.)’라는 문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그들은 ‘아빠들은 울타리는 안 칠하고요, 집을 칠해요.(Daddies don't paint 
fences, they paint house.)’라고 말한다. 이렇게 반응하던 아동들이 유치원 시기에
는 문장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는 상위언어(metalinguistic) 
능력의 발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위언어 능력이란 ‘탈맥락화된 상으로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되돌아본다는 것(Owens, 2004; 이승복 역, 2011:536)’으로,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최영환, 1997:89)’을 
의미한다. 

추정 나이 능  력

1.5-2세

1. 자기 자신의 진행 중인 발화를 감시함

  a. 자발적으로 고침

  b. 소리, 단어, 문장을 연습함

  c. 듣는 이에 따라 자기 말을 적응시킴

3-4세

2. 자기 발화의 결과를 검토함

  a. 듣는 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만일 못하면, 고치거나 다시 시도함

  b. 자신의 발화와 다른 이의 발화에 대해 외현적인 언급을 함

【표 Ⅱ-1】상위언어 기술과 인식의 발달(Clark, 1978; Owens, 2004; 이승복 역, 
2006:5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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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문장을 점점 탈맥락화하여 객관적으
로 인식하게 됨을 보여 준다. ‘아빠가 울타리를 칠했다.(Daddy painted the 
fence.)’라는 문장을 다시 예로 들면, 아빠가 정말 울타리를 칠했는가 하는 사실 
관계에 따라 문장 수용 여부를 판단하던 아동은 ‘아빠’라는 ‘행위자’와 ‘칠하다’라는 
‘행위’의 형식에 주목하여 문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문법 구조를 다룬 촘스키(Chomsky, 1969; 김명광 역, 
2009)는 아동의 기저에 있는 언어 능력이 점점 발달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 연
구는 5세부터 10세23)까지의 아동들이 각기 다른 네 개의 문장 구조24)를 어떻게 
23) 일반적으로 10세에 언어 구조에 한 숙지 능력이 어른에 거의 근접한다고 간주되기 때

문이다(Chomsky, 1969; 김명광 역, 2009:1).
24) 촘스키(Chomsky, 1969; 김명광 역, 2009)에서 특정 구조의 문장을 해석하는 아동의 능

력을 관찰하고 언어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에 쓰인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조 난이도 복잡성 성격

1) easy to see: John is easy 
to see.

문장 주어
see의 주어

 문장(S)의 단어들 속에서 유지되는 참 문
법 관계(the true grammatical relation)는 
표현 구조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2) promise: John promised go의 주어  특정한 단어와 연결된 통사 구조는 그 언

  c. 다른 이의 말을 수정함

3. 현실 검증

  a. 단어나 문장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단하여 듣는 이의 이해를 넓혀감

4. 의도적으로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

  a. 새로운 소리, 단어, 문장을 연습함

  b. 여러 역할의 말소리 스타일을 연습함

학령기

5, 특정 형식(굴절 접사, 단어, 구, 문장)을 사용한 결과를 예언함

  a. ‘새로운’ 단어에 적절한 접사를 적용함

  b. 특정한 듣는 이나 환경에 적절한 발화인지를 판단함

  c.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문장에 어순이나 단어를 수정함

6. 발화의 산물에 대해 되돌아 봄(사용과 독립적인 구조)

  a. 특수한 언어 단위(소리, 음절, 단어, 문장)을 확인함

  b. 단어의 정의를 제공함

  c. 말장난, 수수께끼, 또 다른 유머의 형식을 만들어냄

  d. 어떤 문장은 왜 가능한지 설명하고 이를 해석함



- 17 -

이해하는지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아동이 가지고 있는 해당 문장 구조 자
체의 지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아동이 특정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접했을 때 어떠한 주어와 목적어를 ‘행위자’와 ‘ 상’으로 할당하는
가, 어느 것을 행위자의 ‘행위’로 보는가에 따라 문장에 한 이해 양상이 달라졌
다. 예컨 , ‘John is easy to see.’라는 문장 구조의 경우 5-6세 아동들은 ‘John
은 (무엇인가를) 보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John’을 행위자로 간
주한 상태에서 상과 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easy to see’ 구조의 지식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세 아동부터는 ‘다른 사람이 
John을 보는 것이 쉽다.’의 의미로 정확히 이해하였다. 콕스(Cox, 2005:328-342; 
민현식, 2008a:48에서 재인용)에서도 표기 학습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언어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문장의 구조, 형식 자체에 한 지식 
또한 점차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의사소통 이전 단계(Precommunicative: Preschool - Midkindergarten, 
2-5세): 문자와 유사한 것을 그리는 시기

② 반음성적 단계(Semiphonetic: Kindergarten 말-1학년 초, 5-6세): 문자
가 단어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음을 중심으로 문자가 
뭉친 단어를 만듦.

③ 음성적 단계(Phonetic: 1학년 중간, 6세): 들은 소리의 순서 로 문자를 
나열한다. 소리와 기호의 관계를 인식한다.

④ 이행기(Transitional: 1학년 말-2학년 초, 6-7세):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오류 표기에서 규범 표기로 이행하여 간다. 

⑤ 관습기(Conventional: 2-4학년, 7-9세): 맞춤법 관습에 적응하여 간다.
⑥ 형태 통사기(Morphemic & Syntactic: 5-8학년, 10-13세): 음운, 표기 

형태, 통사적 관계를 인식한다.

이러한 언어 발달의 기제와 관련하여 핀커(Pinker, 1984; 1989)는 아동이 명사

Bill to go. 어의 생성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3) ask/tell: John asked/told 
Bill what to do. do의 주어  특별한 동사와 연결된 잠재적 통사 구조의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한다. 
4) 명사화: He knew that 
John was going to win the 
race.

he 지칭어  문법 작용에 한 제한이 어떠한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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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사의 범주를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위의 행위자는 문장의 주어가, 행위
의 수여자는 문장의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생득적으로 안다고 하였다. 매
럿소스와 캘클리(Maratsos & Chalkley, 1980)는 아동이 단어의 분포적 특성에 근
거하여 문법 범주를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문장에서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
지와 그것들이 어떠한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지에 근거하여 문법 범주를 알게 된다
는 것이다. 예컨 , 3인칭 단수로 ‘s’를 취하는 단어가 과거시제로 ‘ed’를 취하고, 
현재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 ‘ing’를 취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동사 범주를 추
론하게 된다고 하였다(Hoff, 2000; 이현진 역, 2011:258-264). 류성기(2001)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아동들의 문장 쓰기 실태 고찰을 토 로, 아동들의 문법
적 오용으로 오류 문장이 발생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문장의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적인 지식이지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동에
게도 문장에 한 일정 부분의 직관이 있다는 것이다.25)

아동의 상위언어 능력의 출발점과 동력에 한 해석은 한데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관련 연구들은 모어 화자인 아동들이 은연
중에 비명시적이나마 문법 개념을 가지게 됨을 보여 준다. ‘하나의 개념 유형을 의
식하게 되면, 그 전에 형성된 모든 개념들은 이에 따라 재구성된다(Vygotsky, 1986; 
윤초희 역, 2011:296).’는 비고츠키(Vygotsky)의 지적처럼, 발달이 계속해서 이루어
지면 전문어로서의 문법 용어를 알지 못할 뿐 행위자로서의 ‘주어’, 상으로서의 
‘목적어’, 행위로서의 ‘서술어’ 등의 기초적인 문법 개념의 인지로까지 아동의 상위
언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26)

25) 그러나 이러한 직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각에선 국어 모어 학습자에게 문법 교육은 
교육적 효용이 낮거나 심지어 효용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이영호(2014:197)에서 
초등 문법 학습자에 한 관습적 인식의 한쪽 끝에는 모어 문법을 완벽하게 익혀 더 이상 
문법 교육이 필요 없어 보이는 학습자가, 다른 한쪽 끝에는 오류투성이인데다가 문법 지
식에 해서는 학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미숙한 학습자가 위치해 있다고 지적한 것과 상
통한다. 초등 학습자가 가지는 문법적 앎에 하여 진지하게 탐색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야만 매번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6) ‘자기 언어에 한 언어 사용자의 지식은 선언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남가영, 2007:363)’
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학습자의 더 나은 문법적 경험을 위한 발전의 가능성
을 내재한다. 이는 듀이(Dewey)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듀이는 성장의 최종 형태, 
완성된 형태를 가정하지 않았으며, 이전과 이후의 경험을 비교하여 좀 더 새로운 전망을 
보여 주는 것, 좀 더 다양한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을 ‘개
선’된 경험으로 보았다(엄태동, 2001:220-223)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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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로서 학습자는 문장을 탈맥락적ㆍ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
럽게 문법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문법 개념은 무의식적이며 
비명시적이다. 교육이 ‘우연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필연적인 것이 되게 하는 
일(이홍우, 2006)’임을 전제한다면, 상위언어 능력으로서의 문법 개념 발달을 전
적으로 학습자의 자연적인 성숙에만 일임하여서는 안 된다.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필연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의식적으
로 해 왔던 것을 상화하여 낯설게 보고 이를 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학습자
의 언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Vygotsky, 1986:287). 모어 
화자의 ‘무의식적 문법 개념의 의식화’를 상위언어 능력의 발달로 볼 수 있다면, 교
육은 이러한 개념 발달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27) 

(2) 문법 학습자의 개인 ㆍ주  개념

본고는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
는 나름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습에 임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인식 주체가 인식 상을 구성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칸트(Kant)로 거슬러 
올라간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이 인식 상 중심의, 즉 존재론 우위의 인식론이었
다면, 칸트 이후 인식론은 인식 주체가 중심이 되는 인식론으로 바뀌게 된다(허경
철 외, 2001:177). 칸트의 인식론은 감각 경험이나 이성을 통하여 외부에 존재하
는 객관적인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 즉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이후 
구성주의 인식론의 토 가 되었다. 1950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구성주의자들
은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체계를 가진 형태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습이란 학습자가 이미 가
지고 있는 지식과 앞으로 배울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개념이 바뀌
거나 수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27) 언어라는 것은 학습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훌륭한 탐구 상이며, 자신의 언어생활을 
‘낯설게 보는’ 경험은 문법 교육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주세형(2008:87)에서도 적어
도 초등학교 단계에서 탈맥락적인 문장을 상으로 문법적 판단을 하는 훈련을 강화시켜, 
세상사를 자신의 맥락과 분리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 문법 수업에서 ‘하나의 문장을 맥락에서 분리시켜 상화하는 훈련’은 그 교
육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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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학습에 관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개념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
어는 기실 ‘concept’와 ‘conception’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
재술 외(1998; 윤성규 외, 2007:28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concept’는 관찰 또는 
이론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물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ㆍ객관화하여 문
자, 언어, 기호 등으로 나타낸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conception’은 개인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정신적인 표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concept’는 객관적 개념ㆍ과학적 개념으로, ‘conception’은 주관적 개념ㆍ개인개념
으로 분류된다. 개인개념(個人槪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개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사물이나 현상에 하여 분화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의 생각
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concept’에 한 ‘conception’
에 가깝다. 문법 학습자의 ‘conception’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이라는 
‘concept’에 접근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측면들이 문법 
학습자의 ‘conception’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은 보통 ‘각각의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속성
을 추출한 후(추상화 과정) 그러한 공통 속성들을 종합한 하나의 집합으로서의 관
념(또는 생각)(허경철 외, 2001:273)’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이 여러 ‘사례’로부터의 공통 ‘속성’을 토 로 범주화한 관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념들은 여러 차원의 범주와 위계적인 ‘체계’를 이루게 되며, 
각 범주와 체계를 표층화하기 위하여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경철 외(2001:293)에서 어떠한 개념을 충분히 잘 학습하였다는 것의 의미에 
한 논의를 참조한다. 

어떠한 개념을 충분히 잘 학습했다는 것은, 1) 그 개념의 정의적(결정적) 속
성을 잘 안다, 2) 그러한 속성들의 연결규칙을 잘 안다, 3) 그 개념에 적절한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4) 그 개념의 이름을 정확하
게 안다, 5) 정의적 속성을 사용하여 그 개념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6) 그 개
념의 상위개념, 동위개념, 하위개념을 잘 안다, 7) 그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를 중심으로 개념(concept)에 접
근할 수 있다. 문법 개념 또한 인식 주체가 연속되어 있는 문법 경험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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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여 ‘속성’에 따라 범주화한 단위이며, 상위개념ㆍ동위개념ㆍ하위개념이라는 
일련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전문어인 문법 ‘용어’로써 표층화된
다. 문법 개념이 자리한 범주와 체계, 그리고 그를 표층화한 문법 용어를 잘 이해
하였다는 것은 문법 개념을 잘 학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속성ㆍ사
례ㆍ체계ㆍ용어와 같은 개념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식 주체 내부에 암묵적으
로 형성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분고에서 주목하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상위언어 능
력의 발달로 형성되며, 과학적ㆍ객관적인 문법 개념(concept)에 하여 속성ㆍ사
례ㆍ체계ㆍ용어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ㆍ주관적인 문법 개념
(conception)’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28)

1.2.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구성 요소

상술한 내용을 토 로 하여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때, 먼저 
개념 일반의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에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념의 속성과 사례에 해서는 고전적 견해와 원형 견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전적 견해(classical view)에 따르면 어떠한 개념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
하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이를테면 어떠한 도형이 삼각형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
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전적 견해의 기본 주장은 첫째, 개념은 정의
로 마음에 표상되는데 정의는 그 개념의 구성원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집단적으로 충분한 속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주 구성원 여부 또는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며, 셋째, 한 범주의 사례들은 그 범주 내에서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갖기에 ‘더 그럴듯한’ 사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신현정, 2011:32). 

28) 그러나 개념의 구성 및 범주화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과한 질서일 뿐 아니라 세상 환경
의 구조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신현정, 2002:231).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임의
적이지 않은 특성을 갖게 되며 일반성을 띠게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는 듀이(Dewey)
가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고유한 경험을 가진 상태로 학교에 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아동을 사회 속의 개인이자 사회적 문화유산의 상속자로 상정한 것(김정효 외, 
2005:123)이나, 현상학자들이 인간 개인의 경험에 존재하는 공동성(commonality)을 변하
지 않은 구조(invariant structure) 즉 ‘본질(essence)’이라고 부르는 것(patton, 2002; 
Johnson & Christensen, 2004; 김정효 외, 2005:14에서 재인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학
습자가 가지는 개념이 개인적인 동시에 일반적이라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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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은 친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논의로 고전적 견해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는 한 개념이 모든 사례들에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범주 경계 또한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문법 개
념의 경우에도 사례 수가 거의 무한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상 사례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속성이 존재하기 어렵다. 범주 간의 경계 또한 모호하고 
상당히 중복된다. 범주마다 범주를 더 잘 표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고전적 견해로 문법 개념의 속성과 사례를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의적 속성의 부재, 범주 경계의 모호성, 사례 간 비등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형(prototype)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례들은 그 개념을 표하는 
정도, 즉 전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개념을 가장 잘 표하는 가상적인 사례가 
그 개념의 원형이 된다(허경철 외, 2001:23). 전형성이란 개념 현상의 중추적인 
특성으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례들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원형을 추상하여 그 개념의 표 표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전형성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는 문법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컨 , ‘명사’의 경우, 명사 
범주의 모든 사례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라는 속성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다수
의 명사 사례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성이 없다고 
해서 명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전형적인 명사가 아니게 되는 것뿐이
다.29) 이는 ‘동사’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원형적 명사는 사람과 사물인 경향이 
있으며, 원형적 동사는 행동이 되는 경향이 있다(최형기, 2011:295). 이를 토 로 하
면, 문법 개념이 전형적인 속성을 가진 원형임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속성과 사례를 기반으로 범주화된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접한 관계를 가진 체
계가 된다. 개념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포함 관계를 내재한 
위계 구조를 이룬다. 상위개념ㆍ동위개념ㆍ하위개념으로 구체화되는 이 위계 구조
는 ‘이다(IS-A) 관계’로 표현되며, 비 칭성과 이행성을 특징으로 한다(신현정, 
2002:116). 비 칭성(asymmetry)은 모든 A는 B이지만 모든 B가 A는 아니라는 

29) 명사는 행위(빗/빗-, 신/신-), 사건(전쟁, 지진), 감정(화, 증오), 상태 변화로서의 과정
(죽음, 해빙, 근 화), 태도(점잔, 얌전, 호의적), 상태(믿음, 정적, 피로), 속성(아름다움, 
중요성), 크기(높이, 무게, 도) 등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홍재성, 2001). 이들을 모
두 사물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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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모든 개는 포유류지만 모든 포유류가 개는 아니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행성(transitivity)은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고, 모든 C가 D이면, 모든 A
는 D이라는 것이다. 모든 진돗개는 개이고, 모든 개는 포유류이며, 모든 포유류는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진돗개는 포유류이며 동물이기도 하다. 신현정(2002:127)에 
따르면 이러한 위계 구조에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정보성’과 ‘차별성’에서 각각 
변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상위개념은 정보성은 낮지만 차별성이 높다. 

예컨 , 품사의 경우 ‘체언’은 품사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명사ㆍ 명사ㆍ수사를 
하위개념으로 한다. 모든 명사는 체언이지만 체언이 곧 명사는 아니다. 또한 모든 
명사가 체언이고 체언이 품사이기에 모든 명사는 품사가 된다. 문장 성분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은 문장 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하고 주어ㆍ목적어ㆍ보어ㆍ서
술어를 하위개념으로 한다. 여기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 자체가 줄 수 있는 정
보는 범박하게 ‘단어의 갈래’,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지만, 품사와 문장 성분은 
쉽게 변별이 된다. 이에 반해 하위개념은 정보성은 높지만 차별성이 낮다. 동사와 
서술어, 관형사와 관형어는 각각이 갖는 특성이 많아 정보성이 높지만 학습자에게 
쉽게 변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법 개념을 적절하게 변별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 체계 내 관계에 하여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어떠한 개념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는 그 개념의 적절한 속성과 사
례, 그 개념의 상위개념ㆍ동위개념ㆍ하위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더해 그 개
념을 상징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포함된다. 문법 개념을 표층화한 문법 
용어는 그 자체가 내용어인 동시에 또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어의 역할을 하기에 
문법 교과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품사와 문장 성분 용어는 영어ㆍ한문과 같은 인접한 언
어 교과와 관련이 깊다. 영어과 공통 교육과정은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을 강조하
며 문법 지식에 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살펴보면, 영어 교
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이경현, 2007:133).30) 
30)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어, 서술어, 명

사’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이경현, 2007:134).
I am

a student
You are

He
i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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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와 문장 성분이 가지는 도구어로서의 가치와 관련하여 한문과 공통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 풀
이하기’,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정도로 다루어졌던 것이 2011 개정 교육
과정에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타 교과에서 통용되는 문법 용어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본바, 문법 
개념 학습의 두 가지 요소는 ‘개념 그 자체를 제 로 배우는 일’과 ‘표현 방법, 즉 
개념의 이름, 어휘, 단어를 배우는 일’이 된다(허경철 외, 2001:277). 이때, 문법 
학습자가 접하는 학교문법의 용어는 주로 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학년군 <한문 지식> 영역 성취기준

중학교 

1-3 

학년군

(2)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품사에는 ‘실사(實辭)’와 ‘허사(虛辭)’가 있다. ‘실사’는 단

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

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중략…) ‘허사’는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허사는 주된 기

능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다. (…중략…) 단, 품사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의 풀이

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법 자체를 지나

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밑줄 표시 연구자)

(1)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

한다.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

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주술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술목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

진 구조이다. 주술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

다. 주술목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

이다.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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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 역할의 한자(혹은 한자어)들이 개념 성분으로서 결합하여 복합 개념을 형성
하는 것이다. 복합 개념은 인식 주체에게 특정한 유형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
서 학습자가 각각의 개념 성분을 어떻게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해석해 내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3.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특성

(1) 정오(正誤) 구분의 난해성

개인개념은 선개념과 오개념으로 나뉜다. 선개념(先槪念, preconception)은 ‘학
습 전에 학생들이 학습 내용과 관련된 개념들을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 선입관 형
태로 능동적으로 구성해 놓은 개념(윤성규 외, 2007:16)’이다. 선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권재술 외, 1998; 윤성규 외, 2007에서 재인용).

첫째, 학생들의 선입 개념은 상당한 경우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과학 개
념과는 매우 다르다. 

둘째, 학생들의 선입 개념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고 그럴듯한 
생각이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선입 개념, 즉 오개념이라 하더라도 과학 
학습에 의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선개념이 교육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오수벨(Ausubel)과 가네(Gagné)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오수벨은 새로운 개념이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련되어 
잠재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면 그 정보는 유의미하게 되어 이른바 유의미 학습
(meaningful learning)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개념들이 분리되어 학습되는 
기계적 학습(rote learning)과 구별된다. 오수벨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
한 하나의 요인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가르쳐라
(Ausubel, 1968; Glynn & Yeany & Britton, 1991:75에서 재인용).’라고 하며, 선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네(Gagné)의 학습 위계론(learning hierarchy)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과 학습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선수 학
습 내용과의 연결이 중요함을 언급함으로써, 사전지식과 학습할 내용 사이의 접
한 관계를 강조한다(강명희 외, 20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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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誤槪念, misconception)은 전술한 선개념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먼
저 학생의 지식을 자연발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지식의 상
호작용에 따라서 학습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한 파인스와 웨스트(Pines & West, 
1986)의 논의를 참조한다.

【그림 Ⅱ-1】의 (가)는 학습자의 자연발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이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나)는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자연발생적 지식
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지식이 제시되는 경우이다. (다)는 반 로 자
연발생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응하는 형식적 지식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고 (라)는 학생의 자연발생적 지식이 형식적 지식과 일치하는 경우이다(최지선, 
2002:20-21). (가)에서처럼 학습자가 형식적인 학습 전에 학습과 관련하여 자발
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적 개념인 선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안적 개념을 오개념이라 한다. 오개념은 지속적으로 과학적 개념과 학습자의 

안적 개념을 견주는 가운데 변별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안적 경험이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 (라)와 같은 상태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오개념의 관점은 문법 교육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숙고할 필
요가 있다. 이를테면 초등 문법 학습자가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형을 국어 

【그림 Ⅱ-1】파인스와 웨스트(Pines & West, 1986)가 제시한 학습상황의 
종류(최지선, 2002: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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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접하고는 문장 안에서 ‘이/가’와 결합한 형태만이 주어이고, ‘을/를’과 결
합한 형태만을 목적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정개념인가, 오개념인가. 이는 형태
적 속성이라는 특정 속성에 기 어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조망을 내
재한 불완전한 개념 양상이므로 정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되어 
폐기되어야 할 오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초등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문
법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러
한 양상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수준에 머물지 않고 효과적
인 문법 교육을 통해 추후 문법 개념의 다양 다기한 속성에 하여 학습하게 되면
서 다차원적으로 문법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31)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한국어 교육의 중간언어 연구(이해영, 2004; 김재욱, 
2005; 권성미, 2010; 김호정ㆍ강남욱, 2010; 지현숙ㆍ오승영, 2012)와 과학 교육
의 중간언어 연구(양찬호 외, 2011; 강도영 외, 2012)의 관점을 주목할 만하다. 본
래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는 근절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
식되었다. 그러나 코더(Corder, 1967)에서부터 오류 그 자체가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학습자의 오류가 ‘학습자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교사에게 알려준다는 점’, ‘어떻게 언어가 습득 또
는 학습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한 증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점’, ‘오류의 발생은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언어에 한 학습자 나름의 가
설을 시험해 보는 방법이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모든 오류는 수
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하고 학습자 오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재욱, 
2005:92). 이에 셀링커(Selinker, 1972)는 중간언어(Interlanguage)라는 개념을 제안
하였다. 중간언어는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과도기적인 언어 사용 
체계’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는 ‘제1언어(L1), 제2언어(L2), 기타 언어(Ln)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임시 체계
(지현숙ㆍ오승영, 2012:295-297)’라고 할 수 있다.

31) 김호정 외(2009)는 ‘국어과 오개념은 학습 과정에 따른 개념의 자연 수정 과정이 예견되는 
것을 제외한, 처음부터 잘못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김호정 외, 2009:215).’라고 하여 국어과 
오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추후 학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수정이 예견되는 것은 ‘다소 불완전하
게 형성된 오개념’이라 하여 오개념 연구에서 제외하고 처음부터 잘못 형성된 것, 즉 ‘확정적
인 오개념’만을 오개념 연구의 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추후 수정이 예견될지라도 
학습자의 현재 앎의 양상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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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케(Lemke, 1990)는 이러한 중간언어의 관점을 과학 학습에 적용하여, 새로운 
과학 언어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보이는, 과학 언어와 일상 언어가 혼성된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중간언어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 로 양찬호 외(2011), 강도영 외
(2012) 등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불완전한 언어를 교사와 학생들 
간에 의미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산출물이자 다른 문화의 기호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학습의 증거물로 보았다. 이 논의들에 따
르면 중간언어는 ‘학생이 자신의 과학적 개념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 과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자적인 학습자의 언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오
개념과는 구분된다(양찬호 외, 2011:746).’라는 특성을 가진다.32) 이러한 견지에
서 학습자의 과학에 한 중간언어는 학습자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 양상을 과정적
으로 드러내는 유의미한 것이 된다. 예컨 , 학습자가 ‘해양판’을 ‘바다에 있는 판’
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오개념의 관점에서 ‘교정적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학습자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는, 학습자의 독자적 언어’라는 ‘발달
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최근 이렇게 학습자에게서 보이는 불완전한 앎의 양상을 목표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표지이자, 목표어를 습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김재욱, 
2005:90)으로 보는 관점은 본고와 상통한다. 본고 역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두
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현재 개념이 어떠하며 그것이 
발달해 나가는 데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천착하는 것이 교육적으
로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33) 

32) 양찬호 외(2011)에서는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의미와 형태에 따라, ‘과학적 의미를 나타
내기 위해 과학 언어와 일상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 ‘과학적 의미를 나타
내기 위해 일상 언어만을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 ‘언어를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3)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일찍이 모스코비치(Moschkovich)가 수학 교육에서 오개념과 구분
되는 ‘과도기적 개념(transitional conception)’을 논한 바 있다. 모스코비치(Moschkovich, 
1999)에 따르면 ‘과도기적 개념’은 제한된 문맥에서 생산적이면서 이치에 맞고 정제될 잠
재력이 있는 개념이다. 어떠한 개념을 오개념이라는 용어로 규정한다면 이는 그것이 발전
성이 없는 막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만, 과도기적 개념으로 간주한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유용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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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연  불완 성

‘우리는 앎이란 확실성의 섬들을 가로지르며, 불확실성이라는 망망 해를 항해하
는 것이다(Morin, 1999; 고영림, 2006:150).’라는 지적처럼 앎의 불확실성과 불완
전성이 필연적이라면, 인식 주체의 인식 상에 한 재구성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국면에서 이를 진지하고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는 학습자의 앎과 교육의 가치 및 위상이 격상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쉐바야르(Chevallard)는 교육을 통하여 다루어지는 지식을 학문적 지식(학자 중
심), 가르칠 지식(교사 중심), 학습된 지식(학생 중심)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학
문적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지식을, 가르칠 지식은 교육 내용
으로 선정되어 재조직된 지식을, 학습된 지식(또는 가르친 지식)은 교육이 이루어
진 후에 구성되는 지식을 의미한다(이경화, 1996:204).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의 
불완전성을 학문적 지식의 불완전성, 가르칠 지식의 불완전성, 학습된 지식의 불완
전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지식의 불완전성이다. 인식 상이 외부에 실재한다는 객관주의 인식
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은 절 적인 위상을 지니며, 교육의 국면에서 학습자가 접하
는 지식은 고정불변의 특성을 지닌 무조건적 수용의 상이 된다. 그러나 ‘지식은 언
제나 하나의 입장으로 존재한다(Mahnheim, 1936; 최규홍, 2009:59에서 재인용).’라
는 지적이 있듯, 시 가 변화함에 따라 이성과 진리의 불확실성이 인식되었고, 지식
의 객관성에 한 권위는 허물어졌다. 모랭(Morin, 1999:26-27)은 단어나 개념, 이
론 형태의 지식은 언어와 사고를 수단으로 한 번역 및 재구성의 결과물인데, 이때 해
석의 과정이 포함되므로 이 과정에서 인식 주체의 세계관이나 인식 원칙에 오류가 
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34) 특히 언어는 본질적으로 모호하며,35) 문법 개념
은 전형적인 속성을 지닌 원형을 토 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문법 지식의 불
완전성은 필연적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앎의 양상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둘째, 가르칠 지식의 불완전성이다. 지식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

34) 이는 이론이 갖는 일종의 ‘어두운 면(dark side)(Glynn & Yeany & Britton, 1991; 권성
기 외, 2000:18)’이다. 즉 이론은 늘 결점을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오개념을 발생시
킬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35) 문법 지식의 모호성에 해서는 김현선(2009)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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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파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에서의 문법 지식은 필연적으로 불완
전성을 내재한다. 오우크쇼트(Oakeshott)의 용어를 빌리자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 제시된 교육 내용은 ‘구체적 총체로서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경험의 ‘양상’에 
불과하다. 강(Kang, 1990:171-172)에서는 ‘유사 지식(pseudo-knowledge)’ 개념
을 통해 교과서의 지식은 다양한 교수 의도 및 교육 전략이 혼합된 변환의 결과
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의 지식이라고 지적하였다. 학교문법의 경우, 학문적 특
성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논의가 합의를 통해 하나
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경험한 학습자
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6)

셋째, 학습된 지식의 불완전성이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의 수준에 따라 조
망과 이해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학습자는 제시된 개념의 전형적 
속성을 필요충분 속성으로 받아들여 한 가지 속성을 전체 사례에 일반화하거나,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조망하거나, 형태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개
념과 범주를 일차원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학습자가 가지게 될 문법 개념은 필연적으로 불완전성을 띠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불완전성이 학습자의 문법 개념과 문법 교육의 가
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식의 진리성에 한 검증은 무엇보다도 지식을 
점유화하는 주체의 변모와 이를 통한 주체적 평가에 의한다(엄태동, 1998).’라는 기
술에 주목해 볼 때,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문법 지식의 진리성이 학습자에 의해 주
체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과정의 일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불완
전한 개념에서 (보다) 완전한 개념으로의 발달은 자연적 성숙을 통해 일어나는 것
이 아니며, 모종의 의도적이면서도 섬세한 교육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가 경험하는 지식의 맥락성과 총체성을 복구하기 위한 문법 교육의 역
할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6) 문법 교육의 역사는 한마디로 ‘학교문법 통일 시도’의 역사라 할 수 있다(왕문용,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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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 문법 교육에서의 품사  문장 성분 교육 실태

‘단어’와 ‘문장’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37)까지 반복적으로 초
등 문법 교육에 등장하였다. 단어 관련 내용에는 ‘품사, 의미, 올바른 단어 사용, 
단어 형성법’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품사’와 연결되는 내용은 주로 ‘사전에서 낱말 
찾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역  교육과정에서 8회 반복되었다. 문장 관련 내용 중 
‘문장 성분’은 역  교육과정에서 모두 다루어졌으며 3차, 5차, 6차 교육과정에는 
전 학년에 걸쳐 제시된 바 있다(강인순ㆍ서현석, 2009). 이렇듯, ‘품사’와 ‘문장 성
분’은 초등 문법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제시된 핵심 개념이다. 본 절에서
는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과 그를 구현한 교과
서를 토 로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어떠한 흐름으로 다
루어지고 있는지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품사 문장 성분

7차
(1)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 ⑶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안다.

4학년 2학기 <읽기> 5학년 2학기 <읽기>

2007 

개정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

을 안다.
⑶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3학년 2학기 <읽기>  4학년 1학기 <말하기ㆍ듣기ㆍ쓰기>

2011

개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

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5)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

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4학년 1학기 <국어>-나 5학년 1학기 <국어>-나

【표 Ⅱ-2】초등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품사와 문장 성분

37) 본고는 총론 및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으로, 공통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에는 2009 개정 교
육과정이 개정 고시된 2011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으로 
세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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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사

◎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 품사 관련 성취기준은 4학년에 제시되었으며 ‘용언의 기본형’, 

‘활용’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한다. 용언의 기본형에 한 이해를 토 로 하여 
국어사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반영한 4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는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
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는 학습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 안내가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적ㆍ명제적 차원의 원리를 토 로 읽기 텍스트에서 모양이 바뀌
는 낱말과 바뀌지 않는 낱말을 구별하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는 활동이 학습자
에게 요청된다. 품사 용어는 교과서상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도서상에서 ‘모양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4학년

(1)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

이 내용은 용언의 기본형을 아는 학생들이 국어사전에서 용언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용언의 개념 알기, 기본형의 

개념 알기, 활용의 개념 알기, 우리말 활용의 여러 종류 알기 등에 대한 학

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사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기본 활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과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구별하고 모

양이 바뀌는 낱말의 기본형을 써 보게 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용언의 기본형

을 알게 하는 것인 데 비하여, 심화 활동은 모양이 바뀌는 낱말의 뜻을 사전

에서 찾아봄으로써 사전에서 용언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활동

이다.                                               (*밑줄 표시 연구자)

4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3. 슬기로운 눈으로 2) 깨닫는 즐거움 (74쪽)

낱말 가운데에는 ‘국어’나 ‘읽기’와 같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의 ‘-고’, ‘으려’, ‘-았다’와 같이 모양이 바뀌는 낱말도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는 낱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낱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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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뀌지 않는 낱말(명사ㆍ 명사ㆍ수사ㆍ부사ㆍ감탄사)’, ‘모양이 바뀌는 낱말
(동사ㆍ형용사)’ 정도로 기술되었다. 

 ◎ 2007 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 4학년에 제시되었던 품사 관련 성취기준이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3학년에 제시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용언의 기본형 알기가 부각되
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용언의 기본형에 해 아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모양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낱말’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형태가 변하거나 변하
지 않는 낱말’로 기술하였으며, ‘품사’라는 용어와 ‘명사ㆍ 명사ㆍ수사 등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과,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형태가 변하는 낱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이 성취기준은 3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서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
전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는 학습 목표와 함께 두 차시에 걸쳐 구성되었
다. 해당 차시 전에 국어사전에 해 먼저 알아본 뒤 국어사전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 아래 낱말의 종류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형태가 변하는 낱말’에 주
의하며 텍스트를 읽는 활동을 하고 나면, 가상의 인물이 ‘꺾으면’이라는 낱말의 뜻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3학년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이 성취기준은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학습하여 국어사전의 효용

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어사전을 즐겨 이용하는 태도를 기르

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제대로 찾으려면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용언의 기본형을 알아야 하는 등 관련 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며, 국어사전이 갖고 있

는 효용성과 가치를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과 동사나 형용사처럼 

그 형태가 변하는 낱말로 나누어 국어사전 찾는 방법을 지도한다. (…후략…)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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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가는 과정이 명시적인 원리로 제시된다. 이는 7차 교과서에서 서두에 학습 
내용 안내로서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학습자는 ‘꺾다’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만든 뒤 그것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텍스트에 쓰인 맥락에 어울리는 뜻을 고르게 된다.38)
이때, 교과서가 텍스트의 가치를 온전히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

표로 상정한 교육 내용을 해당 읽기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표상하는가 혹은 우연적
으로 표상하는가는 표상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해당 텍스트의 텍스트다움과 긴 히 
관련되는지, 논리적ㆍ필연적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남가영, 2011:163). 
7차 교육과정보다는 한결 그 관계가 긴 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변하
는 낱말을 찾는 활동에서 굳이 해당 텍스트를 활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연적이고 헐거운 표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학습 자료와 교육 방
법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특정한 개인들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하도록 만
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엄태동, 
2001)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활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11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품사 관련 성취기준은 3-4학년군에 배정되었는데, 기

존 교육과정과는 달리 낱말들을 분류하는 능력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형태나 의미
의 특성을 생각하며 주요 품사(명사ㆍ 명사ㆍ수사ㆍ동사ㆍ형용사ㆍ조사)를 변별
할 것을 성취기준상에서 제시한 점도 새로운 점이다.

38) ‘기본형’이라는 용어가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서에서도 제시된다. 

3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2. 이렇게 하면 돼요. (32쪽)

서희는 ‘들꽃을 지키는 방법’을 읽다가 ‘꺾으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꺾으면, 꺾기, 꺾지, 꺾고, 꺾을’과 

같이 모양이 바뀌는 낱말은 ‘국립’처럼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과 찾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어머니와 함께 국어사전에서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어떻

게 찾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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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취기준은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었다.39) 품사 관련 성취기
준은 초등학교 중학년을 오가며(4학년→3학년→4학년)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총 
세 차시에 걸쳐 ‘낱말의 종류에 하여 안다.’, ‘모양이 바뀌는 낱말에 하여 안
다.’라는 학습 목표 아래,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활동40)’과 분리하여 ‘낱말을 분
류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만 여전히 분류 기준이나 품
사 용어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성취기준에 제시된 주요 품사 중 명사ㆍ동사ㆍ
형용사만을 다루며,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
임’,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라는 우회적인 기술을 하였다. 1, 2
차시의 활동과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39) 이 교과서 체제의 특이점은 보조 교과서의 존재이다. <국어 활동>이라는 교과서는 자
기 주도적 학습의 성격을 띤다. 

40) 이 활동은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는 방법에 하여 안다.’라는 학습 목표로 4차시
에 제시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1) 여러 가지 낱말을 쓰임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2)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3)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4)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도서에 

제시된 

지도 방법

① 이름을 나타내는 말(명사): ‘무엇이 무엇이다.’의 틀에서 ‘무엇’을 채울 수 

있는 말

②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동사): ‘무엇이 어찌한다.’의 틀에서 ‘어찌한다’를 

채울 수 있는 말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3-4

학년군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

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

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

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후략…)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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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중 ‘해당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는 활동’
은 문장에서의 문법적 기능으로 품사가 분류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지도서에
서 명사를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낱말로 설명하라는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성취기준상에서도 품사가 문장에서의 역할과 기능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3차시에서는 규칙적
으로 변하는 낱말을 중심으로 용언의 활용에 해 간단한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
다.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다른 점은 특정한 읽기 텍스트 없이 활동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낱
말의 모양이 바뀌는데 이를 표하는 낱말을 기본형이라고 해요.’, ‘만약 낱말의 모
양이 바뀌는 것을 모두 국어사전에 올려 뜻풀이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
요.’라는 안내는 여전히 제시된다.41) 

2.2.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보통 바른 어법의 국어 사용과 관련지어 다루어졌는데, 역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성분’이 55회, ‘좋은 문장’이 39회 강조된 것은 이 둘의 상
관관계를 잘 보여 준다(강인순ㆍ서현석, 2009:23). 그러나 문장 성분이 학습자의 
실제 국어 사용과 얼마나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초등 문법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문법 개념과 문법적 사고를 익히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41) 이러한 구성은 속성적 구성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경화(2014:79)에 따르면, 개념
적 지식의 이해 학습은 개념을 속성으로 보는지, 원형으로 보는지에 따라 속성적 구성과 
원형적 구성으로 나뉜다. ‘속성적 구성’ 방식은 먼저 학습할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거나 발
견하도록 한 다음 그 속성에 맞는 예와 아닌 예를 이해하도록 한다. ‘원형적 구성’ 방식은 
개념에 속하는 사례(정례, 반례)를 학습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학습을 한다. 위의 교과서 
구성과 같은 속성적 구성은 개념에 한 고전적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을 통해 특정 개념의 속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③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형용사): ‘무엇이 어떠하다.’의 틀에서 ‘어떠

하다’를 채울 수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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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 문장 성분 관련 성취기준은 5학년에 제시되었다. 문장의 구성

을 강조하는 이 성취기준은 5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부
분을 알아봅시다.’,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에 주의하여 글을 읽어 봅시다.’라는 학
습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교과서에서는 ‘문장 성분’이라는 상위개념과 보어를 제외한 주성분인 ‘주어ㆍ목
적어ㆍ서술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먼저 학습 목표가 제시된 뒤, 학습 내용 안내
가 이어진다. 이러한 학습 내용의 명시적 안내는 7차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1차시에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

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읽는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제시된 네 개의 문형42)에 적절한 문장을 구성한 뒤, 2-3
차시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에 주의하여 텍스트를 읽는 과제를 수행한다. 문장 
성분 학습은 맥락 없이 몇 개의 문장에서 성분을 식별해 내는 단순한 과업으로 구
42) 그 문형은 각각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이다.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5학년

⑶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안다.

이 내용은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아는 학생들이 문장 구성 능력이 향

상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문장 성분의 개념 알기, 우

리말의 문장 성분의 종류에 따른 문장 성분의 기능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말의 문장 성분의 특징을 알고 문장 구성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밑줄 표시 연구자)

5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2. 발견하는 기쁨 2) 아는 것이 힘 (42쪽)

문장은 여러 부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나는’처럼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어라고 하고, ‘먹는다’처럼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처럼 ‘무엇을’이나 ‘누구를’에 해당하는 부분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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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 표시하고 기록
하도록 한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내용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장 성분 이해라는 문법 영역 관련 목표가 읽기 텍
스트와 느슨하게 결합된 것이다. 

적어도 문장 성분을 학습하는 것이 차시 학습 목표라면, 읽기 텍스트의 제재 내
용보다 문장 성분 학습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초등 국어교육에서 제재 내용을 이
해하는 활동, 이른바 내용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실, 
제재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일 뿐이다. 양세희(2012:148)의 지적 로, 읽
기 교육 입장에서 문법 지식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읽기를 더 잘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문법 지식 교육 입장에서 읽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문법 지식에 해 
더 잘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없이 문장 성분의 형태적 표지를 제
시하고 형식이 간단한 특정 문장에서만 문장 성분을 찾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문장 성분에 접근하게 만들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되었던 <2010년 국가수준 학업 성
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볼 만하다. 이 평가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하
고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을 바탕에 둔 두 개의 문항이 있었다. 
이들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주어진 문장 성분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
할을 하는지 파악하고, <자료>에서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성분을 찾을 수 있
어야 했다. 이 중 수식어가 하나 있는 목적어를 찾아내는 문항은 92%의 높은 정
답률을 보인데 반해 수식어가 세 개인 주어를 찾아내어야 하는 다음 문항은 평가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인 41%의 정답률을 보였다.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모두 뚜렷한 차이 없이 높은 오답률을 보였으며 변별
도는 0.25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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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36.5%가 ‘② 하늘에서’를 골랐는데, 이는 <자료> 문장에서의 ‘세계
가’와 위치가 같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③ 수많은’을 선택한 15.2%의 학습자들은 
‘은’이 개 주격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부분의 학습자가 피상적으로 주어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4학년에 배치된 관련 성취기준은 7차에서의 

‘문장 구성 능력 향상’에서 나아가, ‘국어 표현 능력의 향상, 국어 의식 강화,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 이해’와 같은 거시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43)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문장 성분 교육이 ‘문장을 문장 
성분들로 나누고 문장 성분들이 문장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
록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도남 외, 2011:89).’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4학년

⑶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이 성취기준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여 올바른 문장을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는 것이 갖

는 중요성을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언어자료를 접할 때에 그 언어자료

에 나타난 문장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종류의 문장을 언어 자료로 하

여 문장 성분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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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취기준은 종전에 5학년 <읽기> 교과서에서 구현된 것과는 달리 4학
년 1학기 <말하기ㆍ듣기ㆍ쓰기> 교과서에 ‘문장 성분을 알아봅시다.’, ‘문장 성분
에 주의하며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여 봅시다.’라는 학습 목표로 구현되었
다.44) 1차시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라는 설
명 텍스트를 읽고 각 문장의 형식에 알맞은 문장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동일한 구성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상 
학년과 성취기준이 달라졌으나 교과서에는 문형에서의 형태적 표지 위주 학습이 
계속되는 것이다.45) 2차시는 문장 성분에 주의하여 제안하는 글을 읽고 각 문장 
내에서 주어ㆍ서술어ㆍ목적어가 어색한 문장46)을 고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후
에 학습자는 앞 차시 학습을 토 로 제안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때 문장이 이상
할 경우 문장 성분에 주의하며 썼는지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문장 성분 학습이 
쓰기와 연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제안하기 장르와 문장 성분 학습이 어떠한 긴

한 관련이 있는지에 해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교과서 및 지도서에 따르면, 제
안하는 글에 문제 상황과 제안 및 까닭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글쓰기를 
실제로 수행할 때’ 사용되는 지식이고, 문장 성분 지식은 ‘글을 고쳐 쓸 때’ 활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44) 교육 내용 요소의 성취기준 상이 교육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은 특정 요소가 특
정 학년에 제시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45) 남가영(2011:127)에서도 아동의 경험이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 개념이 도입될 때 문법 수업이나 교과서 차원에서 학습자의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상호 교섭되어야 하는데, 앞서 진술된 방식의 교과서 구성은 학습자의 자발적 개
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구성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6)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은 ‘가슴을 뭉클하였습니다.’, ‘관심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연이 
보여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이 흘리셨습니다.’ 등이다. 

성분과 문장의 관련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깨닫게 지도하여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려는 태도를 지

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구어에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시키는 경

우가 빈번하며 문어에서도 문맥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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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정 교육과정 
문장 구성 능력 발달을 위한 탐구와 분석 및 구성 활동을 강조하는 이 성취기준

은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문장의 구조’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1차시는 ‘문장 성분에 하여 안다.’라는 학습 목표 아래, 몇 개의 문장을 예시
로 들어 문장 성분의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자의 문법적 
경험과 유리된 설명 텍스트를 통해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
다’라는 표지만을 제시한 기존 교과서 구성에 비하여 진일보하였다고 판단된다. 2, 
3차시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하여 안다.’라는 학습 목표가 연이어 제
시되는데,47) 이는 문장 성분 개념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구적으로 쓰임을 명
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초등학교 문법 영역에서는 문법 지식과 용어의 제시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기능 영역과의 결합이 느슨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어 화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문법 지식의 탐구와 내면화 신 지식의 단
순 식별과 적용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48) 이러한 교육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7) 해당 교육 내용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6학년에 제시되었다. 
48) 이에 반해 중학교급의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법 개념을 상

세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제시하고 있었으며 탐구 영역의 비중이 초등학교급에 비하여 상
당히 컸다.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초5-6

학년군

(5)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

른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문장 구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다

는 점을 알게 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게 하되, 주변의 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과 직접 문장을 구성해 보는 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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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양상

1. 분석의 틀

1.1. 학습자 배경

남가영(2012:121-122)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처음 형식 교육을 면하게 되는 
아동의 문법 문식성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중심으로 탐색될 수 있다.

▪ 기본적 질문
- 문법 개념(과학적 개념) 중, 아동의 자발적 개념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

는 개념은 무엇인가? 또한 관련한 자발적 개념이 빈약한 개념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해 문법 개념(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Ⅲ장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에 하여 학습자가 어떠한 ‘자발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문법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해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둘러싼 여러 배경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품사  문장 성분 개념에 한 학습 경험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사 상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는 학습 목표 아
래, 국어사전의 바른 활용을 목적으로 모양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낱말의 종류
를 학습하였다. 4학년 과정에서는 ‘문장 성분을 알아봅시다.’, ‘문장 성분에 주의하
며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여 봅시다.’라는 학습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설명 
텍스트를 읽고 각 문형에 알맞은 문장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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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초 조사로서 학습자 152명의 영어 및 국어 사교육 현황(1개월 이상)
을 살펴보았다. 설문 상자 부분이 영어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으며, 그 
수는 국어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습자의 세 배 이상이었다. 

문법 개념이 모어 화자의 상위언어 능력의 발달과 관련되며, 언어 학습의 도구
어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문법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영어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N-23]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영어 학원을 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영어 쪽
으로 생각하고 국어는 별로 직접적으로 배우질 않아요. 학교에서 하
는 거 빼고. 그래가지고 다 영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영어 사교육을 경험한 응답자 128명(84.0%)

국어 사교육을 경험한 응답자 43명(28.2%)

1.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를 읽어 봅시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문장은 ㈎~㈒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형

식과 그에 해당하는 문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이 무엇이다: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 무엇이 어떠하다: 날씨가 따뜻하다.

㈐ 무엇이 어찌한다: 말이 달린다. 

‘동생은’, ‘날씨가’, ‘말이’처럼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주어’라고 하고, ‘초등학생이

다’, ‘따뜻하다’, ‘달린다’처럼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성분을 ‘서술

어’라고 합니다. 

㈑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민수가 밥을 먹는다.

㈒ 무엇이 누구를 어찌한다: 재호는 현아를 좋아한다. 

  한편, ‘밥을’, ‘현아를’처럼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중요한 문장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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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6] (…) 네, 그건 영어 학원에서 부분 많이 쓰니까요. 
[N-36] 영어 배울 때 책에 있는데, 글을 읽을 때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다 

얘길 해주세요. 거의.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조사 상 학습자 상당수가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
다’라는 응답 양상을 보였다. 국어의 문법 개념에 한 사고 자체를 영어 학습을 
토 로 하는 학습자들도 적지 않았다.

[N-43] (연구자: ‘희한하게 형제 중에서 나만 키가 크다.’라는 문장에서 ‘나만’
에는 네가 말한 ‘은/는’, ‘이/가’가 안 붙잖아. 그래도 주어인 것 같아?) 
이걸 영어로 나타내면 ‘만’이 그냥 ‘only’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걸 영어로 고치면 ‘only I’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그럼 혹시 ‘고래도 포유류다.’ 이 문장도 영어로 
바꿔서 생각한 거야?) 그렇죠, 맨 뒤에 ‘too’가 붙으면 되니까…

 [N-23] (연구자: ‘어젯밤 하늘에서 수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
았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무엇인 것 같아?) 이거, 영어로는 배운 
거 같은데… ‘떨어지는 것’하고 ‘보았다’가 서술어 같아요. 왜냐하면 ‘떨
어지는 것’은 영어 배울 때 ‘나는 보았다’, ‘I saw’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에 ‘that’ 쓰고 여기 있는 것을 썼었어요. ‘that’ 한 다음에 주인공 나온 
다음에 ‘falling’…

부분의 초등 학습자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하여 영어를 학습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는 3-4학년군에 주당 2시간, 5-6학년군에 주당 3시간씩 영어 교
과 시수가 배당되어 있다. 공교육 영어 수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챈트, 노래, 역할극, 
게임)을 통해 주제 중심의 일상 회화를 주로 다룬다. 이에 반해 사교육 영어 수업은 
문법 이해와 단어 암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영어와 사교육 영어의 강조
점이 다른 것이다.49) 초등 단계에서 국어 문법 개념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가【그림 Ⅲ-1】과 같이 사교육 영어에서 접한 문
법 개념을 통하여 모국어의 문법 개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박은수(2012:82)에서도 지적하였듯, 공교육 영어와 사교육 영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초등 영어 교육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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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사  문장 성분 개념에 한 자기 인식 정도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정오 판별이 어렵고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특성을 가
지기에, 본고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을 분석할 때 특정 문법 개념이 바른지 
그른지를 구분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문법 개념에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어떠한지
와 그러한 경향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해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기초 조사
로서 초등 학습자들의 문법 개념에 한 자기 인식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 152명의 문법 개념 인식에 한 긍정 응답( 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과 중간 응답(보통이다), 부정 응답( 체로 잘 알고 있지 않다, 전혀 알
고 있지 않다)은 【그림 Ⅲ-2】와 같다.

학습자들이 기본 문형과 함께 명시적으로 문장 성분 개념을 학습하였고, ‘모양이 
바뀌는 낱말’과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 정도로 우회하여 품사 개념을 학습하였
다는 것을 토 로 하면,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 개념보다 명사ㆍ동
사ㆍ형용사 등의 품사 개념에 한 인식 정도가 더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질  문 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어 문법’ 개념도를 그려 봅시다. 

N-28

【그림 Ⅲ-1】초등 학습자의 국어 문법 개념도에서 나타나는 영어 학습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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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의 내용과 방법

본고는 초등 문법 교육에서 기초ㆍ기본 개념으로서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
어진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조사하였다. 명사ㆍ동사ㆍ형
용사,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라는 문법 개념에 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Ⅱ장의 논의를 토 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
때, 학습자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개념 양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품사에 한 설문 문항에서는 먼저 단어의 특징이라 생각하는 것을 적고, 제시 
문장 내에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단어는 학문적으로 엄 하
게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단어의 특징’으로 우회하여 기술하였다. 단어
를 분석할 문장에는 체언과 용언, 관계언, 수식언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
다.50) 이어서 각 품사별로 ‘개념의 속성’, ‘개념의 사례’, ‘개념의 체계’ 범주로 나
누어,51) 개념의 속성 범주에서는 학습자가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개념
50) 품사는 ‘단어’라는 단위를 상으로 문법적 특징을 고려한 개념적 분류 체계이다. 분류 상

으로서의 ‘단어’와 분류 체계로서의 ‘품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최웅환, 2010:37). 
51) 개념의 용어 범주는 설문 문항 자체가 문법 용어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따

로 설정하지 않고 응답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통

부정

긍정

【그림 Ⅲ-2】학습자의 품사 및 문장 성분 개념에 한 자기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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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각각을 특정한 사물에 비유52)해 
보도록 하였다. 개념의 사례 범주에서는 해당 개념의 예를 들어 보도록 요청하였
다. 개념의 체계 범주에서는 단어들 사이에서 특정 품사를 선택하여 보고,53) 마지
막으로 국어 문법에 한 개념도를 그리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 항목과 내
용을 ‘명사’를 예로 들어 보이면 【표 Ⅲ-1】과 같다. 

문장 성분에 한 설문 문항에서는 먼저 문장의 개념에 하여 우회적으로 질문
하였다. 이어서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라는 요청을 통해 문장의 구성 요소
에 한 앎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54) 이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
는 기본 문형인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 ‘무엇은 무엇이 어떠하다’를 포함하여 설문 문항의 제시 문장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에 하여 ‘개념의 속성’, ‘개념의 사
례’, ‘개념의 체계’ 범주로 나누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개념의 속성 범주에

52)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은유 없이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경험은 없으며,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Lakoff & 
Johnson, 1980; 노양진ㆍ나익주, 2006:24).’ 

53) 학습자의 품사 개념 분석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는 데에 김지영(2013)의 예시 단어를 일
부 참조하였다. 

54) 이는 일종의 문장 분석의 원리 중 하나인 범주화 전략이다. 범주화 전략은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이원 구조로 범주화하여 의미를 일차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에, 이해 능력이 미
숙한 독자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필자에게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전략(송현정, 
1998:195)이다. 

설문 항목 품사 - ‘명사’

◉ 개념의 속성 범주

- 명사 정의하기

- 명사의 특징 설명하기

- 명사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기

◉ 개념의 사례 범주 - 명사 사례 제시하기

◉ 개념의 체계 범주
- 단어들 사이에서 명사 찾기

- 국어 문법을 주제로 개념도 그리기

◉ 개념의 용어 범주 - 용어를 통해 물었기에, 따로 설정하지 않음

【표 Ⅲ-1】학습자의 품사 개념 분석을 위한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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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정 문장 성분을 정의하기’, ‘문장 성분의 특징 설명하기’, ‘문장 성분을 다
른 사물에 비유하기’를 요청하였다. 개념의 사례 범주에서는 특정 문장 성분이 들
어간 문장을 구성하고, 구성한 문장에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념의 체계 
범주에서는 제시된 여러 문장에서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를 찾도록 하고, 품사 문
항에서와 같은 주제로 개념도를 그리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 항목과 내용
을 ‘주어’를 예로 들어 보이면 【표 Ⅲ-2】와 같다. 

설문 후에 학습자의 사고를 타당성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전형적이거나 특기할 
만한 응답을 한 학습자 12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55) 

55) 본고에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분석의 방법으로 설문과 면담을 활용한 것은 삼각측정
(triangulation)과 관련이 있다. 삼각측정이란 기하학에서 삼각형을 그릴 때 미지의 한 지
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기지의 두 지점을 이용하는 원리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마찬
가지로 질적 연구에서의 삼각측정이란 연구를 통해 찾고자 하는 이론(미지의 지점)을 최
소한 둘 이상의 데이터 소스(기지의 두 지점)로부터 찾아가는 방법을 말한다(Glesne, 
2006; Mertens, 2005; 옥현진, 2010:251에서 재인용).

설문 항목 문장 성분 - ‘주어’

◉ 개념의 속성 범주

- 주어 정의하기

- 주어의 특징 설명하기

- 주어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기

◉ 개념의 사례 범주 - 주어 사례 제시하기

◉ 개념의 체계 범주
- 문장에서 주어 찾기

- 국어 문법을 주제로 개념도 그리기

◉ 개념의 용어 범주 - 용어를 통해 물었기에, 따로 설정하지 않음

【표 Ⅲ-2】학습자의 문장 성분 개념 분석을 위한 문항 구성

방 법 목  표 대상 및 일정

예비  

조사

설문 

조사

• 문법 지식 개념에 대한 

예비 중등 학습자 인식 조사

▷ 인천 N초 6학년 학생 152명

(2014년 2월 4일)

설문 

조사

• 초등학교 문법 교육 실

태에 대한 교사 설문 조사

▷ 인천 N초 6학년 담임교사 6명

(2014년 2월 4일)

【 표 Ⅲ-3】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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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면담 시간은 18-25분 사이로 다양하였으며, 면담 시 응답자 본인의 설
문지를 다시 제공하였다.

 

설문 

조사 

• 중학교 문법 교육 실태

에 대한 교사 설문 조사 

▷ 중학교 교직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교사 6명

(2014년 5월 15일)

본

조사

설문 

조사  

• 품사 및 문장 성분에 대

한 학습자의 개념 양상 조사

▷ 인천 N초 6학년 학생 69명

   [N-01~N-69]

(2014년 12월 22일)

▷ 서울 M초 6학년 학생 25명

   [M-01~M-25]

(2014년 12월 26일)

▷ 인천 S초 6학년 학생 58명

   [S-01~S-58]

(2014년 12월 29일)

면담 

조사

• 품사 및 문장 성분에 대

한 학습자의 개념 양상 조사

▷ 인천 N초 6학년 학생 12명

(2015년 1월 23일-2월 6일)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응답자 번호(영어 사교육 경험/국어 사교육 경험)

면  담 인천 N 초교 6학년 12명

N-11(박○○: 2년/없음)

N-23(김○○: 4년/없음)

N-25(이○○: 없음/없음)

N-29(최○○: 6년/1년)

N-33(이○○: 2년/없음)

N-36(전○○: 6년/3년)

N-42(노○○: 8년/8년)

N-43(이○○: 1년/없음)

N-44(임○○: 2년/없음)

N-46(손○○: 8년/1년)

N-48(송○○: 4년/없음)

N-68(진○○: 1년/없음)

【표 Ⅲ-4】면담 조사 상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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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개념 양상의 유형56)

학습자 배경을 고려하여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를 중심으로 초등 학습자의 문
법 개념을 살펴본 결과,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특정 속
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문법 용어의 축자
적 이해’의 세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
주화’ 유형은 하나의 특정한 속성에 기초하여 문법 개념을 일차원적으로 범주화하
는 것으로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양상으로 세분된다.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유형은 
문법 개념을 다른 개념과 자의적ㆍ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른 
개념과의 동일시’,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의 연결’ 양상으로 세분된다. ‘문법 용
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은 용어에 한 학습자의 피상적ㆍ단편적인 해석에서 기인
한 앎의 양상이다. 이는 각각 ‘한자의 의미로부터의 이해’, ‘일상적 의미로부터의 
이해’ 양상으로 세분할 수 있다.57) 

2.1. 특정 속성에 기 한 일차원  범주화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을 범주화라고 할 때, 범주화(categorization)란 특
정 상을 특정 범주의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신현정, 2011:20). 학습자들 역
시 나름의 언어 직관과 문법적 경험을 토 로 특정 개념을 특정 범주의 사례로 받
아들이는 일련의 범주화를 수행하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학습자들이 형태적 속성
ㆍ기능적 속성ㆍ의미적 속성에 기초하여 각각을 범주화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앎의 양상을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로 유형화하고 이를 ‘형
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의미적 속성에 기초
한 범주화’로 세분하였다. 여기에서의 형태ㆍ기능ㆍ의미는 품사 분류58) 또는 문장 

56)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은 국어 성적 변인으로는 일괄적으로 유형화되지 않았다. 국어 
성적이 높은 학습자들도 일차원적인 범주화, 직관적 추론, 축자적인 이해를 하였으며, 국어 
수업에서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학습자 나름의 언어 직관과 문법적 경험이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7) 이때 이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중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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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확인59)의 기준이 되는 형태ㆍ기능ㆍ의미와 일상어로서의 형태ㆍ기능ㆍ의미
의 속성을 모두 가진다. 

학습자의 문법 개념은 상위언어 능력의 발달 과정상에서 나타나며, 과학적ㆍ객
관적인 문법 개념(concept)에 하여 속성ㆍ사례ㆍ체계ㆍ용어를 중심으로 학습자
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conception)이다. 이는 정오 구분이 난
해하며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의 특정 
속성에 한 인식도 일정 부분 직관적이며 과도기적이게 되는 것이다.

(1) 형태  속성에 기 한 범주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form)’는 단어의 형태적 성질로, 어미에 의한 굴
절 양상을 의미한다. 국어는 굴절어가 아닌 교착어이기 때문에 형태는 중요한 기
준이 되기 어려우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동사ㆍ형용사
와 같은 가변어와 그렇지 않은 부류인 불변어로 나눌 수 있게 된다(고영근ㆍ구본
관, 2008:42-43).60) 문장 성분 확인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절 적인 기준은 아
니며, 어떠한 조사 또는 어미와 결합할 때 특정 문장 성분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것을 이른다. 

본고의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양상에서의 ‘형태’는 일상어로서의 형태와
도 유사하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형태(形態)란,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어
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의미한다. 
58) 품사의 분류 및 설정은 띄어쓰기와 같은 국어 어문 규범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며, 고

정 불변의 언어 내재적 현상이기보다는 특정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의적 체계이
다(최웅환, 2009:56-59).

59) 본고는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와 관련한 ‘형태적 속성’, ‘기능적 속성’, ‘의미적 속성’과 
문장 성분 확인의 기준인 ‘형태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을 관련지어 
기술하고자 한다. 문장 성분 확인의 기준은 절 적인 기준은 아니며 일련의 특징이 있을 
때 해당 성분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예컨 , 주어 검증 방법(일치소(-시), 격조사, 재귀

명사 ‘자기’, 관계관형화의 핵명사, 주제화 가능성 등)은 주어 지향성의 정도(최웅환, 
2007:58)를 보여줄 뿐이다. 

60) 그러나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단어의 꼴 변화 유무에 따른 것으로 특정 품사만을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웅환(2009:64)에 따르면, 서술격 조사는 특이 용례이기 때
문에 가변어로서의 품사적 지위를 유보해 둔다면, 용언은 활용한다는 진술만으로도 형태라
는 기준을 신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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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직관적으로 시각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에 집중하여 문법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본고의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는 학습자가 가시적인 형태에 
기초하여 일차원적으로 문법 개념을 범주화하는 양상의 유형을 이르는 것이다. 

①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단어 개념의 범주화
단어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상어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

위이다. 흔히 단어를 자립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데, 자립성이란 문장에서 혼자 쓰
일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자립성 정의만으로는 ‘합성어’ 등과 같이 해결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자리이동(transposition)’, ‘휴지(pause)’, ‘분리 가능성
(isolability)’ 등을 단어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고영근ㆍ구본관, 2008:32-33). 
본고의 학습자들 역시 단어가 가진다고 생각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단어를 파
악하였다. 

[N-32] 이어지는 게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말
[N-60] ‘-다, 요’ 같은 글자가 끝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 

 ‘사과를 먹겠습니다.’는 문장이고 ‘사과’는 단어이다.
[N-30] 마침표를 안 찍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초등 학습자가 단어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활용’과 
‘변형’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고, ‘딱딱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문장 내 단어를 분석하는 과제에서 명사 또는 
관형사, 부사를 단어라고 본 것에 반해, 용언의 활용형을 단어라고 생각한 학습자
는 소수에 불과했다.61) “‘-다. 요’와 같은 글자가 끝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라는 
응답을 보면, 이 학습자에게 문장 종결의 전형적인 표지는 ‘-다’와 ‘요’임을 알 수 
있다. 마침표 유무와 함께 이러한 종결 표지의 유무가 초등 학습자들에게는 단어
와 문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61) 이때 ‘조사’의 경우 활용과 변형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라고 범주화한 학습자
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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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 명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인구어의 명사는 격, 수, 성 등의 문법 범주의 

표지에 의한 형태론적인 특징을 가지는 부류의 단어이며, 관사의 사용에 의해 한
정성이 표지되는 특징도 가진다. 이에 반해, 국어의 명사는 성, 수에 따른 형태론적 
변화가 없으며 격조사가 반드시 후치된다는 속성을 가진다(홍재성, 1999:132-135). 
따라서 국어 명사를 형태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 ‘조사와의 결합 여부’가 매우 중요
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에 한 명시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들은 
조사와의 결합 여부보다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 형태에 주목하였다. 

[M-11] 정해져 있다.
[N-46] ‘-다’, ‘-는’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해져 있는 것이 명사’라는 반응은 명사의 불변어적인 특징을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서 이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사가 ‘-다’, ‘-는’으로 끝나지 않는다
는 반응은 용언의 기본형이나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것을 명사로 생각하는 것이
다. 이는 특정 속성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개념을 뚜렷하게 하는 일종의 인지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 동사
역  초등 문법 교육은 ‘용언의 기본형 알기’를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하여 왔다. 여러 낱말을 모양이 변하는 낱말과 변하지 않는 낱말로 
나누고, 모양이 변하는 낱말의 기본형을 사전에서 찾아보며 품사의 기초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언, 동사ㆍ형용사라는 문법 용어를 국어 수업에서 학습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명사만큼이나 동사에 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형태적 속성에 기초하여 동사 개념을 범주화할 때, 학습자들은 
체로 ‘-다’로 끝난다는 속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이들이 동사의 기본형이라는 특
정 조망으로만 동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N-38] ‘-다’로 끝난다.



- 54 -

[N-32] ‘을 한다’라는 표현

“‘-다’로 끝나는 것”으로 동사를 이해한 학습자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동사
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전형적인 응답 사례는 【그림 Ⅲ-3】과 같다.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응답자 부분은 ‘-다’의 형태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억
하다, 일어나다’ 등과 같은 동사뿐 아니라 ‘달다, 새콤하다, 아름답다, 새롭다’ 등과 
같은 형용사까지도 모두 동사로 범주화하였다. 

㉢ 형용사
학습자들은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범주화하였다. 

특히 “받침에 ‘ㄴ’이 들어간 형태”로 형용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에
게 ‘아름답다’는 동사이지만 ‘아름다운’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N-24] 받침에 ‘ㄴ’이 들어감
[S-09] 거의 ‘-하는’, -은으로 끝난다. 

‘아름답다’는 동사지만 ‘아름다운’은 형용사.
[N-23] 학원에서 배울 때는 이게 완전한 법칙은 아닌데 받침에 니은(ㄴ)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귀여운’. 이렇게 ‘ㄴ’이 들어간다고 배웠었어요.

질  문 나-⓸다음 단어들 중에서 명사는 ○ 동사는 X, 형용사는 △ 표시 해주세요.

 N-07

S-02

【그림 Ⅲ-3】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동사 개념의 범주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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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기본형을 제시한 경우 학습자들은 이들을 동사로 보고, 명사와 동사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단어, 예컨  관형사와 부사 등을 형용사로 
간주하였다. 이는 수식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각적 형태만으로 명사와 ‘-다’ 
형태를 배제한 뒤 일차원적으로 형용사를 범주화한 것이다.

[N-23] 아무리 봐도 동사랑 명사는 아닌 거 같아서…
[N-68] 뭔가 명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동사도 아닌 것 같아서…

③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독서와 문법Ⅰ>에서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 (…중략…) 의
미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을 마치는 표지가 있는 것(윤여탁 외, 
미래엔)

-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으로 의미상으
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
(박영목 외, 천재교육)

이에 따르면, 문장이 지니는 형태적 속성은 ‘문장을 마치는 표지’라고 볼 수 있
다.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표지에 주목하여 문장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N-18] 마지막에 ‘.’, ‘,’, ‘!’, ‘?’를 붙인다.
[N-10] 띄어쓰기를 한다.
[N-19] 길고, 동사로 끝난다.
[N-48] 보통 ‘-다’로 끝난다.
[N-32] 단어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 하는 말

학습자들은 종결 표지 외에도 시각을 통해 직관할 수 있는 문장의 특성들에 주
목하였다. ‘띄어쓰기를 한다’, ‘길다’, “보통 ‘-다’로 끝난다”, ‘동사로 끝난다’는 형
태적 속성에 기초하여 문장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
장의 형태에 해 마침표뿐 아니라 띄어쓰기, 길이, 종결 어미 등 다양한 부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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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2) 

④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문장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형태론적 기준과 통사론적 기준, 의미

론적 기준을 들 수 있다. 형태론적 기준은 ‘무엇과 결합하였는가’와 관련된다. 학습
자들 역시 이에 기초하여 문장 성분을 범주화하였다. 

㉠ 주어
주어는 체언 상당 표현과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체언, 명사구, 명사절이 

조사 ‘이/가’, ‘께서’, ‘에서’ 등과 결합하는데, 맥락에 따라 주격조사는 생략되거나 
보조사에 의해 신되기도 한다. 학습자들 역시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였는가’라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N-25] ‘은/는’, ‘이/가’, ‘도’, ‘께서’. 그렇게 외운 거 같은데 주어가 아닐 수
도 있어요. (연구자: 주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볼까?) 할아
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다. ‘께서’가 주어. 

[N-43] ‘은/는’, ‘이/가’. 영어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그냥 주어 뒤에 ‘가’, ‘는’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은/는’, ‘이/가’로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많
이 그렇게 쓰니까…

초등 문법 교육에서 주어는 기본 문형에서의 ‘무엇이’에 해당한다고 제시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한 성분보다 보조사 ‘은/는’이 결합한 
성분을 더 주어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주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항
에서 학습자 부분은 주격 조사 ‘이/가’보다 보조사 ‘은/는’이 결합된 주어가 있는 
문장을 구성하였다. 

62) 한편, 학습자들은 문장 자체가 전달되는 형식에 한 인식, 즉 문장이 말이나 글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지점은 문장에 하여 모어 화자
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다양하며, 이들을 교육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N-29] 우리가 매일 말할 때 쓴다. 
[S-48]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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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 그녀는 오늘 꽃을 샀다. 
[N-10] 나의 어머니는 출장 중이시다. 
[N-15] 목도리는 따뜻하다.

㉡ 목적어
목적어 확인을 위한 형태론적 기준은, 목적어가 체언 상당 구성과 조사 ‘을/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자들도 체로 목적어가 ‘을/를’ 등의 목적격 
조사를 표지로 지닌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학습자들은 ‘이/가’, ‘에게’가 
체언과 결합한 구성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적어가 있는 문장으로 “나
는 ‘친구들이’ 좋다.”, “나는 ‘친구에게’ 과자를 주었다.” 등과 같은 문장을 구성하여 
각각 ‘친구들이’와 ‘친구에게’를 목적어로 간주한 것이다.

[N-41] ‘을/를’로 끝난다.
[N-23] ‘을/를’, ‘에게’가 들어가면 목적어. (연구자: ‘에게’는 영어에서 배운 

거야?) 네, 그 외우는 표에 있었어요. 영어 시간에는 달달달 외워서 
기억이 나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명사’ 해서 달달달. ‘I, 
My, Me, Mine’ 세 번째 있는 게 목적격. 이렇게… 

[N-68] ‘을/를’은 목적어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무엇 무엇에게’는 그래도 얘
기는 적게 나와도 이게 목적어라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때, ‘에게’는 영어의 간접 목적어 구문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다. ‘에게 -하다’, ‘와 -하다’의 문형은 ‘S-V-O’으로 기호화되는 영문법의 목적어 
구문인데 여기에서 ‘에게’와 결합한 어절은 국어 문법에서는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
의 지위를 가진다.63) 영문법의 목적어 개념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서술어
서술어 확인의 형태론적 기준은 서술어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초등 문법 교육에서는 기본 문형의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
63) ㉠ answer my question(나의 질문에 답하다) 

㉡ ask him(그에게 묻다)
㉢ accompany her(그녀와 동행하다)(문용, 19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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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어절을 서술어로 제시한다.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에 
기초하여 서술어가 보통 ‘-다’로 끝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S-17] ‘-다’로 끝난다.
[S-07] ‘-하다’ 등으로 끝나는 행동이나 상태

이에 더해 서술격 조사 ‘이다’와 ‘이다’의 앞에 오는 체언을 분절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의 형태에 집중한 나머지, 서술격 조사 앞에 위치한 체언은 
주어 또는 목적어로 인식하고 ‘이다’만을 서술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
은 【그림 Ⅲ-4】와 같이 공통적으로 서술격 조사 앞의 체언 ‘포유류’는 목적어로 
인식하고 ‘-다’만을 서술어로 범주화하였다.

(2) 기능  속성에 기 한 범주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function)’은 어떤 단어가 주어ㆍ목적어ㆍ서술어 
등으로 쓰이는 양상과 체언을 수식하거나 용언을 수식하는 등의 수식 관계 내지 
분포 관계를 포함한다(구본관, 2010a:182).64) 

문장 성분 확인의 기준으로서 ‘기능’은 문장 성분의 기본 정의와 맞닿는다. 김건
희(2014)에 따르면, 문장 성분 자체가 다른 문장 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상
하며,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그 자체를 말하거나 이들 문법 단위의 
문법적 기능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기능적 속성을 기초로 하여 문법 개념을 범주화하였는데, 
64) ‘기능’은 서술어와 바로 맺는 관계를 말하고, ‘자격’은 문장 속에서의 위치를 말한다고 보

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관형사는 명사를 통해서만 서술어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능’은 
없고 관형어가 되는 ‘자격’만 있다(허웅, 1999:48; 이춘근, 2002:216에서 재인용).

질  문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 해주세요.

N-23

N-34 

N-48 

【그림 Ⅲ-4】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서술어 개념의 범주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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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일상어로서의 ‘기능’의 의미도 반영되어 있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기능(機能)이란,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의미한다. 본고의 ‘기능적 속성
에 기초한 범주화’ 역시 문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기초하여 일차원적으로 품사 
및 문장 성분을 범주화하는 양상의 유형을 이르는 것이다.

①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 명사
학습자들은 명사의 기능적 속성에 주목하여,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

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명사가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N-29] 명사는 모든 게 사람의 이름도 명사가 되니까 주어랑 가장 가까운 
거 같아요.

[S-15]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다. 
[N-42] 주어는 무엇을 설명하려는 상이니까 명사가 그 설명하는 상을 

나타내는 일이 거의 많은 거 같아요.
[N-44] 명사가 제일 많이 주어로 쓰이는 거 같아서요.
[N-26] 문장의 맨 앞에 있다.

여기에서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온다[N-26]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언어생활을 참조하였을 때 명사가 보통 주어로서 문장의 처음에 등장하였기 때문
이다. ‘아동에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Vygotsky, 1980; 정
희욱 역, 2009).’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억 속에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주어의 
속성을 추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동사
학습자들은 동사의 경우에도 기능적 속성에 주목하여 동사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S-15] 문장에서 주어의 행동, 동사만 서술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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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6] 피니시라인, 동사는 거의 부분이 맨 마지막에 쓰니까… ‘나는 국어
에 관심이 많다.’ 할 때 ‘관심이 많다’도 동사잖아요.

학습자들은 문장 내 위치(position)에 기초하여 동사를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이
는 분포와 관련이 깊은데, 분포(distribution)란 탈러만(Tallerman)의 품사 분류 
기준65) 중 하나로, ‘구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의 기준(구본관, 
2010a:187)’이다.

[N-29] 명사 앞에 붙는다.

체언으로서의 명사는 보통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N-29]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을 인식하여 명사 앞에 동사가 붙는다66)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기에 명사 앞에 위치한
다고 본 것이다. 

㉢ 형용사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형용(形容)’은 ‘사물의 생긴 모양’,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을 이르기도 하고, ‘말이나 글, 몸짓 따위로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나타냄’
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상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활성화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신현정, 2002:115), 형용사라는 
문법 개념은 의미적 속성과 기능적 속성 모두를 가지는 것처럼 간주되기 쉽다. 그
러나 인구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국어 문
법에서의 형용사는 의미 기준으로 분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
타낸다. 어미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가깝고, 인구어의 형용사
에 가까운 것은 국어 품사로 치면 관형사라고 할 수 있다(구본관, 2005:158).

다수의 학습자들은 의미적 속성보다는 기능적 속성을 기초로 하여 형용사를 범
65) 탈러만(Tallerman, 2005:32; 구본관, 2010a:187에서 재인용)의 품사 분류의 기준

㉠ 형태(morphology):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다른 형태가 무엇인지의 기준
㉡ 분포(distribution): 구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의 기준
㉢ 기능(function): 구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기준

66) 학습자들이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붙는다’는 표현은 ‘결합’의 초등 수준 ‘번역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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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고 있었는데, 영어 학습의 영향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해 모
어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용사 개념 지도 시에 
교사가 국어의 형용사 개념과 다른 언어, 특히 영어의 형용사 개념을 비교하여 지
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N-23]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한 분은 꾸며 주는 말, 한 
분은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딱딱한 책상’ 할 때 상태를 나타내니
까 ‘딱딱한’이 형용사. 그런 예로 다 배웠던 거 같아요. ‘부드러운 공’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the pretty girl’ 하면 ‘pretty’가 
‘예쁜’이라는 형용사고 ‘girl’이 명사인데 그렇게 항상 쓰이니까…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꾸며 주다’라는 표현을 하며, 수식 기능을 가진 것으로 
형용사를 범주화하였는데, 이는 화장품과 장식 등에 형용사를 비유하고 있는 것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M-23] 명사를 꾸며 주어 더 실감나게 하는 것
[N-52] 동사를 꾸미는 단어를 합쳐 부르는 말
[N-26] 화장품-꾸미기 때문
[N-69] 장식-꾸며 주기 때문이다.
[S-54] 액세서리, 어떤 단어를 예쁘게 꾸며 준다. 예) 예쁜 귀여운, 착한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학습자가 생각하는 형용사의 전형적인 예들이 체
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어떠한 단어를 ‘예쁘게’ 꾸며 준다고 한 응
답[S-54]이나, 형용사의 사례들로 ‘예쁜, 귀여운, 착한, 단한, 멋진, 아름다운’ 
등을 열거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문장에서 강조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사로 인식하기
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덧붙이는 설명’ 등이 형
용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N-33] 덧붙이는 설명
[N-24] 보충 설명해 주는 것
[N-29]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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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6] ‘나무는 키가 크다’도 되고 ‘키 큰 나무’도 돼요. 여기서 ‘키 큰’이 형
용사에요. 음, 형용사는 나무에 해 자세히 알려줘요. 명사나 동사
를 자세히 알려주려면 형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는 초등 문법 교육에서 부사, 관형사 등을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
들이 형용사와 수식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67) 한편, 학습자들
은 수식 관계와 관련하여 문장에서의 위치로 형용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형용사가 
명사나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 이들의 앞에 온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N-46] 명사나 동사 앞에 온다.
[N-43] 영어학원에서도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거나 수식을 할 때 쓴다고 배

웠어요. (연구자: 여기 단어들 중에 뭐가 제일 형용사에 가깝다고 느
껴지니?) ‘새롭다’? ‘-다’로 끝나긴 하는데 ‘새롭다’ 같은 경우에는 ‘새
로운 필통’ 이렇게 수식, 꾸며 줄 수 있으니까.

[N-33] (연구자: 여기 단어들 중에 뭐가 제일 형용사에 적합한 단어 같아?) 
‘새롭다’요, 앞이나 뒤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➁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학습자들은 문장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문장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N-15] 무엇에 해 설명, 질문
[M-23] 모든 것을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M-25]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단어를 붙여놓은 것

학교문법에서는 문장에 하여 의미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습자들은 

67)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주시경의 <국문문법>(1905)의 품사 체계에서, ‘형용’에 ‘관형어’
와 ‘부사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 형용(形容): 형용 것들 
- 형명: 명호를 형용 것들 
- 형동: 동작을 형용 것들 
- 형형: 형용을 형용 것들(곳 형동이로되 쓰임만 갓지 아니 )
 (최형용, 2012:3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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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문장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역할과 기능에 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 주어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사론적 기준으로는 문두에 놓인 성분이라는 점, 재귀

사 ‘자기’의 선행사가 된다는 점, 존칭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한다는 점, 특정 
부사어와 호응한다는 점,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한다는 점, ‘-더’의 사용과 관련
된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홍식, 2000).68)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
은 문장에서의 위치라는 속성에 기초하여 문두에 놓인 성분을 주어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N-23] 부분 맨 앞에 있다.

인식의 주체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문장의 맨 앞에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에 
문장의 처음에 위치한 성분을 주어라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69) 학습자들은 
【그림 Ⅲ-5】와 같이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어절 또는 단어를 주어로 인식하였다. 

68) 영어의 경우 동사 어미의 인칭 변화형을 통해서 그것과 일치 관계에 있는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되고, 중국어는 상 적으로 고정적인 어순(S-V-O)을 이용하여 주어를 설명한다
(한정한, 2013:192). 

69) 한국어의 정형적 어순에서 주어는 문장의 맨 처음에 오지만 표현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문장 성분이 주어 위치에 오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문두로 가져오려는 인지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신명
선, 2010:95). 

질  문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 해주세요.

N-14

N-48

N-34

N-46

【그림 Ⅲ-5】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주어 개념의 범주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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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자 다르게 인식하여도, 문두에 놓인 
성분인 ‘그 선물’, ‘그 선물을’,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를 공통적으로 주어로 인
식하고 있었다.70) 

㉡ 목적어
목적어 확인을 위한 통사론적 기준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는 점과 목적어 인상 

구문을 형성한다는 점71) 등을 들 수 있다(이홍식, 2000).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
보다는 일상어로서의 ‘기능’을 기초로 하여 목적어를 범주화하고 있었다. 먼저 학
습자들은 목적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동사를 보충한다고 보거나, 없
어도 문장이 완성된다는 이유로 목적어를 ‘카메오’에 비유하였다. 

[N-11] 동사를 보충한다.
[N-23] 카메오. 목적어 같은 게 없어도 문장이 되는 거 같아요. 없어도 문장

은 완성이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거. 

학습자들은 목적어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일정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
다. 어떤 학습자[S-01]는 이러한 기능을 ‘목적어의 이음줄 역할’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N-39] 문장을 이어 주는 것 예) 이것은 ‘파충류가’ 아니다.
[N-68] 이 목적어는 앞이나 뒤에 있지 않고 웬만해서 가운데에 있는 걸 많이 

봐서… 이 목적어 ‘무엇을/를’로 끝나면 문장을 이어 주니까. (연구자: 
이어 준다? 어디랑 어디를 이어 준다는 거야?)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또 단어들이 있으면 이걸 이어줄 때 목적어가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일상 언어생활을 조회하였을 때 주로 목적어가 주어와 서

70) 이를 ‘-시-’라는 높임 표현이 결합된 서술어인 ‘말씀해 주셨다’와 호응하는 어절 또는 
단어를 주어로 범주화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자가 모어 화자의 직관에 따라 높임 표현의 
주체를 찾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71) 이러한 ‘목적어 올리기(object raising) 구문’은 ‘우리는 일어를 배우기(가) 쉽다.’는 문장
에 규칙적 응을 보이는 ‘우리는 일어가 배우기(가) 쉽다.’와 같은 문장들을 일컫는 것이
다(김영희, 1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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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사이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는 목적어가 주어와 서술어를 이어주는 역
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그림 Ⅲ-6】
과 같이 ‘눈부시게’라는 부사어를 그것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목
적어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 서술어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사론적 기준으로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어휘적 특성에 따라 보어 등을 요구한다는 점, 
어순에 있어서 개 문장의 가장 뒤에 위치하며 핵으로 기능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홍식, 2000). 이를 토 로 학습자들이 서술어에 하여 범주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학습자들로부터 서술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에는 서술어가 1개 이상 있다는 인식이나, 서술어가 없으
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술어를 남자 주인공에 비유한 학습자
[N-23]의 언급이 그에 해당된다. 

[N-4] 문장에는 1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
[N-23] 있어야 되는 거. 주어가 여자 주인공이면 이건 남자 주인공. 없으면 문

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녀를’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N-68] 이렇게 문장 같은 거 보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던 것 같아서…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문장의 마지막 어절을 서술어로 간주하여 일차원적으로 범주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어의 서술어는 체로 문장의 가장 뒤에 위치하나 인구어에 비
하여 어순이 자유로워 재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서술어에 해 가장 원형
적인 인식72)을 가지고 있기에 서술어는 문장의 마지막, 가장 뒤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72) ‘원형(prototype)’은 한 범주를 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가리킨다. 원형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자연범주뿐만 아

질  문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 해주세요.

N-48

【그림 Ⅲ-6】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목적어 개념의 범주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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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7] 문장의 맨 끝에 온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문장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술어를 인식하기도 하였
다.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풀이해 주거나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N-52] 어떤 것에 한 풀이. 어떤 것에 한 걸 쉽게 이해시킨다. 
[N-47] 중요한 걸 자세히 설명해 준다.
[N-07] 주어를 서술하는 말
[N-43]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학습자들은 ‘풀어 주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서술어를 범주화하였다. 명사를 ‘풀어 
준다’는 표현은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서 서술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면담 결과 이들은 명사를 수식하며 관형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관형사형과 서술어를 혼동한 것이었다. 이는 앞으로 서술어를 지도할 때 동사의 
관형사형과 비교하여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N-11] 명사를 풀어 줘요. ‘나는 파란 시계를 보았다.’면 여기에서 ‘파란’이 
‘시계’를 풀어 주는? 

[N-68] ‘목도리는 빨간 색이다.’면은, ‘빨간’이 서술어예요.

(3) 의미  속성에 기 한 범주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의미(meaning)’는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품사 부류 전체의 의미를 일컫는다. ‘깊이’와 ‘깊다’가 아닌, 
‘깊이’와 ‘높이’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묶어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고영근ㆍ구본관, 2008:43-44). 학습자들 역시 ‘의미’에 기초하여 문법 개
념을 범주화하였는데, 품사 개념의 경우에는 국어학에서의 의미보다 ‘말이나 글의 
뜻’이라는 일상어로서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 확인을 위한 의미
론적 기준은 각 성분이 가지는 의미역과 관련이 깊은데, 학습자들이 가지는 문법 

니라 언어범주는 원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비 칭성인 ‘원형 
효과(prototype effect)’를 나타낸다. 둘째, 언어범주들은 자연계의 생물들처럼 어떤 ‘생태
적 지위’를 차지하는 ‘생태 체계(ecological system)’로 간주된다(임지룡,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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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시 이러한 의미역과 접점이 있었다. 

①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단어 개념의 범주화
학습자들은 문자 그 로의 ‘의미’에 주목하여 단어가 나름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

고 보았다. 이 유형의 학습자가 단어를 범주화하는 기준은 형태와 상관없이 학습
자 각자가 정립하고 있는 나름의 ‘뜻’의 유무였다. 

[N-21]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
[N-43]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

【그림 Ⅲ-7】과 같이 동일한 단어도 학습자에 따라 뜻이 있다고 간주되어 단
어로 범주화되는가 하면 뜻이 없다고 간주되어 단어로 범주화되지 않기도 하였다. 
예컨 , ‘철수가’의 ‘가’와 같은 조사와 ‘내린’, ‘주었다’와 같은 동사의 활용형에 
하여 부분의 학습자는 단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어떤 학습자들은 그 
또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단어라고 이해하였다. 

[N-43] (연구자: ‘주었다’, ‘쌓여 있다’ 이것도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 네, 
이것도 사람의 움직임인데 이걸 하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연구자: 그럼 ‘가’, ‘에게’ 이런 것은?) 단어예요. 이것도 단어와 단
어를 연결해줄 때 이런 걸 쓰는 게 전부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N-46] (연구자: ‘내린’, ‘주었다’에도 단어라고 표시를 했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단어들이 다 이렇게 되니까, ‘내린’은 ‘내리다’가 단어

질  문 (2) 다음 문장에서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를 그려주세요. 

N-13

N-43

【그림 Ⅲ-7】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단어 개념의 범주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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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주었다’도 단어 아닌가요?

②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 명사
명사는 의미적으로 접근되어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품사이다. 

조사 상 학습자들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통해 ‘모양이 바뀌는 낱말’
과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을 분류해 보며 품사에 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
였지만, 부분의 학습자가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명사의 
개념,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과 비슷하게 명사를 이해하고 있었
다. 학습자들은 명사에 한 용어 그 자체를 국어과 교육과정상에서 접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 언어와 영어 학습을 통한 직관과 경험을 활용하여 응답한 것이다.73) 

[N-10]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
[M-15] 사물의 이름 등과 같이 무엇을 명시하는 ‘단어’
[N-44]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름이 있는 것들,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명사라고 배웠어요.

이러한 양상들은 초등 문법 교육에서 명사라는 문법 용어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문법 개념은 모어 화자의 상위언어 능력으로서 발달해 
온 측면이 있기에, 용어 제시를 통해 학습자 내부에서 막연한 형태를 띤 문법 개
념을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74) 

㉡ 동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주로 과정적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상 특성을 

가진다.75)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습자들 역시 ‘움직임’, ‘행동’과 연관 지어 동
73) 다만, 학습자들은 ‘나, 친구(이름), 책상, 연필, 바다’ 등 눈에 보이는 친숙한 사람과 사

물만을 명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74) 문법 용어의 학습에 하여 박재현 외(2008:169)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할 만하다. 

“문법 용어에 한 이해 없이 국어 문법이 담아내고 있는 세계에 한 이해는 불가능하
며, 문법 용어에 한 숙달 없이 국어 문법에 한 의사소통 역시 불가능하다. 문법 용어
는 문법에 한 의사소통 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75) 고영근ㆍ구본관(2008:9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며 ‘읽다’는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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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N-09] 움직임, 행동을 나타냄
[S-10] 명사가 움직이는 형태를 표현한 것
[S-05]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예)뛰다, 쓰다, 자다

학습자들은 ‘움직임, 행동’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움직임’만이 동사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이들은 동사에 한 사례를 제시하라는 요청에 해 ‘뛰다, 보다, 놀다, 
달리다, 일어나다, 먹다, 쓰다, 걷다’ 등 실제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한 동사만을 예
로 들었다. 이는 동사를 ‘놀이터’ 혹은 ‘몸’에 비유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놀이터로 비유한 학습자[N-27]는 ‘놀이터에서 달리고 뛰놀고 하는 행동이 동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몸’에 비유한 학습자[M-11]는 (동사는) 언제
나 움직인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토 로 연구자는 면담 중 ‘(사회가) 
발전하다’라는 예시를 들고 이에 한 범주화를 요청하였는데, 학습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N-25] 아닌 거 같은데…
[N-44] 아닌 거 같아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N-43] 그것도 동사이긴 동사인데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꽃잎이) 흔들리다’라는 동사에 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76)

[N-25] 그거는 동사 같아요.
[N-23] 아, 발전하다는 아니고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N-43] 그것도 동사이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사이고, ‘독서’는 움직임을 ‘ 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명사라고 
설명하였다.
(가) 동생이 책을 읽는다.
(나)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76) 이러한 과정들은 인지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는 ‘학습’에 해당된다. 이때의 학습은 ‘이해를 
통한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학습자가 새롭게 들어오
는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 속에서 그 관계를 파악했을 때 진실로 학습 내용에 한 이해
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허인숙, 2002:235)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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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이러한 개념의 유동성은 아직 구조
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인 어린이의 사고 출현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Ginsburg, 1997; 신준식 외, 2007:20). ‘사고는 시냇물 속의 움직이지 않는 조약
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이 바뀌고 변화하는 시냇물과 같다(Ginsburg, 1997; 
신준식 외, 20007:17).’라는 지적 로, 학습자 사고의 유동성과 역동성은 연구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해
선 안 된다. 학습자 개념의 이러한 유동적인 양상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비가시적
인 움직임에 관해서도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 형용사
동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과정적ㆍ동태적으로 표시한다면 형용사는 사

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정지적ㆍ상태적으로 표시한다(고영근ㆍ구본관, 
2008:96). 다수의 학습자는 ‘꾸며 주는 말’이라는 인구어 형용사의 기능적 속성
에 기초하여 국어의 형용사를 인식하였지만, 형용사가 어떠한 감정이나 상태, 모양 
등을 표현한다는 ‘의미적 속성’에 주목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N-07] 인형-인형을 보면 예쁘거나 아름답다는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를 형
용사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

[N-23] 자기 상태, 감정을 표현한 것
[M-06] 상태를 나타낸다. 예)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형용사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이다. 어떠한 상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보며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이나 사
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에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
등 학습자의 경우 ‘감정’이라는 특정 범주에만 주목할 수 있으므로 형용사의 사례
와 속성을 교수ㆍ학습할 때에 좀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➂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문장이 가지는 의미상 특징은 완결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77) 학습자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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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것’,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라도 빠지면 어색한 것’이라는 응답으로 
문장의 완결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N-30]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자연스러운 것
[M-04]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조화를 이루는 것
[N-39] 하나라도 빠지면 문장이 어색하다. 

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④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 주어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론적 기준으로, 주어가 화자의 언급 상이라는 점,  

의미역 위계에 따라 서술어가 하나의 논항만 가지고 있다면 그 논항은 주어로 나
타난다는 점, 주어는 주제적 특징78)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이 주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홍식, 2000:61-63)을 들 수 있다. 학
습자들 역시 이러한 의미적 속성과 관련하여 주어를 범주화하고 있었다. 먼저 화
자의 언급 상과 관련하여 주어를 인식하는 양상이다.

[N-38] 그것에 해 이야기 하는 것
[N-42] 무엇을 설명할 때 무엇이 되는 것
[M-23] 설명하는 상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자는 문장에서의 동작주로서 주어를 이해하기도 하였다.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은 인간이므로 인간에 한 언급은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전형적인 인
77) 생성적 관점에서 언어 단위 교육 내용을 논의한 제민경(2007)에서는 문장을 사용 단위

이자 완결 단위로 보고, ‘의미적으로 완결된 화자의 사고 덩이를 명제의 형태로 표출하여 
구조화한 정보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78) 한정한(2013)은 한 문장 안에서 주제와 주어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으므로, 
주어는 주제로 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한다. 
㉠ 각각 문장에서 ‘이/가’와 결합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사적 지위를 갖는다.
㉡ 주어와 의미역이 같지 않다.
㉢ ‘주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에 해서 말해주는 구적 성분을 말한다. 따라서 

하여성(aboutness)라는 화용적 요건만 충족되면 문장의 어떤 구성 성분이든, 부가어
일지라도 주제가 될 수 있다. 즉 주어처럼 어떤 명사(구) 성분이 다른 명사(구) 성분
에 하여 주어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않는다. 



- 72 -

간은 자신의 의지 로 행동을 하는 존재이다. 시공간에서 행위를 하는 개체가 화
자에게 인식되고 화자의 언급 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이홍식, 2000:62).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가 주어에 하여 문장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며 자연스럽다.79)

[N-15] 문장에서 동작을 하거나 당하는 것
[M-15] 무언가를 하는 상
[N-43] 문장에서의 행위자
[S-09]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

이상과 같이 초등 문법 학습자들이 ‘언급 상’, ‘동작주 또는 행위자’로서의 주
어에 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무엇이다’
의 ‘무엇이’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를 제시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목적어
목적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론적 기준은 목적어가 타동문에 나타나는 문장 성

분으로 타동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타동성의 특질 중 가장 두드러진 의미 특성
은 피영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의 동작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입은 상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이홍식, 2000:120).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의미적 속성에 
기초하여 목적어를 범주화하고 있었다. 

[N-43] 행위를 당하는/받는 자
[N-43] ‘나는 숙제를 한다.’잖아요. ‘무엇을’ 하는지가 없잖아요. ‘한다’가 

체 어떤 걸 하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 주어가 ‘한다’라는 행
동을 당하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79) ‘행동의 주체’라는 것은 초등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이다. 
그러나 강창석(2013: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어에 한 고정관념에 해당되기도 한다.

㉠ 문장의 동사는 주체의 동작을 서술한다.
㉡ 어떤 동작이든 동작 주체는 반드시 존재한다. 
㉢ 주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 따라서 주어는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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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인식 양상은 소수의 학습자들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부분의 학
습자들은 목적어에 하여 매우 생경해 하였다. 학습자들은 목적어라는 문법 개념
과 용어에 한 학습을 일회적으로 경험하였을 뿐이지 자신들의 언어와 직관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경험하지는 못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80)

[N-68] (연구자: 문장 성분에 해서 국어 수업에서 배운 것 기억나니?) 문
장 성분은 배웠는데 목적어를 자세하게 배운 기억은 없어요.

[N-42]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설명하는 그런 거? 주어가 뭔
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

㉢ 서술어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론적 기준으로는 논항에 하여 의미역을 부여한

다는 점81)과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사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화자의 태도를 표
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홍식, 2000).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러한 국어학의 
‘의미’보다는 일상어로서의 ‘의미’에 주목하여 서술어를 범주화하였다. 

[S-15] 문장에서의 주어의 행동
[M-23] 행동하는 부분

상술하였듯 학습자에게 주어 개념은 비교적 쉽고 친숙하게 인식된다. 인식 주체
가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구성할 때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Eggen & 

80) 이는 김호정 외(2007:278)의 다음과 같은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학문적 지식에 한 오인으로, 혹은 단순히 사려 없는 실수나 착오로, 혹은 학문적 지

식이 교육적 지식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식의 파손
으로 인해, 문법 용어는 문법 교과에 담긴 지식의 구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
로, 혹은 아예 잘못된 방식으로 기술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법 학습자
는 문법 용어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법 용어가 애초에 담고 있었던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문법 학습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81) 이춘근(2002:218-232)은 실제 담화에서 사용되는 우리말 문장은 필수 성분이라도 예
사로 생략되는 등 우리말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지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
려 다음과 같은 의미역 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편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본다. 
의미역 (누가/무엇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무엇에) (어떻게) (무슨 까
닭으로) (누구와) [어떠하다/어찌된다/어찌한다/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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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chak, 2000; 신종호 외 역, 2006:376)’한다는 점에서 볼 때, 주어의 속성을 바
탕으로 서술어를 이해하여 서술어가 주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2. 문법 체계 내의 직  추론

범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사례나 범주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예
측하는 것이다. 범주화를 통해 해당 개념에 한 용어와 일련의 범주 지식이 생성
되면 추론이 가능해진다(신현정, 2011:124). 범주화와 추론은 하나의 개념을 둘러
싸고 【그림 Ⅲ-8】과 같이 지속적으로 순환된다. 

【그림Ⅲ-8】범주화 및 추론 기능과 개념의 관계 

학습자들 역시 나름의 범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 관련지어 특정 문법 개념을 추론하였다. 완벽하진 않지만, 문
법 개념 체계 내에서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주
목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82) 
82) 파스칼(Pascal)의 인식의 원칙에 따르면, 총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전체와 부분, 부분

과 부분이 변별되면서도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Morin, 1999; 
고영림 역, 2006:60).
 “모든 물질은 원인을 제공하면서 원인을 제공받으며,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으며, 직

접적이면서 간접적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과 가장 다른 것들
을 이어주는, 자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전체
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분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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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개념과의 동일시

① 명사와 동일시하여 단어 개념 추론
학습자들은 주로 명사와 동일시하여 단어 개념을 추론하였다. 단어의 특징을 묻

는 문항에서 명사라고 명기하거나 명사의 사례를 드는가 하면, 무언가의 이름이라
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단어란 명사의 사례들로 기억 속에 
표상되어 있는 것이다.83)

[N-46] 명사 같다.
[N-23] 모든 것의 이름
[N-07] 낱말! 지우개, 연필처럼 사물에 붙어 있는 이름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그림 Ⅲ-9】에서처럼 ‘명사=단어’라는 범주 지식을 토
로 ‘오늘, 아침, 눈, 집, 놀이터’ 등의 명사만을 단어라고 추론하였다. 

② 명사와 동일시하여 주어 개념 추론
학습자들은 명사와 동일시하여 주어를 추론하는 경향도 있었다. 사람 이름, 또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을 주어라고 보는 것이다.

[N-11] 사람 이름
[N-20]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킴
[N-28] 나, 너, 우리, 그, 그녀
       

이와 같은 학습자의 인식 특성을 토 로 【그림 Ⅲ-10】의 학습자 수행 결과를 

인식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3) ‘우리는 낱개의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들을 특정 범주의 한 사례로 재인하며 기

억하는 것이다(신현정, 2002:20).’

질  문 (2) 다음 문장에서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를 그려주세요. 

N-23

【그림 Ⅲ-9】명사와 동일시하여 단어 개념을 추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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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명사는 주어와 동일한 것’이라는 명사의 범주 지
식을 가지고, 명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 예컨 , ‘선물, 사람, 나, 집, 강아지, 
너’를 모두 주어로 추론한 것이다.

③ 동사ㆍ형용사와 동일시하여 서술어 개념 추론
문법 개념의 위계 구조에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정보성과 차별성에서 각각 

변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상위개념은 정보성이 낮지만 차별성은 높다(신현정, 
2002). 품사와 문장 성분은 상위개념으로서 정보성은 낮지만 차별성이 높다. 반면
에 동사ㆍ형용사와 서술어는 각각이 갖는 특성이 많아 정보성이 높지만 학습자에
게 쉽게 변별되지 않는다. 

[N-46] 문장의 동사
[S-04] 동사와 비슷한 것
[N-43]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만드신다’가 ‘만들

다’고 ‘만들다’가 동사니까… ‘예쁘다’가 서술어라고 했는데, 예쁘다가 
형용사니까…

[N-48] 어, 서술어는 설명하는 거고 형용사도 그런 거 같아서요. 
[N-46] ‘희한하게’는 ‘희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위의 사례들처럼 학습자들은 형용사 ‘희한하다’의 활용형인 ‘희한하게’가 문장 내
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동사 ‘떨어지다’의 활용형인 ‘떨어지는’이 문장 내에서 관형

질  문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 해주세요.

N-46

【그림 Ⅲ-10】명사와 동일시하여 주어 개념을 추론한 사례

질  문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 해주세요.

N-23

【그림 Ⅲ-11】동사ㆍ형용사와 동일시하여 서술어 개념을 추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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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서술어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동사ㆍ
형용사와 서술어는 문법적 기능이라는 연결소를 통해 관련되면서도 변별된다. 학습
자가 문법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 체계 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연결소를 적용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84)

(2) 다른 층 의 언어 단 와의 연결

① 문장과 관련지어 단어 개념 추론
학습자들은 단어를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장에 한 

나름의 범주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성립시킨다거나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N-46]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된다.
[N-45] 문장을 잘 이해하게 해 주는 것
[S-02]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형성을 도와주며, 단어의 종류에는 형용사, 주

어 등 많은 것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나 문장 개념에 접근할 때에 두 개념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 양상을 반영하여 실제 교수ㆍ학습의 
국면에서도 단어와 문장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85) 

② 구성 요소와 관련지어 문장 개념 추론
학습자들은 문장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문장 개념을 추론하기도 하였다. 단어

가 합쳐져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가 하면,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등
을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84) 연결소를 통한 내러티브 구축과 관련하여 제민경(2012)을 참조할 수 있다.
85) 이와 관련하여 최경봉(2006:448)에서는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장으로 엮어 하나

의 생각을 나타내고,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면, 그것이 
단어 단위의 현상이더라도 이를 문장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기에 ‘문장 
중심의 문법 기술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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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7]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국어 형태
[N-58] 단어, 명사, 주어, 형용사로 구성됨
[S-07]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N-23]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것

이는 학습자들에게 ‘단어, 문장,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등의 문법 용어가 이미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는 한편, 이들이 각각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를 지칭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개념상에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주어와 관련지어 동사 개념 추론
학습자들은 주어의 범주 정보를 바탕으로 동사 개념을 추론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어가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하는 주체라면, 이러한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서술어가 아닌 동사로 보는 것이다. 

[M-02]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N-33] 주어가 하는 일이 동사니까 동사랑 가까운 거 같아요.

 이에 더해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다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어와 (술어) 동사가 문장의 구성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영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문법 용어의 축자  이해

문법 개념을 상으로 하는 범주화 및 추론의 과정과 결과는 문법 용어로 표층
화된다. 따라서 문법 용어에 하여 학습자들이 어떠한 지점에 주목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문법은 개념 하나하나가 구
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정교한 체계이며,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 역시 전문
어에 속한다(김은성, 2007b:378). 그러나 학습자들은 문법 용어 자체를 축자적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자의 의미로부터의 이해’ 양상과 ‘일상적 
의미로부터의 이해’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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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의 의미로부터의 이해

문법 용어는 한자어로 주로 표상되는데,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자 
지식을 토 로 문법 개념을 이해하였다. 다음은 단어, 명사, 주어에 하여 학습자
가 한자의 의미로부터 문법 개념을 해석한 결과이다.

① 단(單)을 단(短)으로 해석하여 단어 개념 이해
학습자들은 단어(單語)의 ‘단(單)’을 ‘長’과 비되는 ‘短’으로 해석하여 단어가 

짧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M-11] 짧다.
[N-44] 짧은 말
[N-44] (연구자: ‘짧은 말’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한자 뜻으

로 푸니까… (연구자: 어떻게?) 짧을 단…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들이 문장(文章)에 하여 장(章)을 ‘長’으로 해석하여 ‘단
어와는 다르게 긴 것[S-01]’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 또한 보여 준다.  

② 이름(名)의 무한성을 해석하여 명사 개념 이해
개념이 ‘세상사의 범주화’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면 개념 그 자체를 가장 잘 표상

하는 품사는 명사이며, 명사라는 용어로부터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 ‘이름(名)’이다. 학습자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는 명사의 의미적 속성 
외에 명사라는 용어의 ‘이름(名)’ 자체가 갖는 무한성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즉 의
미와 생성의 무한성과 관련하여 명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N-20] 수없이 많다.
[S-19] 무언가의 이름, 누구에게나 있다.
[N-46] 눈에 보이는 게 다 명사니까 수없이 많은 거 같아요.

③ 주(主)를 해석하여 주어 개념 이해
부분의 학습자들이 ‘주(主)’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 개념을 이해하였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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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학습자들은 주어를 몸통에 비유[M-11]하거나,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으로 
비유[N-23]하기도 하였다. 

[M-11] 몸통-중심이 되는 것
[N-23] 여자 주인공-문장에서 가장 주된 단어여서
[N-14] 한 문장의 주인공
[S-37] 문장에서 주가 되는 단어. 예) 나는 오늘 ‘산책을’ 했다. 
[N-68] 주어라고 하면 ‘나’나 ‘너’ 이런 거니까 이 문장에서 누가 이런 걸 하

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문장의 주인공인 거 같아요.

이때, 문장의 ‘중심, 주인공, 주가 되는 단어’로 주어를 이해한 학습자들이 실제  
문장에서 각기 다른 어절 또는 단어를 주어로 선택한 것은 ‘주(主)’의 개념이 학습
자 개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컨 , 한 학습자[S-37]는 
‘나는 오늘 산책을 했다.’는 문장에서 ‘산책을’을 주어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 자신
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 자신의 문장에서 전경이 되는 말이 ‘산책’이었기
에 이것을 주어라고 본 것이었다.86) 

(2) 일상  의미로부터의 이해

학습자들은 문법 용어를 일상적 의미87)로부터 해석하여 문법 개념을 이해하기
도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을 해석하여 주어 개념 이해” 양상과 
“‘목적’을 해석하여 목적어 개념 이해”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주어지는 말’을 해석하여 주어 개념 이해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주어지다’의 의미는 ‘일, 환경, 조건 따위가 갖추어지

86) 의미 화용적 관점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 개념은 화자의 의도 및 강조점의 실현 방식으
로 설명될 수 있다(신명선, 2010:97). 이와 관련하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 개념에 해 논의한 이정택(2006), 신명선(2010)을 참조할 수 있다.

87) 류근식ㆍ권경일(2014:56)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물건이라도 재래시장보다 백화점의 가
격이 비싸다.”라는 말이 문학 작품에 있을 경우와 과학 논문에서 쓰였을 경우에 각각 다르
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 성 이론’과 1916년
에 발표한 ‘일반 상 성 이론’의 영향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란 ‘ 체적으로’
의 의미이지만 자연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란 ‘예외 없이’의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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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시되다’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일상적 의미의 ‘주어지다’와 ‘주어’ 개념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N-35] ‘주어진 것’ 즉 주제. 
[N-25] 맨 처음 문장 쓸 때 주어지는 말
[N-25] (연구자: 주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주어지는 말. (연구자: 주

어지는 말이 어떤 뜻이야?) 주어니까 주어지는 말 (연구자: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다’에서 주어지는 말은 뭐야?) 할아버지.

‘처음부터 갖추어지거나 제시된 것’, 즉 ‘주어지는 말’은 주어의 의미 특성에 속
하는 한정성ㆍ특정성과 관련된다. 주어로 나타나는 명사구는 지시 상이 한정적
이고 특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어가 주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도 이어진다. 언급의 상이 되려면 먼저 그 상의 존재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홍식, 2000:63). 

➁ ‘목적’을 해석하여 목적어 개념 이해
학습자들은 일상적 의미의 ‘목적’에 기초하여 목적어에 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목적’에, 학습자들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
(語)’를 결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신현정(2002:204-227)에 따르면, 개념 결합의 유형에는 서술적 결합과 비서술
적 결합이 있다. 서술적 결합이란 두 개념이 논리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개념 결
합이다. 예컨  ‘빨간 공’은 ‘빨간 것’과 ‘공’의 결합으로, ‘공이되 빨간 것’이 된다. 
비서술적 결합은 성분 개념들 간 의미적 관계에 의해 복합 개념의 의미가 결정되
는 개념 결합으로, ‘야구공’은 ‘야구를 하는 데 쓰는 공’이지, ‘공이되 야구인 것’은 
아니다. ‘목적어’도 역시 비서술적 개념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학습자들은 체로 목적어를 서술적 결합으로 이해하여,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 ‘본인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N-15] 무언가의 목적이 되는 상
[N-17]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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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2] ‘-하고 싶다’, ‘을 해야 한다’라는 말(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S-21] 주어의 목적이다. 예) 나는 ‘큰 키를’ 갖고 싶다.
[S-15] 문장에서의 목적 예) 나는 ‘공부하기 위해’ 책을 폈다.

목적어가 ‘문장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학습자[N-10]는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으
로 ‘나는 친구들이 좋다.’를 구성한 뒤, 이 중 ‘친구들이’를 목적어라고 하였다. ‘친
구들이’가 자신이 구성한 문장의 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도를 전
달할 수 있는 단어’로 목적어를 정의한 학습자[N-21]는 ‘나는 딸기가 먹고 싶다.’ 
등의 문장을 구성하고 ‘딸기가’를 목적어라고 보았다.88) 이를 토 로 하면, 목적어
를 지도할 때에 목적어라는 문법 용어의 개념 결합을 학습자가 다양하게 해석89)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90)

88)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어절을 목적어로 인식한 학습자들도 있는 반면, 상당수 학습자
들은 목적어가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여, ‘나는 밥을 먹을 것이
다.’, ‘나는 뛸 것이다.’처럼 목적을 담고 있는 문장 자체가 목적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 양상을 보면, 초등 수준에서 형태적 표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문장 성분 교육 방
식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9) 신현정(2011:159)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 유형에는 교집합 해석, 주제적 관계 해석, 속
성 응 해석이 있다. 먼저 ‘교집합 해석’이란 서술적 결합처럼 두 성분 개념의 교집합으
로 결합된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다. ‘주제적 관계 해석’이란 두 성분 개념 간에 새로운 관
계를 부여하여 예컨 , ‘아파트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기르는 강아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속성 응 해석’이란 수식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속성을 주개념에 
부여하는 것이다. ‘코끼리 물고기’를 예로 들 경우, 수식 개념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크다’, ‘회색이다’의 속성을 주개념인 물고기에 부여하여, ‘코끼리 물고기’를 ‘매우 큰 
회색 물고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90) 그러나 일찍이 슐만(Shulman, 1987)이 교사의 전문성이 성문화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이를 ‘ 규모의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기억상실(amnesia)’이라고 표현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 문법 학습자에 한 지식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교사의 재량에 맡겨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표준화 없는 표준을 이루어야 
한다(we must achieve standards without standardization.)(Shulman, 1987).’는 제언 역
시 문법 교육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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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  활용

1. 교육  활용의 목표

1.1.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진

본고는 문법 학습자에게 특정 문법 개념이 어떻게 타당성을 갖게 되는가에 주목
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문법 개념 및 용어 학습을 매우 자제하는 일종의 ‘문법 학습 유
예기’를 거쳤음에도 모어 화자로서 나름의 문법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Ⅲ장의 
분석 결과,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 양상은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
원적 범주화’,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중간언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의 진행
상(進行相)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를 토 로 하면 앎의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도달하여야 할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유형은 특정 속성을 
해당 개념의 필요충분 속성으로 인지하여 일차원적으로 문법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더 나아가 다양한 속성에 근거하여 여러 차원으로 문법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사고와 추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동일한 

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망함으로써 그 상에 한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신현정, 2002:115). 
예컨 , ‘-다’라는 ‘형태’를 가진 것만을 동사라고 볼 것이 아니라, 동사가 ‘사람이
나 사물의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동사가 문장 안에서 다양하
게 ‘기능’하는 양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유형은 다른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문법 개념을 추론하는 것이다. 학습
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념을 문법 체계 내에서 위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안에서 동사와 주어가 같은 층위에 있지 않으며, 서술어와 동사는 동일
하지는 않으나 위계적 체계 안에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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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인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은 문법 용어 자체를 문자 그 로 
해석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용어를 통해서만 개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념과 용어의 상호 연관성에 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목적만을 인지하여 목적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의 목적어
를 인지하고, 목적어와 목적의 관계에 해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문법 개념 
양상을 토 로 한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을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이때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이 학교급의 단절과는 관계없이 계속적ㆍ과정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신체
적ㆍ인지적 발달은 연속적이지만 교과별로 교육 내용을 영역별ㆍ학년별ㆍ학교급별
로 세분하는 이유는 교육 설계의 이점과 편의 때문이지, 실제 학습자가 그렇게 분
리되기 때문이라거나 학습자에게 각각을 분리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김은성, 2005:132).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학교급 공통의 상위 
목표로 상정하고 학교급별로 연계된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2. ㆍ 학교 문법 교육의 연계

출생 후 첫 18개월 동안을 제외하면, 초ㆍ중학교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과 중학교 1학년 학습자는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 시기에 개
인의 발달상의 변화인 ‘사춘기의 변화’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라는 ‘학
교급의 변화’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김태은, 2014:3). 초ㆍ중학교 전환기의 학습자
들을 규모로 조사한 김태은(2014)에 따르면, 전환기의 학습자들은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다른 학년의 학습자보다 큰 불안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학업적 측면, 즉 증가하는 과제의 양과 어려워지

학습자의 문법 개념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

(1)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1)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

(2)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2)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3)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3)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표 Ⅳ-1】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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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 내용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큰 차이로 꼽았으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학업이었다.91) 특히 학교급의 전환기에 교과 학습에 한 태도ㆍ학교 적응
력ㆍ학교 행복감 등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은 학
교급 전환기상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어려움을 학습자 혼자 견뎌 내어야 하는 것으
로 여기기보다, 공교육 차원에서 민감하게 응하여 학습자의 학습 능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계성은 일차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가 되는데, 
‘연계’ 혹은 ‘연계성’은 교육과정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최근의 국어과 
교육과정, 이른바 7차ㆍ2007 개정ㆍ2009 개정 교육과정 모두 교육 내용의 학년 
간, 학교급 간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주된 개정의 이유로 삼았으며, 연계성 
강화를 개편의 방향으로 밝혔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10학
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묶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학년군별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연계성 강화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선언적 성격이 짙다. 여전히 교육과정 개발자
나 교과서 개발자들이 문법 지식을 주관적ㆍ임의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민현식, 2007:296)이다. 초등학교에서 문법 교육을 최 한 자제하다 중학
교에서 갑자기 방 한 문법 지식과 개념을 제시해 온 결과, 언어적 호기심이 풍부
한 초등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에 주목하여 탐구해 볼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중학교
에 진학하여, 어렵고 부담스러운 암기의 상으로 문법을 접하게 된다.92) 이것이 

91) 김태은(2014:56-65)에서 초등학교 6학년 584명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초ㆍ중학교의 차이로 학습 난이도 상승 및 학습량 증가(36.7%)를 꼽았
으며, 해당 초등학교의 인근 중학교 1학년 264명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같은 항
목에 해 ‘학습 난이도 상승 및 학습량 증가’가 가장 높은 응답률(27.5%)을 보였다. 이
는 학습자들이 체감하는 학교급 간의 차이에서 교과 학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들이 중학교 생활에 해 걱정하고 있는 것 중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 역시 ‘학업에 한 고민’이었다. 약 42%의 학습자들이 중학교
에 가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공부에 뒤처지는 것, 학습량이 증가하는 것,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 공부 방법에 해 모르는 것’ 등에 해 걱정하고 있었다.

92) 이와 관련하여 이승왕(2012)에서도 6학년과 7학년은 학습자의 발달 과정상 한 개 학년 
차이를 보이지만,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 그리고 교육과정이 상세히 구현된 교
과서의 학습 활동의 제시 방식 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분명 1-9학년이 공통 
교육과정이고 10-12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1-6학년의 초등 교육
과정과 7-12학년의 중등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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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학습자들이 문법 교육에 하여 체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게 되는 
것과 연결됨은 물론이다.

초등학교 문법 교육과 중학교 문법 교육은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하
여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문법이라
는 학문에 잘 적응하고 모어 화자로서의 문법 능력93)이 발달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초등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가 기초적인 문법 개념을 인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학교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문법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본격적인 문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곧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의 연계
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세형(2011:48-49)에서 문법 영역의 성취기
준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성취하게 될 ‘상위 문법 능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들을 서로 연관 지을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견
지에서 본고는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이라는 공통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급별 차
별화되면서도 상호 연계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2. 교육  활용의 방향

2.1. 등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 발달을 한 잠재력 신장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 교육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초등학교 교육 혹은 
초등 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정효 외, 
2005:117).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93) 문법 능력이란 지속적으로 학문적인 정련이 필요한 개념이나, 본고는 구본관(2010b:190)
에서 문법 능력을 ‘국어에 한 이해 능력과 실제 언어에 한 탐구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한정한 논의를 수용한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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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에서는 ‘기초 학습 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중시된다. 엄태동
(2003)에서는 초등 교육이 듀이가 말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즉 ‘메타 학습’을 
겨냥하여야 하며, 중등 교육의 폐단을 뿌리 뽑을 방법도 초등 교육이 중등 교육과
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교육 목적과 기능을 제 로 실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는 김정효 외(2005)에서 초등 교육의 목표 범주 중 하나로 ‘학습의 기
초’ 범주를 상정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이 범주는 ‘자연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
고, 이해한 내용을 학문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를 마련하며, 이를 위해 기초적인 
여러 가지 학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기초 학습 능력, 학습하
는 방법의 학습, 학습의 기초’ 등의 논의를 토 로 하면, 초등 교육에서는 ‘본격적
인 학습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것’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근접발달영역이란 ‘아동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에서 결정되
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 혹은 더 능력 있는 또래들과의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Vygotsky, 1980; 정희
욱 역, 2009)’를 일컫는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학습은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거나 친구들과 협동할 때만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발달 과정들을 일
깨운다. 이러한 과정들이 내면화되면 그것들은 아동의 독립적인 발달적 성취의 일
부가 된다. 따라서 보다 넓은 근접발달영역을 가진 아동이 훨씬 좋은 학업 성취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학습의 기반을 충실하게 다진 학습자
가 이후의 본격적인 학습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문법 교육 차원에서 강조해 온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 내에 문법 영역이 처음 설정된 4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1 개정 교육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

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른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밑줄 표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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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까지의 초등 문법 교육의 목표는 【표 Ⅳ-2】와 같다.94) 

역  초등 문법 교육은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ㆍ기본 지식 이해’
와 ‘국어 사용 상황에서의 활용’, ‘언어 현상 탐구’, ‘국어에 한 적극적ㆍ긍정적인 
태도’를 목표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류성기(2000)는 7차까지의 초등 문법 
교육의 목표와 제도 및 내용에 해 고찰하고, 국어지식 교육의 지도 범주를 다음
과 같이 나누었다. 
94) 이 중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년 통합 목표가 설정되었기에 초등학교 수준의 문법 교육

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95)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초등 수준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학년군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알고 낱말과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ㆍ표현하는 초

보적 지식을 익히며 국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다. 

3-4 

학년군

  국어의 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를 넓혀 나가며, 자연

스러운 문장을 생산하고, 국어 현상을 즐겨 관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5-6 

학년군

  국어의 구조에 대한 핵심적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낱말ㆍ문장ㆍ

담화를 생산하며 국어 사랑의 태도를 지닌다. 

교육과정 영역 목  표

4차 언어 -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5차 언어 -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6차 언어 -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7차
국어

지식

-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

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007

개정
문법

-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

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

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2011

개정95)
문법

-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

도를 기른다.

【표 Ⅳ-2】교육과정별 초등 문법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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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 인지 범주 
② 지식 활용 범주
③ 지식 탐구 범주
④ 가치 형성 범주

초등 문법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② 지식 활용 범주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Ⅱ
장에서 초등 문법 교육에서의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법 
지식과 용어의 제시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① 지식 인지 범주 관련), 기능 영역
과의 결합이 느슨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② 지식 활용 범주 관련), 모어 화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문법 지식의 탐구와 내면화 신 지식의 단순 식별과 적용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③ 지식 탐구 범주 관련)이 확인되었다.96)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생활에 한 흥미와 호기심, 적극적ㆍ긍정적인 태
도를 갖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④ 가치 형성 범주 관련).97) 

기실, 김은성(2012:73-74)은 초등 학습자가 문법 학습 상황에서 지니는 특징으
로 첫째, 언어에 한 호기심이 중등 이후의 학습자들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점, 
둘째, 교실 내 안내자와 또래 동료에 한 신뢰와 인내를 가진 지극히 성실한 협
업자라는 점, 셋째, 문법 학습에 해 이미 만들어진 편견에서 최 한 자유롭게 언
어 문제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8) 그러면서 ‘초등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교실에서 체계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초등 문법 교육의 몫(김은성, 2012:74)’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초등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개념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하기보다 지
96) 최근 교육과정 들어 ‘문법에 한 탐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 문법 교육

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97) 지식과 감정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한 폴라니(Polanyi, 1958)는 지식이 발견, 확

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열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허경철 외, 2001:92-94).
98) 초등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정효 외, 2005:394). 

㉠ 면담이나 설문지, 수업 촬영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동들이 ‘재미있는 것’
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에서 아동은 다음 시
기를 향한 변화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존재’임을 보여 준다. 

㉢ 초등학교 교육에서 아동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를 바라며’,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한 더 많은 관심을 받
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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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생성된 맥락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이
병규(2012)에서 초등 국어 문법 영역의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의 원리로서 제안한 
‘과정성의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법 지식 자체를 직접 설명하여 한 가지만
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식을 생성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병규, 2012:240).99) 이때, 
해당 지식이 발생한 역사적ㆍ학문적 맥락을 그 로 복원할 수는 없더라도 그와 유
사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필요(심영택, 2004:375)가 있다. 초등 학습자의 모어 화
자로서의 자질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련의 문법적인 경험100)들은 궁극적으
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의 상위 목표로 
상정한 바, 초등 문법 교육 차원에서 ‘학습의 기반’으로서 ‘문법 개념 발달의 잠재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식 인지 범주’와 ‘지식 탐구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01) 

(1) 기  문법 개념 인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분류와 분석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이 규, 1994:418-419), 
품사와 문장 성분은 분류를 바탕으로 한 범주적 개념이다(박인규, 2013:15).102) 품

99) 김 행(2007)에서는 초등학교의 문법 교육이 언어가 갖는 구체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보아 ‘수행 중심의 시기’라고 명명한 바 있다.

100) ‘지식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단순히 기억
해야 할 상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민병곤, 2006:7).’

101) ‘가치 형성 범주’의 경우 ‘지식 인지 범주’와 ‘지식 탐구 범주’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반
영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본고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102) 박인규(2013:15)에서는 문법 개념을 형성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유형
      기준
층위

범주적 개념
분석적 개념물리적 특성 의미

음운 음운 체계, 음운 변동 - 음운
단어/어휘 - 어근, 접사, 품사

의미 관계, 어휘 유형
형태소
어절

문장 - 문법 요소, 문장 성분 문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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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문장 성분 개념을 가지고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단어 단위 이상의 언어 세
계를 단위별, 특성별로 범주화하며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초등 문법 교
육에서부터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현식(2007, 2008b)에서도 초등 문법 교육에서 품사 및 문장 성분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학교 단계에서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영어 
교육의 간섭이 심각하며, 품사와 성분 개념이 가지는 도구어로서의 가치가 상당하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초등학교에도 품사 및 문장 성분 개념의 지도 도입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103)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품사 
및 성분 교육에 하여 민현식(2008b:193)에서 구체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9품사 용어 -> 국어사전 활용 학습
 3학년 1학기: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도입
 3학기 2학기: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도입

②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7성분 용어 -> 문장 분석 학습
③ 중학교 1-3학년: 9품사 하위 2차 분류의 품사 개념 도입/문장의 확

초등학교 저학년에 아홉 품사를 전면 도입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일곱 성분을 
도입하자는 이상의 논의에서 ‘문법 지식과 용어’의 중요성에 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지식과 용어의 제시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는 품사의 경우, 명사ㆍ동사ㆍ
형용사를 각각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강인순ㆍ서현석(2009:21)에 의하면, 4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민학
103) 이는 초등 단계에서부터 문법을 강조하는 미국의 모국어 교육과 조적이다. 미국에서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강조되는 문법 개념 교육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Tompkins,  
2005:570-576; 민현식, 2011:243에서 재인용)
① 단어의 품사(parts of speech)
② 문장의 성분(parts of sentences)
③ 문장의 유형(types of sentences)
④ 문자 쓰기(capitalization)와 구두점(punctuation)
⑤ 표준영어 교육(Standard English)과 어법(usage)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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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경우 극히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되,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표현ㆍ이해의 기능을 위한 측면에서 교육할 것이므로 결코 수준을 넘거나 
문법 용어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급의 문법 교육에서는 기초ㆍ기본 개념에 한 교육이 먼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법 용어와 개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숨기고 학습 시기를 늦추
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타당한 이해와 사용을 돕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 보듯, 학습자들은 이미 국어의 문법 개념을 영어의 문법 개
념으로 우회하여 이해하거나 용어 자체에 한 직관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고가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Vygotsky, 1986; 윤초희 역, 2011:368).’라는 지적
처럼, 기본적인 문법 개념과 용어의 학습은 상위언어 능력의 발달로 학습자가 막
연히 알고 있을 문법 개념에 한 명시성을 높이며 문법적 사고를 구체화한다.

(2) 기  문법 개념 탐구

‘유의미성(meaningfulness)’은 ‘한 개념과 다른 개념들 사이의 연결 혹은 연합의 
수’로 설명되며, 많이 연결될수록 그 개념은 학습자에게 더욱 유의미하게 된다(주세
형, 2008:91). 본고는 Ⅲ장의 분석을 통해 유기적 연결을 위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단어와 문장,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지어 이해하였다는 점
이 그것이다. 실제로 품사와 문장 성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이라
는 속성은 이 다층적ㆍ복합적인 개념들을 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품사 및 문
장 성분이라는 지식이 생성된 맥락을 보면 애초에 이 둘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품사
는 ‘parts of speech’ 혹은 ‘word class’의 번역어로, ‘parts of speech’를 통해서는 
품사가 문장의 어떤 일부임을 알 수 있으며, ‘word class’를 통해서는 품사와 단어
의 관련성, 품사가 단어를 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arts of speech’
에 품사를 나누기 위한 상한선에 한 정보가 들어 있다면, ‘word class’에는 그 하
한선에 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최형용, 2010:64). 이 중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품사를 정의하는 경우, 품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sentence constituents)’을 
의미하게 된다. 김건희(2014)에서도 이러한 품사의 원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현  국어의 문법적 개념을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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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면 초등 학습자도 충분히 품사와 문장 
성분을 관련지어 탐구해 볼 수 있다. 특히 범주화와 추론은 상을 달리하며 초등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탐구 기능으로,104) 과학 교과에서는 일찍이 과학
적 탐구를 강조해 왔다. 현행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는 1단원 학습 전에 ‘기초 탐
구 활동 익히기’라는 기초 단원을 따로 설정하여 ‘관찰, 측정, 분류, 추리, 예상, 의
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에 해 다루고 있다. 5, 6학년에서는 ‘통합 탐구 활동 익히
기’라는 기초 단원에서,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105) 교과 통합을 지향하는 초등 교육의 특수성을 토 로 
할 때, 초등 학습자를 상으로 언어 현상을 다양하게 탐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 , 학습자가 가진 품사와 문
장 성분의 범주 정보를 토 로 단어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확장되는 것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106) 

아이즈너(Eisner, 1994)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오직 규칙 지배적인 구문론을 
강조하는데, 이럴 경우 아동들은 모든 문제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관념을 암
묵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방법 및 
과제를 완수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요컨 , ‘정답을 알고 있는 타인들이 기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Eisner, 
1994; 박승배 역, 2003:127). 김광해(1997)는 지식의 특성으로 지식 자체가 유동
적ㆍ선택적이며, 언어 현상에 관한 완벽한 지식은 현재로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탐구 학습을 제안한 바 있다.107)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법 

104) 새천년 시 의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문제는, 세계에 관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
며, 그 정보들을 연결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Morin, 
1999:55).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개념을 조직하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
하는 범주화와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105) 과학적 탐구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최선영ㆍ강호감(2002)을 참조할 수 있다.
106) 학생들이 한 개념을 유의미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있는 정보의 요소들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의 관련성
을 구성해야 한다(Glynn & Yeany & Britton, 1991; 권성기 외, 2000:6).

107) 성인과 비교한다면 초등 학습자의 탐구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강문봉(1996:80)에서 지적하였듯, 초등 학습자 역시 그들 나름의 판단 근거에 기초
하여 탐구를 수행한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는 그들에게는 최선의, 고급의 지식
을 학습한다는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엄태동, 2003:91). 다만, 초등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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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단순히 습득하기보다 잠정적 가설이자 전형적인 속성을 지닌 원형이라는 
문법 개념의 특성을 담보로 문법을 경험108)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2. 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의 정교화

초등학교급에서 다양하고 유기적인 탐구 경험을 통해 신장된 문법 개념 발달의 
잠재력은 중학교급에서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문법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게 하는 
토 가 된다. 중학교 단계는 초등학교 단계보다 지식을 정교화하고, 고등학교 단계
에서 이루어져야 할 폭넓고 심도 있는 문법 탐구 활동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익
혀야 할 개념 및 지식을 차분히 다져야 하는 단계(주세형, 2011:49)이다. 이는 헤
겔(Hegel)이 진보를 3단계로 분류하여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
이라고 부른 것을 화이트헤드(Whitehead, 1929; 유재덕 역, 2003:36-39)가 지적 
진보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과 상통한다. 그가 논의한 ‘교육의 리듬’을 학교급별 문
법 교육과 관련지어 본다면, 초등 수준 문법 교육은 지식이 체계적인 절차에 좌우
되지 않고 활기찬 신기함(novelty)을 유지하는 ‘낭만의 단계’에, 중등 수준 문법 
교육은 이전 단계를 통하여 모호하게나마 이해된 사실(facts)을 토 로 정확한 형
식화(formulation)를 추구하는 ‘정 의 단계’에 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09)  

이러한 견지에서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중학교 문법 교육 층위
에 활용할 때에 ‘문법 개념의 정교화’가 강조된다. 이는 초등학교 문법 교육에서 확
산적으로 경험한 문법 개념을 하나의 초점으로 수렴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110)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와 그들의 사고 과정에 한 지식을 토 로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서 
그들의 탐구 수행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가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의미하는 언어에 한 파악이 교사에
게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8) 남가영(2008)에서 논의한 ‘문법 탐구 경험’은 문법적으로 사고하는 동시에 문법을 문
법답게 다루어 보는 경험으로서 문법적 사고를 동반한 수행의 경험이다. 문법 탐구 경험
에 한 자세한 논의는 남가영(2008)을 참조할 수 있다. 

109) 최종적인 성공으로서 다시 낭만의 단계로 돌아가는 ‘일반화의 단계’는 고등 수준 문법 교
육에 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110) 기실, 문법 개념의 정교화가 가능하려면 정교화 이전에 학습자가 가진 문법 개념에 
해 교사가 풍부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태은(2014)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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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문법 개념 활용의 방향으로 문법 개념의 정교화를 상정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문법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1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품사 및 문장 성분 
관련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인식의 간극이 매우 크고, 서로의 교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
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가 추상적ㆍ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가정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설문에 중
학교 교사들 부분이 동의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중학교 교사가 판단하는 학습자의 수준
과 실제 학습자의 배경 지식ㆍ선행 학습 수준과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
서 중학교의 문법 교사는 초ㆍ중학교 전환기 문법 학습자의 언어적 현재를 이해하여 학습
자가 본격적으로 문법이라는 학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1) 중학교 교사들은 초등 학습자가 어떠한 문법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남가영(2013)에서 문법 수
업이 주로 교과서의 구성과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중학교 교사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고의 1차 조사 상이었던 중학교 국어 교사들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교사1] (초등학교 문법 교육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학생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
[중-교사2] 중등 교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 거의 알지 못하고 선수 학습한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 잘못된 개념(오개념) 등에 한 지
식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다.

학  년 성취기준 세부 내용

중학교 

1-3학년군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단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해 보는 경험은 국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국어

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어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시킨 뒤 품사별 특성에 맞게 

올바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 등 국어 

활동에서 틀리기 쉬운 현상을 중심으로 품사별 특성을 지도하여 문장 생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단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밑줄 표시 연구자)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5-6학년군에서 배운 기본 문장 성분의 이해를 부속 성분에까지 확대하고 

문장의 확대를 다루도록 한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은 종결 방식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국어의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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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중학교 문법 수업에서는 10종의 국어 교과서가 활
용되고 있다. 각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품사 단원의 경우 품사 분류의 기준을 알
고 품사를 분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초등 문법 교육과의 차이점은 각각의 
품사를 분류하는 세부 기준(형태ㆍ기능ㆍ의미)이 명시되고 많은 양의 문법 용
어112)가 등장하며, 이들에 한 탐구 능력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문장 성분 단원의 경우 주성분과 부속 성분 각각을 알고 문장에서 찾아내는 것
이 주된 내용이었다. 초등 문법 교육과는 다르게 주성분ㆍ부속 성분ㆍ독립 성분ㆍ
보어ㆍ관형어ㆍ부사어ㆍ독립어와 같은 새로운 문법 개념과 용어가 등장한다. 다만, 
교과서별로 문형에서의 표지나 문장에서의 기능을 제시하는 등 표상 방식에서 다
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단어에 하여 명확한 정의를 해 놓은 교과서는 한 종뿐이었다. 단어에 해 학
습자 나름의 개념들이 정립되어 있는 바, 이에 의존하여 품사 개념을 도입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엄 한 의미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교수

112) 가변어ㆍ불변어ㆍ체언ㆍ용언ㆍ수식언ㆍ관계언ㆍ독립언ㆍ명사ㆍ 명사ㆍ수사ㆍ동사ㆍ형용사
ㆍ관형사ㆍ부사ㆍ조사ㆍ감탄사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연결되거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안기는 방식으로 확대됨을 이해

한다.(…후략…)                                    (*밑줄 표시 연구자)

개  념 교과서별 기술 양상

단  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김태철 외, 비상교육)

품  사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놓은 단어의 무리(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단어의 갈래(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을 이루는 여러 단어들을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방민호 외, 지학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갈래(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어를 나눈 갈래(이관규 외, 비상교육)

단어가 지닌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이삼형 외, 두산동아)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것끼리 묶어 분류한 단어의 갈래(남미영 외, 교학사)

단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이도영 외, 창비)

【표 Ⅳ-3】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상의 단어, 품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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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습 차원에서라도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 로 
품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품사의 경우, 초등 문법 교육에서와 달리 상위개
념인 ‘품사’와 하위개념인 ‘명사ㆍ 명사ㆍ수사ㆍ동사ㆍ형용사ㆍ관형사ㆍ부사ㆍ조
사ㆍ감탄사’ 사이에 기능별로 품사를 묶은 일종의 ‘중위개념’인 ‘체언ㆍ용언ㆍ수식
언ㆍ관계언ㆍ독립언’이 등장한다. 

체언의 경우 교과서별로 체언과 관련지은 개념들이 달랐다. 교과서에 따라 주어

개  념 교과서별 기술 양상

체  언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오는 단어(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주로 다른 말의 꾸밈을 받는 단어

이다. (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 주어 등의 기능을 한다.(김태철 외, 비상교육)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누가/무엇이), 동작의 대상(누구를/무엇을)을 나타

내거나 ‘되다/아니다’ 앞에서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말(방민호 외, 지학사)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체언으로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을 어찌하다’에서의 ‘무엇’과 같이 주로 주어

나 목적어로 쓰입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

니다.(이삼형 외, 두산동아)

문장에서 무엇이나 무엇을 등 주어, 목적어, 보어의 구실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남미영 외, 교학사)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킴(이도영 외, 창비)

명  사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김태철 외, 비상교육)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노미숙 외, 천재교육)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방민호 외, 지학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사람이나 사물 등 일정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관규 외, 비상교육)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삼형 외, 두산동아)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남미영 외, 교학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도영 외, 창비)

【표 Ⅳ-4】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상의 체언, 명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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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적어ㆍ보어 등과 같은 문장 성분과 관련짓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뒤에 
조사가 붙고 다른 말의 꾸밈을 받는다는 특징과 관련지었다. 명사에 해서는 일
반적으로 ‘구체적인 상이나 추상적인 상의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
타내는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학습자들은 보통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름만을 
명사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기술하는 편이 
학습자의 명사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  념 교과서별 기술 양상

용  언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단어(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주로 서술하는 말로 쓰이고,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김태철 외, 비상교육)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누가/무엇이) ‘어찌하다’, (누가/무엇이) ‘어떠하다’

와 같이 주로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 안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말(방민호 외, 지학사)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어찌하다’나 ‘어떠하다’와 같이 주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용언은 문장

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변화어인데, 이러한 용언의 형태 변화를 활용이라

고 합니다.(이삼형 외, 두산동아)

문장에서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쓰이며 형태가 변한

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남미영 외, 교학사)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가리킴(이도영 외, 창비)

동  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김태철 외, 비상교육)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노미숙 외, 천재교육)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방민호 외, 지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관규 외, 비상교육)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삼형 외, 두산동아)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남미영 외, 교학사)

사물이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이도영 외, 창비)

【표 Ⅳ-5】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상의 용언, 동사, 형용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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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의 경우, 다양한 기술 양상을 보였다. 초등 문법 교육에서와 같이 ‘어찌한다’, 
‘어떠하다’라는 형태적 정보를 주는가 하면, 주어와 관련짓거나 문장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는 동사와 형용사를 곧바로 가리키거나, 
형태가 변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도 하였다. 동사의 경우 교과서마다 체로 
유사한 기술 방식을 보였다. ‘움직임’이라는 의미적 속성이 기술되었는데 ‘ 상’ 또
는 ‘사람이나 사물’로 그 움직임의 주체가 달리 표현될 뿐이었다. 형용사도 거의 
유사한 기술 방식을 보였는데 ‘ 상’ 또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다는 의미적 속성의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단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장에 해서도 명시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교

형용사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김태철 외, 비상교육)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노미숙 외, 천재교육)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방민호 외, 지학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사람이나 사물 등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관규 외, 비상교육)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삼형 외, 두산동아)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남미영 외, 교학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도영 외, 창비)

개  념 교과서별 기술 양상

문  장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적 형식(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이관규 외, 비상교육)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에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도영 외, 창비)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이관규 외, 비상교육)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남미영 외, 교학사)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이도영 외, 창비)

【표 Ⅳ-6】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상의 문장, 문장 성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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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가 부분이었다. 문장의 정의를 기술한 교과서는 그에 한 설명이 체로 
일치하여,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 ‘완결된 내용’,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는 속성을 
담고 있었다. 단어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상에 합의된 정의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교
수ㆍ학습의 국면에서 학습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장에 한 개개인의 개념과 문
법적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초
등 교육의 교수 방법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정효 외, 2005:188). 초등 교육에서는 【그림 
Ⅳ-1】과 같이 상반된 두 특성인 개체성과 공식성이 서로 포개지면서 모종의 새로
운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림 Ⅳ-1】초등 교수 방법을 통해 조망한 초등교육의 성격(김정효 외, 2005:188) 

문장뿐 아니라 문장 성분과 주성분 자체에 한 설명도 절반의 교과서만 기술하
였다. 이들은 주로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골격이 되는’, ‘필수적인’ 등의 수식
어로 주성분을 기술하고 있었다. 주어에 한 설명의 경우 초등 문법 교육에서와 
같은 방식인 형태적 표지 위주의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더해 동작의 주체, 
설명의 상이라는 특징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목적어에 해서는 ‘무엇을’이라는 
형태적인 표지, 또는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ㆍ동작의 상’이라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Ⅲ장에서 보았듯,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습자들이 목적어를 이
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위ㆍ동작의 상’이라는 표현에 
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인지할지에 한 실제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서술어에 
한 설명의 경우, 10종의 교과서 중 서술어를 동사ㆍ형용사와 관련지어 기술한 교
과서가 단 한 종(이도영 외, 창비)뿐이었다는 것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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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체로 ‘서술하다, 풀이하다’ 등
으로 서술어의 기능 측면에 한 언급만을 하거나, ‘주어의, 상에 한’ 등으로 
주어의 존재를 전제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  념 교과서별 기술 양상

주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방민호 외, 지학사)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주  어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김종철 외, 천재교과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김태철 

외, 비상교육)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노미숙 외, 천재교육)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방민호 외, 지학사)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

타내는 것(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관규 외, 비상교육)

한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과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주로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어 나타난다.(이도영 외, 창비)

목적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풀이하는 말이 표현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

상이 되는 말(김태철 외, 비상교육)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의 대상(노미숙 외, 천재교육)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방민호 외, 지학사)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대체로 체언에 조사 ‘을/를’이 결합하

여 나타난다.(이관규 외, 비상교육) 

문장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주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이도영 외, 창비)

서술어
‘어떠하다’, ‘어찌한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성분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주어의 상태, 동작,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김종철 외, 

【 표 Ⅳ-7】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상의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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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중학교 문법 학습자들은 초등학교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문법 개념을 
세부적인 수준까지 접하고 있었다. 문법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학습자
의 능력은 ‘현재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누적적으로 보태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
식에 한 인식의 수준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이관희, 2009:218).’라
는 지적처럼, 중학교급의 문법 교육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과 용
어의 일차원적 누적 신, 다채로운 문법적 경험과 조망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 개념
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3. 교육  활용의 구체화

김정효 외(2006:395)에서 언급하였듯, 아동의 성장은 단순히 특정 공간에 속해 
있다거나 일정 시간 경과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문법 개념 역시 자연적으로 성숙하기만을 기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필연적ㆍ의식적으로 발달하도록 문법 교육으로써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학습자
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목표와 방향에 해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Ⅳ-2】와 같다. 

천재교과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말(김태철 외, 비상교육)

대상에 대한 설명(노미숙 외, 천재교육)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방민호 외, 지학사)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주어의 동작 또는 상

태, 성질을 풀이하는 기능(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말(이관규 외, 비상교육)

주어의 움직임, 상태, 현상 등을 서술하는 말,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로 이루

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

다.(이도영 외,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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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본 절에서는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유형,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유형,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을 각각 반영하여,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중심 교육 내용을 제안한
다. 초등학교 문법 교육 층위는 ‘기초 문법 개념 인지’ 및 ‘기초 문법 개념 탐구’에, 
중학교 문법 교육 층위는 ‘문법 개념의 정교화’에 중점을 둔다. 이때 모든 유형에
서 활발한 개념 양상이 나타난 ‘명사’와 ‘주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보이고자 한다.

3.1.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  범주화’ 심 교육 내용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유형은 어떠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속성ㆍ기능적 속성ㆍ의미적 속성을 해당 개념의 필요충분 속성으로 인지하여, 하나
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교육 내용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

모어 화자의 

상위 언어 

능력으로서의 

문법 개념

초등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한 잠재력 신장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매개로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 연계

중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의 

정교화

(1)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 (1)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

(2)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 (2)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3)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 (3)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그림 Ⅳ-2】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교육적 활용 목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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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다양한 속성에 근거하여 여러 차원으로 범주화하는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로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명사 및 주어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명사와 
주어를 어떠한 속성에 기초하여 범주화하였는지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
들은 명사의 경우, 체로 ‘가시적인 형태’라는 형태적 속성, ‘문장에서의 역할과 위
치’라는 기능적 속성,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는 의미적 속성에 기초하여 범주화
하였다. 주어는 ‘특정 조사와의 결합’이라는 형태적 속성, ‘문장에서의 위치와 호응 
관계’와 같은 기능적 속성, ‘화자의 언급 상, 동작주 또는 행위자’라는 의미적 속성
을 기초로 범주화하였다. 

이상을 토 로, 먼저 초등학교급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 세계에서 출발한 범
주화 활동을 통하여 명사와 주어에 한 기초적 개념을 인지하고 탐구하도록 한
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은 명사에 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는 의미적 속성
을 중심으로 이해하며 ‘나, 친구(이름), 책상, 연필, 바다’ 등 눈에 보이는 친숙한 
사람과 사물만을 명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 양상을 반영하여 초등 학
습자의 수준에 맞게 먼저 주변에서 명사 개념을 찾고 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구성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명사 개념의 속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찾은 낱말들의 공통
점을 찾도록 한다. ‘형태 변화 여부, 글자 수, 주로 보이는 장소, 문장에서의 위치
와 역할’ 등과 관련된 답변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주어를 ‘화자의 언급 상, 동작주 또는 행위자’로 인
식하고, 서술어가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학  년 학교급별 목표 내용 요소의 예

초등학교

5-6학년군

-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를 위한 

잠재력 신장

◦ 단어의 특성을 생각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단

어 분류하기

◦ 분류한 단어들의 공통점 찾기

◦ 문장의 특성을 생각하여 문장 나누기

◦ 문장의 각 부분의 기능 이해하기

중학교

1-3학년군

-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를 위한 

개념의 정교화

◦ 일정한 기준에 따라 품사 범주화하기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장 성분 범주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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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학습자의 언어적 직관에 적합한 기초적인 주어 개념은 ‘행동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113)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들어간 문장을 구성해 
보도록 하고,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 주어의 속성을 이해
하도록 한다. ‘형태, 문장에서의 위치, 설명의 상, 행동하는 자’와 등과 관련된 
답변을 예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급에서는 학습자가 찾은 속성을 형태적 속성ㆍ기
능적 속성ㆍ의미적 속성으로 정치하게 분류하지 않는다. 문법 개념이 가지는 다양
다기한 속성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자신의 언어생활과 관련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초등학교급에서 명사와 주어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과 ‘행동
의 주체’로 각각 범주화하여 기초적으로 인지하였다면, 중학교급에서는 이러한 개
념을 정교화한다. 명사와 주어의 속성에 해 토의한 뒤에 각각의 속성이 형태적 
속성인지, 기능적 속성인지, 의미적 속성인지 나누어 보고, 좀 더 영향력이 있거나 
고정적인 속성을 찾는다. 이때 주어의 경우 행동뿐만 아니라 상태나 성질의 주체
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어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한다.

113) 이와 관련하여 김은성(2007b)에서 소개된 「문법은 아름다운 노래」를 참조할 수 있다.
“저런 것 본 적 있니? 연약한 식물이 괴물을 삼킨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주어’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주체란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보어’라고 하
지. 왜냐하면 동사가 표현한 생각을 보충하며 완성해주는 말이기 때문이란다(Orsenna, 
2001; 정혜용 역, 2006; 김은성 2007b:373에서 재인용).”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단어의 특성을 생

각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단어 분류하기

◦ 분류한 단어들의 

공통점 찾기

(1)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

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을 적어 봅시다.

(2) (1)에서 적은 낱말이 두 개 이상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3) (1)에서 적은 낱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문장의 특성을 생

각하여 문장 나누기

◦ 문장의 각 부분의 

기능 이해하기

(1)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여

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2) 이 문장들에서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이며, 어떠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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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법 체계 내의 계  추론’ 심 교육 내용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유형은 어떠한 개념을 다른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여기에
서 더 나아가 개념을 문법 체계 내에서 위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

, 문장 안에서 동사와 주어가 같은 층위에 있지 않으며, 서술어와 동사는 동일하
지는 않으나 위계적 체계 안에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으로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활용될 수 있다.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일정한 기준에 따

라 품사 범주화하기

(1)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어 봅시다.

(2)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3) 그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그 특성에 따라 다음 단어 중 명사를 찾아봅시다.

◦ 일정한 기준에 따

라 문장 성분 범주

화하기

(1) 주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어 봅시다.

(2) 주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3) 그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그 특성에 따라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봅시다. 

학  년 학교급별 목표 내용 요소의 예

초등학교

5-6학년군

-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을 위한 잠재력 신장

◦ 단어와 명사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과 명사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과 주어의 관계 추론하기

◦ 명사와 주어의 관계 추론하기

중학교

1-3학년군

-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을’ 위한 개념의 정교화

◦ 단어와 품사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과 품사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과 문장 성분의 관계 추론하기

◦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추론하기

◦ 품사 체계 내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 성분 체계 내의 관계 추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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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를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명사 및 주어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문법적 기능은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 사이에서 연결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 역시 명사와 주어의 관계성에 해서 나름 로의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 로 하여, 먼저 초등학교급에서는 추론을 통해 기
초적인 문법 개념 체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단어와 
명사의 관계’, ‘문장과 명사의 관계’, ‘문장과 주어의 관계’, ‘명사와 주어의 관계’에 

하여 탐구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중학교급에서는 문법 개념의 체계를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단어
와 품사의 관계’, ‘문장과 품사의 관계’, ‘문장과 문장 성분의 관계’,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품사 체계 내의 관계’, ‘문장 성분 체계 내의 관계’에 하여 탐구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품사 개념과 문장 성분 개념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
여 이러한 추론을 여타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 
체계 내의 관계 및 구조에 한 이해에 학습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문
장’을 사용하여 ‘명사(품사)’를 설명해 봅시다.”와 같이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개념을 설명하도록 한다.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단어와 명사의 관

계 추론하기

◦ 문장과 명사의 관

계 추론하기

(1) 다음 낱말들 사이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은 무엇입니까?

(2) 그렇다면, 다음 문장들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 문장과 주어의 관

계 추론하기

◦ 명사와 주어의 관

계 추론하기

(1) 다음 문장들에서 ‘행동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2) 그렇다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단어와 품사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과 품사의 관계 

(1) 다음에 제시된 단어 중 명사는 무엇입니까? 

(2) 단어를 사용하여 명사(품사)를 설명해 봅시다.

(3) 그렇다면, 다음 문장들에서 명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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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법 용어와 개념의 계  이해’ 심 교육 내용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은 문법 용어를 문자 그 로 해석하여 한자 또는 
일상적 의미로부터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용어를 통해서만 개념
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념과 용어의 상호 연관성에 하여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이 유형은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로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명사 및 주어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명사와 
주어라는 문법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용어상의 한자를 문자 그 로 해석하여, 명사에 해서는 ‘수없이 많으며 누구에게
나 있는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 주어에 해서는 ‘문장의 주인공, 주인, 주가 되는 
말’ 등으로 이해하였다.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여 ‘주어지는 말’로 주어를 이해하기

추론하기

◦ 품사 체계 내의 관

계 추론하기

(4) 문장을 사용하여 명사(품사)를 설명해 봅시다. 

(5) 명사를 사용하여 다른 품사를 설명해 봅시다.

◦ 문장과 문장 성분의 

관계 추론하기

◦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추론하기

◦ 문장 성분 체계 내

의 관계 추론하기

(1)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2) 문장을 사용하여 주어(문장 성분)를 설명해 봅시다.

(3) 그렇다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4) 주어(문장 성분)를 사용하여 명사(품사)를 설명해 봅시다.

(5) 주어를 사용하여 다른 문장 성분을 설명해 봅시다.

학  년 학교급별 목표 내용 요소의 예

초등학교

5-6학년군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

계적 이해’를 위한 잠재력 

신장

◦ 문법 개념에 이름 붙이기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 이해하기 

중학교

1-3학년군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

계적 이해’를 위한 개념의 

정교화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에 대한 이해 정교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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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 양상을 바탕으로, 초등학교급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모어 

화자의 직관을 활용하여 문법 개념에 이름을 붙여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러한 ‘명명하기’는 언어가 사고의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인지적 
실천이 된다.114) 이어서 학자들의 용어를 소개하는데, 이때 한자를 병기하여 한자
어로 된 문법 용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115) 

중학교급에서는 교육 내용에 학습자들이 가진 문법에 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116) 학습자들이 축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인 ‘이름’, ‘주인/주인공’, ‘주어지
114) 김 행(2002:13)에 따르면, 사실적 지식에서 출발한 경험적 인지가 일반화되는 과정에

서 명명이 이루어지고, 이 명명된 지식은 개념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개념은 다시 추상화
를 낳고 이것이 다시 논리적인 세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15) 이관희(2009:211)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법 지식이 ‘체
계성’과 ‘과정성’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하였는데, 학습자가 먼저 문법 개념을 
나름 로 명명해 보도록 하는 것은 문법 지식의 속성 중 ‘과정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
다. 명명하기에 이어 학자들의 용어를 소개하고 문법 용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
도록 하는 것은 ‘체계성’과 관련된다. 

116) 학습자가 문법 개념에 하여 지니고 있는 앎의 양상은 교사가 학습자의 경험과 인지
적 수준에 하여 알아야 하는 것에 해당되며, 내용 교수법(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학
습자의 선행 학습 수준 그 자체’라기보다는 ‘교사가 판단하는 학습자의 수준(정지은, 
2007)’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보편적 준거 및 
개별적 준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주세형 외, 2012:521)’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
습자의 현재 앎의 수준의 ‘의미’와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
자가 어떠한 교과 내용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의미하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문법 개념에 이름 

붙이기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 이해하기 

(1) 다음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은 무엇

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2) 학자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을 이름이

라는 뜻을 가진 한자 ‘명(名)’을 활용하여 ‘명사’라고 부릅니다.

(1)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2) 학자들은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을 주인이라는 뜻을 가

진 한자 ‘주(主)’를 활용하여 ‘주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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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문법 용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즉 학습자의 사고 과정 및 논리에 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
다(서경혜, 2004:164). 

내용 요소 명사 및 주어 학습 활동의 예

◦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에 대한 이해 정

교화하기

- ‘명사’라는 용어와 명사 개념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

니까?

- ‘주어’라는 용어와 주어 개념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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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문법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이기에, 학습자의 언어에 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법 학습자의 문법적 
사고, 문법 개념의 발달 과정에 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직관적ㆍ경험적으로 문법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왔다. 초등 학습자의 경우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익혀 의
사소통을 잘하도록 하면 된다고 인식되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문법 영역을 최소화
하여 제시하고, 중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문법 교육을 하자는 논리가 받아
들여져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호기심이 풍부한 초등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에 
주목하고 탐구해 볼 경험을 제공받지 못한 채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렵고 부담스러운 
암기의 상으로 문법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중등 학습자가 문법 교육에 하여 
체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과도 연결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로서의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실제적인 탐색을 바
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 각각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연계된 문법 교육 내용
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문법 교육 전체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본고는 초등 문법 교육에서 기초ㆍ기본 개념으로서 지속적
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연구하였
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 학습자 152명을 상으로 하여, 개념의 속성ㆍ사례ㆍ체
계ㆍ용어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풍부한 자료를 토 로 학습자의 
사고를 타당성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전형적이거나 특색 있는 개념 양상을 보인 학
습자 12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초등 학습자의 품사와 문장 성분
에 한 개념 양상을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의 세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특정 속성
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유형은 학습자가 특정한 속성에 기초하여 문법 개념을 
일차원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기능적 속성에 기
초한 범주화’,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로 세분된다.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
론’ 유형은 문법 개념을 다른 개념과 자의적ㆍ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유형
은 각각 ‘다른 개념과의 동일시’,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의 연결’로 세분된다. ‘문
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유형은 용어에 한 학습자의 단편적인 해석에서 기인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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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이다. 이는 각각 ‘한자의 의미로부터의 이해’, ‘일상적 의미로부터의 이해’로 
세분된다. 

개념의 구성 요소 학습자의 문법 개념 유형

속  성

사  례

•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1)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①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단어 개념의 범주화

  ②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③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④ 형태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2)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①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➁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③ 기능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3)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범주화

  ①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단어 개념의 범주화

  ②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품사 개념의 범주화

  ➂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개념의 범주화

  ④ 의미적 속성에 기초한 문장 성분 개념의 범주화

용  어

•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1) 한자의 의미로부터의 이해 

  ① 단(單)을 단(短)으로 해석하여 단어 개념 이해

  ② 이름(名)의 무한성을 해석하여 명사 개념 이해

  ③ 주(主)를 해석하여 주어 개념 이해

(2) 일상적 의미로부터의 이해

  ① ‘주어지는 말’을 해석하여 주어 개념 이해

  ② ‘목적’을 해석하여 목적어 개념 이해

체  계

•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1) 다른 개념과의 동일시

  ① 명사와 동일시하여 단어 개념 추론

  ② 명사와 동일시하여 주어 개념 추론

  ③ 동사ㆍ형용사와 동일시하여 서술어 개념 추론

(2)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와의 연결

  ① 문장과 관련지어 단어 개념 추론

  ② 구성 요소와 관련지어 문장 개념 추론

  ③ 주어와 관련지어 동사 개념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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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과 ‘초ㆍ중학교 문
법 교육의 연계’를 학습자의 문법 개념 활용의 목표로 상정하고 초등학교급의 경
우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한 잠재력 신장’으로, 중학교급은 ‘문법 개념의 정교화’로 
활용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
화’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중심 교육 내용,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중심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가능태를 실현태로 발현하는 일’임을 전제한다
면, 학습자의 문법 개념에 한 주목은 학습자의 문법 개념의 발달에 문법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된다. 본고는 모어 화자로서의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세 하게 포착하여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의 문법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초등 문법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초등 학습자의 문법 개념을 활용한 교육 내용




문법 개념 발달의 지향점

모어 화자의 

상위 언어 

능력으로서의 

문법 개념

초등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 발달을 

위한 잠재력 신장







‘문법 개념 발달 

촉진’을 매개로 

초ㆍ중학교 문법 

교육 연계

중학교

문법 교육 

문법 개념의 

정교화

(1) 특정 속성에 기초한 일차원적 범주화 ➟ (1) 다양한 속성에 근거한 다차원적 범주화

(2) 문법 체계 내의 직관적 추론 ➟ (2) 문법 체계 내의 위계적 추론

(3) 문법 용어의 축자적 이해 ➟ (3) 문법 용어와 개념의 관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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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학습자 인식 설문지>

                                   초등학교 6학년    반 이름: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가. 기초 질문
(1) 명사/동사/형용사를 언제, 어디서 배웠나요?

(2)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언제, 어디서 배웠나요?

(3) 영어를 언제부터 배웠나요?
    영어 학원을 다닌다면, 얼마나 다녔나요?

(4)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나요?

(5) 국어 학원에 다닌다면, 얼마나 다녔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어
떻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로 써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장차 초등 국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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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 ‘단어’에 한 질문
(1) 단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다음 문장에서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를 그려 주세요. 

 나-⓵ 명사
(1) 무엇을 명사라고 합니까?(명사가 무엇입니까?)

(2) 명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명사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명사의 예를 세 개 써 주세요. 

▷ 철수가 장미꽃을 나에게 세 송이 주었다.                  
▷ 오늘 아침부터 내린 눈이 집 앞 놀이터에 가득 쌓여 있다. 
▷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번

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국어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국어 수업 시간이 흥미롭다.

3 나는 ‘명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나는 ‘동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나는 ‘형용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나는 ‘주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 나는 ‘목적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나는 ‘서술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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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⓶ 동사
(1) 무엇을 동사라고 합니까?(동사가 무엇입니까?)

(2) 동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동사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동사의 예를 세 개 써 주세요. 

 나-⓷ 형용사
(1) 무엇을 형용사라고 합니까?(형용사가 무엇입니까?)

(2) 형용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형용사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형용사의 예를 세 개 써 주세요. 

나-⓸ 다음 단어들 중에서 명사는 ○ 동사는 X, 형용사는 △ 표시해 주세요.
바다 / 놀다 / 사람 / 여러 / 예쁘다 / 인천광역시

기억하다 / 새콤하다 / 아름답다 / 과자 / 일어나다 / 매우
몇 / 새롭다 / 깨끗이 / 버리다 / 앉다 / 흐르다

좋아하다 / 행복하다 / 열심히/ 건강하다 / 성실하다 / 어느/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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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장’ 관련 질문 

(1) 문장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문장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면 ‘ / ’표를 이용하여 나누어 보세요.

다-⓵ 주어
(1) 무엇을 주어라고 합니까?(주어가 무엇입니까?)

(2) 주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주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주어가 들어간 문장을 쓰고 주어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다-⓶ 목적어
(1) 무엇을 목적어라고 합니까?(목적어가 무엇입니까?)

(2) 목적어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목적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을 쓰고 목적어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⓵ 한복의 색이 곱다.
⓶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다가 왔다. 
⓷ 나의 장래희망은 훌륭한 교사이다.
⓸ 나는 향기가 좋은 꽃을 샀다.
⓹ 고래는 파충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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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⓷ 서술어
(1) 무엇을 서술어라고 합니까?(서술어가 무엇입니까?)

(2) 서술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서술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서술어가 들어간 문장을 쓰고 서술어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다-⓸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는 ○ 목적어는 X, 서술어는 △ 표시해 주세요.

① 햇살이 눈부시게 환하다.
② 넓고 깊은 호수는 바다만큼 위험하다.
③ 고양이에게 쥐가 잡혔다.
④ 할아버지께서 ‘설날에는 세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⑤ 고래도 포유류다. 
⑥ 그 선물을 준 사람은 바로 나였다. 
⑦ 우리 집 강아지가 너는 좋아하는 것 같다.
⓼ 어젯밤 하늘에서 수많은 별동별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⓽ 내 것이 아니다, 저 가방은.
⓾ 희한하게 형제 중에서 나만 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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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어 문법’ 개념도(마인드맵)
를 그려 봅시다.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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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r Con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Learners 
: focusing on Part of Speech and Constituent of Sentence

Kim, M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correlated educ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learners by exploring the grammar 
con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learners just before entering junior high 
school. The current elementary education curriculum does not focus on 
grammar education at the elementary levels. Therefore, learners do not get 
enough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grammar conceptions 
until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nhancement of elementary learners’ grammar conceptions can strengthen their 
grammar abilities and improve their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learning 
grammar. 

In Chapter Ⅱ, theoretical analyses on grammar conception and the current 
education content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the aspects of 
elementary learners’ grammar conception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grammar conceptions for elementary learners and the necessity 
to examine the aspects of learners’ grammar conceptions. 

In Chapter III,　the grammar con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learners are 
understood based on conducting a survey of 152 learner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ammar conceptions with respect to nouns, verbs, 
adjectives, subjects, objects, and predicates in parts of speech and 
constituents of sentence as basic and primary concepts in elementary grammar 
education. To examine how learners understand grammar concepts, the 
question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examples, systems, and terminologies 



- 132 -

of concepts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 Ⅱ. Twelve learners showing 
typical or distinguishing aspects in conceptions are interviewed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n learners’ perspective with abundant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ammar con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learners 
regarding parts of speech and constituents of sentenc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one-dimensional categorizations based on certain characteristics, 
intuitive inferences within the grammatical system,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 terminology. First, the ‘one-dimensional categorizations based on 
certain characteristic’ refers to the unidimensional categorizations of learners, 
which is subdivided into (1) semantic characteristic, (2)　 functional 
characteristic,　 and　 (3) formal characteristic. Second, ‘intuitive inferences 
within the grammatical system’ refers to the intuitive connections of grammar 
concepts with other concept. This type is subdivided into inferences by 
identifying with other concept and inferences associated with language unit of 
other level. Third, ‘literal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 terminology’ refers to 
the aspects of knowledge from fragmentary interpretations of learners with 
respect to terminology. It i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s from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daily meaning of terminology. 

In Chapter IV, 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grammar conceptions is 
suggested for the enhancement of learner’s grammar conceptual development. 
The direction of the use of the learner's grammar conception is composed of 
the ‘elementary school grammar education, that is the potential improvement of 
grammar conceptions’ and ‘junior high school grammar, that is the elaboration of 
grammar conceptions’. The correlated education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consists (1) the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 based on 
various attributes-centered education content’, (2) the ‘hierarchical inference in 
the grammar system-centered education content’, (3) the ‘relational understanding 
of grammar terminology and concepts-centered educational content’. 

This paper opened up the new discussion by establishing the grammar 
conception in the contexts of grammar education and grasping a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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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earner’s grammar conception as native speaker in detail.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ce in this study trying to realize the interconnection of 
grammar educational content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in the 
mediating ‘the promotion of learner’s grammar conception development’.

Key words: Grammar Education, Elementary Grammar Education, Learner’s 
Grammar Conception, Part of Speech Conception, Constituent of Sentence 
Conception. 

Student Number: 2013-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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