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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문법 교육적으로 고찰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

형의 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의미 구성의 자원으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사화는 일차적으로 동사구·절이나 문장이 명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절차로,

명사와 동사의 범주가 결합된 혼합 범주의 속성을 띤다. 그중 핵심은 동사적 의미 범

주가 명사적 의미 범주로 변환된다는 데 있으므로, 명사화 구문은 결국 명사와 대동소

이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화는 명사와 달리 구·절, 문

장 등 여러 문법 단위에 걸쳐 의미가 실현되기 때문에 품사 지식부터 단어(어휘), 문

장, 더 나아가 담화 차원의 지식이 고루 관련될 수 있고, 관계적이고 동적인 사태를 내

적 안정성을 지닌 것처럼 이해하게 하는 특정 효과를 수반하면서 중요한 문법적 전략

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명사화는 형태와 내용, 의미 모두를 강조할 수 있는 교육 제재

로서 명사와 유사한 의미 범주적 특성을 띠면서도, 명사적 인식의 개입과 의미 범주의

변환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 명사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의미 기능을 지닌다. 그리

고 이는 명사화 고유의 의미 기능에 따라 적절한 사용역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의 개념 및 범주를 문법 교육

적으로 고찰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전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획

정한 명사화의 범위는 국어에서 전형적인 명사화로 다루어져 온 명사형 어미 결합 구

성은 물론, ‘것’ 구문, 속격 구성 및 명사 병치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절 등을 포괄하고,

명사화의 실행 주체인 언어 사용자의 언어 행위 또는 표현 의도에도 주목한다. 또한

언어 표현 과정에서 명사적 인식이 개입됨으로써 이전에 없던 개념이 등장하여 앞선

내용을 요약하거나 지칭하는 것, 또는 분산되어 있던 내용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

어 주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 결과로 텍스트에서 논리의 연쇄를 형성함으로써 강력한

응집성을 실현시키는 것 등을 주요 의미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 및 범주 설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명사화 의미 기능이 실

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오류 및 특이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숙련자가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고 그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이며, 이에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을 살피기 위한 상위 범주는 ‘명제 내용 표현 측면’,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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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위 범주는 ‘명사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뿐만 아니

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방법적 측면까지 포괄한다.

이를 바탕으로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명사화 의

미 기능 교육의 목표는 어휘·문법적 자원을 고루 활용하여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게 구

성하고, 그에 따른 의미 기능을 사용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지식 중심’과 ‘사용 중심’으로 나누어 설정하였

다. 이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학습한 후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형식’만이 아니라 ‘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에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역시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로 대별

된다. 전자는 명제적 지식으로서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

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이 핵심이 되고, 후자는 방법적 지식으로서 ‘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 등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 맥락이 핵심이 된다.

본 연구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의 문법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명사화 의미 기

능이 학습자의 정교한 의미 구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명사화 고유의 의미 구성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의미 기능

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언어화하는 고급 수준의 모어 화자를 길러 내는 데에도 주요

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 교육, 명사화, 의미 기능, 의미 구성, 사용역

* 학 번 : 2013-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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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문으로 실현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문법

교육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정교한 의미 구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

용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1)

인간의 언어 사용은 자신이 경험하는 혹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개념이나

범주로 분절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화 과정 중의 개

념화나 범주화는 언어가 지니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법

영역에서 원리 및 전략이 되는 지식으로서 ‘언어의 본질’ 관련 내용(민현식, 2011:239)

은 대개 ‘언어의 기호성·자의성·사회성·규칙성·역사성·창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언어로

써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양한 의미화 과정으로 표상된다는 점은 부각되기 어려웠

다. 그뿐 아니라 이미 상당 수준의 언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모어 화

자에게는 언어가 복잡하고 정교한 의미화 과정이라는 것이나 그에 관여하는 문법 지식

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절차적(procedural) 지식’2)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는 ‘언

어 사용이 곧 의미의 생성’이라는 등식과 이 등식이 모어 화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적용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화 과정과 그에 소용되는 지식이 말 그대로 ‘자동화된 절차적 지식’인지

다시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문법 지식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통한 의미화

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자체가 우선은 생득적

1)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문법 지식은 크게 ‘문법 형태’와 ‘문법 의미’로 구분될 수 있

다. 이 중 문법 의미란 문법 장치들이 가져오는 의미 현상으로서 언어 표현이 전달하는

문자적(literal), 의도적(intended) 의미를 포괄한다. 이 문법 의미는 다시 문장 차원과 담화

차원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음운적/문자적 의미, 어휘적 의미, 형태·통어적 의미가 포함

되고, 후자에는 결속 의미, 정보 관리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가 포함된다(민현식,

2009a:8-9).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이들 문장 차원과 담화 차원 모두에 걸쳐 의미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문법 지식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2) 이때 ‘절차적’의 의미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지닌 학습자들이 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모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절차적 지식의 특징이 바로 자동적 활성화(이춘근, 2002: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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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의미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미는 기본적으로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언어 사용을 의미 구성 과정과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 사용 그 자체만

이다.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는 ‘어떤 의미화’인가, ‘무엇을 위한 의미화’인

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 사용

과 의미화 과정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기보다는 언어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언어 사용과 같

은 ‘실제적 양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그에 기여하는 지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3)

이러한 관점에는 문법 교육에서 가장 중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의미

와 문법의 관계임을 전제하는 문법교육관4)이 바탕이 된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의미의

실현은 각 문법 단위별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언어

를 통한 의미의 실현을 온전히 살피기 위해서는 문법 층위별, 혹은 언어 단위별 의미

를 분절하여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각 문법 단위별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도출되

는 과정(김윤신, 2014:365)에 주목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유용한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이다.

언어 사용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언어 사용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개념화나 범주화5)는 명사의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명사의

3) 이에 대한 근거는 주세형(2005a, 2005b)에 잘 제시되어 있다. 주세형(2005a:224-225)에 따

르면, 모어 화자에게 문법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언어활동을 수

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므로, 자동화된 문법 지

식이라고 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의미 구성 행위’에 대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을

부각하였다. 문법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의미를 구

성하는 전략이기도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 주세형(2005b:38)에서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에서 생득적 언어 능력만을 근거로 삼게 되면 ‘잘 하고 있는 학습자의 능

력을 문제 삼아, 그 능력을 지식으로 재기술하여 교육의 형태로 강요’하고 있는 셈이 된

다고 하면서 이미 알아서 습득한 것 이외에도 학습할 것이 존재한다고 역설하였다.

4) 의미와 문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문법 지식의 수행성을

높일 수 있다(주세형, 2005b:82)는 이점이 있다.

5) 기존에 범주성이 반영된 교육 내용은 주로 ‘품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민

경(2015)에서는 ‘범주’로서의 품사는 철저히 기억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가 ‘품사’라

는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능’으로서의 품사는 ‘언어 주체의 언어화에서 발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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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만으로는 모어 화자가 의미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언어적 자원―어휘적 자원, 문

법적 자원―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명사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

되, 어휘 차원의 내용어만이 아니라 구(phase)·절(clause), 문장 등 여러 문법 단위에

걸쳐 의미가 실현되는 명사화가 유용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명사형 어미나 의존 명사(‘것’), 속격 조사(‘의’)가 결합하는 등 다양한 구문의

형태로 실현되고, 그 구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됨으로써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의 역할

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화 구문의 구성과 그 이후 문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법 지식이 관여하게 된다. 이는 의미를 실현하는

데 어휘적 자원만이 아니라 문법적 자원이 함께 소용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명사화는

명사와 달리 총체적인 의미 구성 방식을 학습하기에 좋은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명사화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 기능적 측면에 있다. 명사화는

관계적, 과정적, 동적인 사태를 내적 안정성을 지닌 것처럼 이해하게 하는 특정 효과를

수반하면서 중요한 문법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사화는 어휘적

차원만이 아니라 구나 절, 때로는 문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사적 의미

범주가 명사적 의미 범주로 변환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하면서도 언어 표현의 기제나 방식, 효과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며, 그에 따라 명사화 고유의 의미 기능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문법 교육적으

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요컨대 명사화는 형태와 내용, 의미 모두를 강조할 수 있는 교육 제재로서 언어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점이 된다. 또한 동

일한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명사의 의미 기능 대부분을 이어받으면서도 명사적 인식의

개입과 의미 범주의 변환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 명사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의미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이는 명사화가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는 물론, 독특한 의미 기능

에 따라 적절한 사용역(register)6)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는 언어형식의 역할’로서 확장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제민경, 2015:151)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관점에서 범주화는 어떤 표현 대상을 명사적 표현으로 명명함으로써 일정한 의

미 분류 체계가 형성되어 다른 개념들과 의미적 관련성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의 품사 관련 지식이 범주화의 ‘결과’를 교육 내용에 적용한 것이라면, 본고에서는 범주성

이 실현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6) ‘사용역’이란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으로서 사회·문화

적 기준에 의해 같은 부류로 인식되는 ‘장르’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는 데 사용(남길임,

2009:166)된다. 이 사용역의 세 가지 변수는 ‘장(field)’, ‘주체(tenor)’, ‘양식(mode)’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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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명사화 고유의 의미 구성 방식과 그 효과로 수반되는 여러 의미 기능을 적재적소

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논리적·창의적

사고를 언어화하는 고급 수준의 모어 화자를 길러 내는 데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명사화와 명사화 의미 기능의 개념 및 범주

를 정립한다.

둘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

습자의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문법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

육 내용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본고의 연구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시사점

을 도출해 본다. 본고의 핵심적인 연구 문제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 두 가지이기에

먼저 ‘명사화’와 관련한 국어학계의 연구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초점을 달리하여 명사

화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국어에서 명사화는 관점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온바, 본고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명사화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 온 만큼 명사화 관련 논의

의 사적 흐름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본고의 핵심 연구 문제

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 관련

논의는 다시 명사형 어미 ‘-음’, ‘-기’에 관한 것, ‘것’ 구문에 관한 것, 명사화 자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국어 문법에서의 명사화와 관련하여 명사화소7)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

은 참여자들의 활동과 그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주체’는 참여자들의 특성, 지위, 역할과

영구적이고 일시적인 역할 관계를, ‘양식’은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로서 수사학적 방법 등

텍스트의 상징적 조직, 지위 및 기능(Halliday & Hasan, 1989)을 의미한다.

7) 명사화소란 한 문장으로 하여금 명사의 자격을 갖게 하는 요소인 ‘-음’과 ‘-기’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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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현배(1961), 채완(1979), 임홍빈(1974), 심재기(1980), 권재일(1981, 1982), 홍종선

(1983), 우형식(1987), 최형기(1991), 신은경(1995), 김일환·박종원(2003), 김일환(2005),

성낙수(2014) 등을 들 수 있다.

명사화 내포문을 이루는 문법 요소로서 ‘-음’과 ‘-기’가 지니는 차이점은 크게 두 가

지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 첫째로 최현배(1961), 채완(1979), 권재일(1981, 1982) 등에

서는 이들 ‘-음’, ‘-기’가 상위문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교체되는 것으로 보았고, 임홍빈

(1974), 심재기(1980), 홍종선(1983) 등에서는 ‘-음’, ‘-기’ 각각의 고유한 의미 특성에

따라 문장 구성이 제약된다고 보았다. 즉, ‘-음’과 ‘-기’에는 특유의 의미 특성이 함축

되어 있는데, 이는 ‘-음’ 또는 ‘-기’ 명사화가 상위 서술어의 특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우형식(1987), 최형기(1991)에서는 ‘-

음’과 ‘-기’가 상위 서술어에 제약을 받거나 호응 관계를 지니는 등의 양상을 나누어

살펴 각 명사화소별로 구분되는 의미 영역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상기한 초기 논의뿐만 아니라 신은경(1995), 김일환·박종원(2003), 김일환(2005) 등에

서도 명사화소로서 ‘-음’과 ‘-기’의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논의로 이어지면서는 선행 어기와의 결합 관계,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관계, 조사

와의 결합 관계 등과 같은 명사형 어미 내부 결합 관계를 비롯하여 명사화소와 상위

서술어와의 공기 관계, 범주 변환과의 관계, 문장 종결형으로의 쓰임 등 논의의 대상이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공히 ‘-음’과 ‘-기’

가 지니는 형태적 속성뿐 아니라 의미적 기능까지도 두루 살펴 두 명사화소 간 공통점

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음’과 ‘-기’에 대하여 철저히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것들로, 언

어 사용자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의 국면이나 맥

락이 소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은 선행 어기로 동사나 형용사 모두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반면, ‘-기’는 동사를 어기로 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김일환, 2005:47)

든가, 이는 ‘-음’의 의미적 특성이 [+사실적, -미래적, +명사적, -구체적, -특수적]인 데

반해, ‘-기’의 의미적 특성은 [-사실적, +미래적, -명사적, +구체적, +특수적]인 것(최형

기 1991:115)과 관련이 있다든가 하는 사실이 모어 화자인 문법 학습자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어떻게 실용적인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한편 ‘-음’, ‘-기’와 같은 명사화소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

다. 이 ‘-음’과 ‘-기’는 동사의 서술성을 유지한 채 명사적 기능을 부여하는 특성(신은경,

1995:24)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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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로 ‘것’이나 그 밖의 보문명사 구문8)에 대해 다룬 연구는 강범모(1983), 김흥수

(1993), 김종복·김태호(2009) 등이 있다. 먼저 강범모(1983)에서는 보문소, 보문명사, 상

위 서술어를 포함한 보문명사 구문이 보문의 사실성을 결정하는 양상을 기술하는 과정

에서 ‘-{는} (것)’ 구문9)이 [+사실성]의 자질을 지님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에

서술어와 보문소의 분석에 한정되어 있던 연구의 흐름에서 더 나아가 보문명사까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김흥수(1993)에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의 관점에서 동사적 상황이나 명제가 명사

적 속성을 갖게 되는 것에 주목한다면 명사 파생, 속격 구조10), ‘것’ 구조도 명사화의

인식 위에서 고려할 수 있다(김흥수, 1993:93)고 하여 명사화의 범위를 비교적 뚜렷하

게 밝히고자 하였다. 그뿐 아니라 명사화의 여러 유형이 동사적 상황에 대해 문체적

변이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유형 간 통사 절차의 차이가 어떤 의미 기능의 차

이로 나타나는가의 문제, 화자의 인식과 표현 양상 등 명사화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등을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김종복·김태호(2009)에서는 ‘것’의 의존 명사적 기능, 보문자로서의 기능, 명사형 어

미로서의 기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과 ‘-음, -기’와의 구조

적·기능적 차이를 밝혀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것’ 보문의 ‘-음, -기’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음, -기’와 ‘것’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각각 목적격

조사 ‘을(를)’과 결합하는 ‘것’ 구문의 ‘-음, -기’로의 교체 가능성, ‘(이)라고’와의 결합

가능성 등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것’ 구문의 문법적 특징 및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문법 요소가 아닌 명사화 자체에 대한 논의로는 심재기(1980), 이

8) 국어 문법 연구에서 명사화 보문소로 언급된 것은 사실상 그 종류가 더 많았다. 박병수

(1974)에서는 ‘듯, 척, 터, 줄, 뿐’까지 명사화 보문소로 보았고, 앞서 살펴본 ‘-음’과 ‘-기’

를 문장을 명사화시키는 요소로 추가하여 명사구 보문의 보문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사구 보문을 형성하는 보문소로 ‘-은’과 ‘-을’이 설정된 경우도 있다

(최형기, 1991:100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 ‘명사화 구문’이란 문장 내에서

명사로 기능하되 그 형성 방식이 단일한 단어에 접사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라 구

나 절의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9) ‘것’ 구문과 관련하여 ‘-는 것(이다)’ 구문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신선경(1993), 안주호

(1997), 홍사만(2006), 박나리(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 논의는 국어에서의 문법화

현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중 홍사만(2006)은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10) 명사화 구문과 관련하여 속격 조사 ‘의’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의로는 김흥수(1994), 신선

경(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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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982), 김흥수(1995), 신선경(2005), 김미자(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의들

을 통해서는 명사화 구문의 형태·통사적 구조 및 속성, 의미 기능, 표현 효과, 구문 생

성 및 이해와 관련한 한계 등 다각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본고에서 특

히 주목한 논의는 김흥수(1995)와 신선경(2005)이다.

명사화의 유형과 분포를 점검하고 명사적 표현의 담화 기능과 문체 양상을 살피고

자 한 김흥수(1995)에서는 명사화가 동사적 구조·표현과 명사적 구조·표현을 문체적

관련형으로 이어 주면서 담화·문체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것, 의미·

화용·문체의 관점에서 명사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여러 명사화 유형 간의 기능적 관

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명사적 문체는 문장 이상의 담화·텍스트 수준에서도

실현되는 만큼 명사화 또한 담화·텍스트에서의 양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흥수, 1995:131)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명사화

전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신선경(2005)에서는 그동안 글쓰기 교육에서 명사적 표현이 동사적 표현에 비

해 더 추상적이어서 글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해석에 있어

서도 여러 가지 중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적 표현을 지양하고

동사적 표현 중심으로 지도(신선경, 2005:298)해 온 것을 비판하였다. 사태에 대한 추

상화는 개념이나 사건, 과정 등의 분석과 설명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설명과 논증이 필요한 텍스트에서는 명사

적 표현을 통한 사태의 추상화가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추상화는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문체적 장치이자, 경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신선경(2005)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비판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명사 또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자.

명사화뿐만 아니라 명사의 의미 기능을 다루고 있는 논의를 포함하여 살피는 것은 명

사화가 명사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해 있는 까닭에 명사의 의미 기능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크게 명사 또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자체를 다룬

것, 명사의 유형별 의미 기능을 따로 다룬 것, 본고의 관점에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

는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을 다룬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명사 또는 명사화 자체의 의미 기능을 다룬 연구로 심재기(1980), 고춘화

(2009), 김의수(2014)를 들 수 있다. 심재기(1980)은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대한 초기

논의라는 점 외에도 해당 주제를 전면화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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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게’, ‘-애/-에’, ‘-이’ 등을 포함하여

‘-(으)ㅁ’, ‘-기’와 같은 명사 파생 접미사를 중심으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논하였다.

그러나 이들 접미사가 결합함으로써 해당 단어의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는 점을 주로

강조하고, 접미사별로 형태적 결합 특징이나 상호 구별되는 의미상 특징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존 국어학적 관점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명사화 구문

자체의 의미 기능을 밝혔다기보다 명사화와 관련한 기초 논리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춘화(2009)와 김의수(2014)는 명사에 보다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다. 전자의 경우 사

고력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을 명사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폈고, 후자는 명사

가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과정 및 양상을 통해 의미 범주로서 명사가 지니는 특성을 고

찰하였다. 이처럼 명사화가 아닌 명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나, 이들 논의는

본고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 범주를 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고춘화(2009)에서는 범주화와 명명의 과정, 개체와 부류에 대한 구별, 구체와 추상, 형

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언어로 표상된 것이 ‘명사’(고춘화, 2009:169)라고 하면서 명

사를 익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범주화, 개념화, 추상화, 판단 등의 사고

작용’(고춘화, 2009:170) 등으로 정리·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 김의수(2014)에서

는 명사가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과정 및 양상을 네 가지 차원―‘어휘부에서 통사부로

의 명사 도입 과정, 명사가 핵이 되어 명사구를 형성하는 과정, 명사구가 조사와 결합

하여 더 큰 통사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조사구가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법 기능이 허가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언급하였는데, 명사화 구문 역시 그 자체로

의미 관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문장에 내포됨으로써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므로 상호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러한 김의수(2014)

의 논의는 국어학적 시각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어서 학습자와 학습자의 문법 능력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명사의 의미 기능을 문법 교육적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고춘화(2009)의 논의도 전적으로 수용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물론 명사의 의미 기능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나,

교육 일반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문법 교육적인 의의도 함께 갖기 위해서는 명사의 의미

기능을 활용하여 또 다른 문법 능력의 향상이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명사의 유형별 의미 기능을 다룬 논의들로는 남기심(1991), 우형식(1995), 김

요한(2004), 홍사만(2006) 등을 들 수 있다. 남기심(1991)과 우형식(1995), 홍사만(2006)에

서는 의존 명사를, 김요한(2004)에서는 고유 명사의 의미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1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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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심(1991), 우형식(1995), 홍사만(2006)은 명사화 구문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화 보문소

‘것’의 의미 기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남기심(1991)에서는 의존 명

사 ‘것’의 기능 중 지시 기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우형식(1995)에서는 의존 명사

‘것’의 분포가 상당히 넓은 것은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의 지시 범위가 넓고 수식하는 관형절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의미 기능에 의한 것(우형식, 1995:34)이라고 정리하였으며, 홍사만(2006)에서는 ‘것’의

분포적·의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덧붙여 중세·근대 국어에서의 분포와

의미도 함께 살펴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본고의 관점에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다른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을

다룬 논의로는 목정수(2007)이 있다. 목정수(2007)은 조사 ‘의’의 의미 기능을 밝힌 논의

로, 주로 ‘의’의 문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포적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의’에

대한 지위 부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의’의 의미 기능을 문법적 지위로부터

정립하고자 한 이러한 논의는 조사의 의미 기능이 그 문법적 지위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명사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명사화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

라 명사화의 의미 기능 역시 개별적인 명사화소 각각의 의미적 특성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명사 또는 명사화에 관한 논의 모두 실제 언어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언어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는 그동안 명사화가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사화가 문법 지식으로 다루어질 가능성과

가치를 탐색하고, 특히 그 의미 기능에 주목하여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정교한 의

미 구성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사화 의미 기능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

고자 한다.

11) 이들 중 김요한(2004)는 고유 명사의 특징을 언어학적 관점이 아닌 철학적 관점으로 살

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언어 사용의 문제가 의미와 결부되는 순간 논의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고 또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고와는 관점과 방향이 상이하여 명사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간략히 언급

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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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학습자들이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다양한 유형의 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

교한 의미 구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연구이다. 이에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핵심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하나는 문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

가 있는 명사화의 개념과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를 문법 교육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전제로서 본고에서 취한 명사화 교육의 관점을 드러낸다.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명사화와 관련한 교육 내용은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의 접사나

어미 관련 내용, 혹은 문장 단원에서의 내포문 관련 내용 등으로 상이한 목표 아래 분산

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기실 명사화에는 품사 지식부터 단어(어휘), 문장, 더 나아가 담

화 차원의 지식까지 관련될 수 있어,12) 현재와 같은 교재 체제에서는 명사화 관련 내용

을 독립된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나름의 확연한 교

육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단원의 학습을 거쳐 학습자가 스스로 명

사화 관련 지식을 구성해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문법 지식을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아래 체계를 갖추어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명사화는 구문 구성 시 다양한 문법 지식이 개입되고, 그 의미 기능

역시 다양하여 모어 화자의 직관만으로는 의미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물론, 그 도출 과정

을 설명해 내기가 어려우므로(김윤신, 2014:362), 고유의 교육 체계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에 우선은 명사화의 개념과 그 의미 기능의 범주를 정립하여 논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이론적 연구로 진행한다. 이때 주되게 참고하는 이론은 할리데이

(Halliday)로 대표되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의 명사화(nominalization) 관련 논의이다.13)

12) 본고에서는 ‘-음,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것’이 포

함된 구문, 조사 ‘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속격 구문, 여러 명사가 병치되어 구 구성으

로 실현되는 명사 병치 구문까지 명사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명사화 표현의

의미와 그 의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사화 구성 방식에 따른 의미화 방

식은 물론, 명사화 구문이 내포된 상위문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도록 한다.

13) 체계·기능 언어학에서는 언어 형식이 ‘사회적 맥락의 핵심 자질 표출’이라고 봄으로써 사

회와 언어의 연결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어교육 연구와 한국어교

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언어’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문법 교육 연구와 관련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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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Halliday, 2004)에 따르면 명사화는 명사와 동사의 범주가 결합된 새로운 유

형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실제 세계의 현상 범주가 아닌 의미 범주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명사화가 하나의 의미 범주라는 점에서 그 의미 기능은 동일한 의미 범주

에 속해 있는 명사와 대동소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사화는 명사 아닌 것이

명사로 되는 과정에서 명사적 인식이 개입된다는 점, 그로 인해 동사적 범주에서 명사

적 범주로 의미 범주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점 등이 독특하다. 이에 명사화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고,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를 정립하여 논의의 전제를 마련한다.

본고의 또 다른 핵심 연구 문제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

자들의 명사화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한다. 명사화 구

문 구성 및 의미 기능 실현과 관련하여 학습자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능력 중 어떤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법 지식들을 유의하게 다룰

수 있을지 논의한 뒤, 이를 통해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실제를 구성해 본다. 이후에

전개될 본고의 흐름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방 법

Ⅱ

장

Ÿ 명사화의 개념 및 특성 점검
Ÿ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 정립

- 관련 문헌

Ⅲ

장

Ÿ 명사화 실현 방식 및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
위 파악: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의 기

준 마련

- 숙련자 텍스트 분석

Ÿ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 의미 표현 방

식에 따른 명사화 및 그 의미 기능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해 텍스트 구성 과정별 분석 진행

- 학습자 텍스트 분석

Ⅳ

장
Ÿ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내용 설계

- Ⅲ장 분석 결과 활용

- 효과 검증 실험

<표 Ⅰ-1> 연구 방법

Ⅱ장에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명사화의 개념 및 특성을

점검하고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를 정립한다. 명사화는 관계적, 과정적, 동적인 사태를

내적으로 안정성을 지닌 것처럼 인식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상적 개념이나 용

었다(제민경, 2014:402). 체계·기능 언어 이론 전반에 대한 개괄은 정재훈(1999)를 참고할

수 있고,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할리데이의 학문적 배경 및 언어 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주세형(200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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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사용되는 전문적 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국어에서 전형적인 명사화로

다루어져 온 것은 명사형 어미 ‘-음’, ‘-기’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구성(김흥수, 1994:120)

인데, 본고에서는 이에 덧붙여 의존 명사 ‘것’이 명사화 보문소로 결합된 ‘것’ 구문, 속격

조사 ‘의’가 둘 이상의 명사구를 연결하는 속격 구문, 여러 개의 명사가 나름의 의미 관

계를 지닌 채 선·후행하는 명사 병치 구문 등 어떤 현상을 대상화하여 표현한 명사적

표현을 포괄하여 다루며, 기존의 ‘-음, -기’ 구성도 단어를 형성하는 파생 접사로서보다

는 문장 구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미로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명사화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장하여 살피는 이유는 본고의 핵심적인 연구 문

제가 명사화 구문의 의미 기능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사화와 관련하여 기존 국어학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명사형 어미 ‘-음’과 ‘-기’를 문법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수

용하는 방법은 ‘-음, -기’가 쓰이는 기제(명사적 인식의 개입)와 ‘-음, -기’로 구문을 구

성하는 구체적인 방식(명사화 구문 구성), 더 나아가 그렇게 구성된 구문이 지니는 문체

적 효과(명사화의 의미 기능)로까지 확장하여 다루는 것이다. 모어 화자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사형 어미’ 자체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언어 사용 과정에

서 실제로 소용되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Ⅲ장은 본고에서 가장 중핵적인 부분으로 실제 학습자들이 명사화 구문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Ⅲ장의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연구자 및 전

문가가 생산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과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를 파악한다. 숙련자의 글을 통해 언어의 형식적 차원에서 명사화 구문이 실현되는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숙련자들의 명사화 구문 구성 양상을 파악해 보고, 또 명사화의 의

미 기능이 실현되는 층위를 ‘명제 내용 제시 단계’와 ‘명제 내용 재구성 단계’14)로 나누

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의 목표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숙련자가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결과를

주제로 출간된 연구물이나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 Ⅰ-2>와 같다.

14) ‘명제’는 논리학과 언어학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대개 사람들이 지식을 기억하는 단위로

인식된다. 이 단위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van Dijk, 1980/정시호 역, 20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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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유형 대상 편수 구분기호

E PISA 평가 결과
보고서 관련 기관 연구원 4편

E-번호
연구물 연구자 및 교수 11편

<표 Ⅰ-2> 숙련자 텍스트 자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의 기준으로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

과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를 도출하였다. ‘명사화 실현 방식’은 명사화 구문 형성

차원과 문장 구성 차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으며,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는 명

제 내용의 제시 단계와 명제 내용의 재구성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텍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숙련자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명사화의 실현 방식에 상관없이 능숙하고 유연한 명

사화 사용 양상을 보이며,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양상이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숙련자들이 어떤 사태나 현상을 대상화, 범주화, 추상화, 객관화

시키기 위해 명사화 구문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이상에서 도출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실제 명사화 실현 양상

을 분석하여 명사화 구문으로 실현되는 의미 기능의 특성이나 오류 양상을 유형화하고

자 하였다. 실제 학습자가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얼마

나 고려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생성한 명

사화 구문을 명제 표현 방식 또는 텍스트 구성 과정을 기준으로 대별하고, 유형별로 어

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을 살피기 위한 상위

범주는 ‘명제 내용 표현 측면’,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명제 내용 표현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실현한 의미 기능은 ‘명제의 대상화 관련 양상’,

‘명제의 개념화 관련 양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두 번째 항목인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의 의미 기능은 ‘의미의 범주화 관련 양상’, ‘내용의 요약화 관련 양상’으

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에서의 의미 기능

은 ‘객관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 ‘전문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과학 탐구 보고

서(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주최, 학생 탐구 발표 대회 입상작)이다(아래의 <표 Ⅰ-3> 참

고). 대상 자료로 선정한 텍스트는 중·고등학교급별 각 30편씩이나, 한 학습자당 보고서

한 편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요약서 한 편을 함께 제출한 관계로 분석 대상 텍스트는

총 120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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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텍스트 수 구분기호 비고

중학교급 30명 60편 M-번호 보고서: X-na

요약서: X-nb고등학교급 30명 60편 H-번호

<표 Ⅰ-3> 학습자 텍스트 자료 (과학 탐구 보고서)

분석 대상 텍스트로 과학 탐구 보고서를 선정한 이유는 과학 탐구와 이론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과학 언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명사화이기 때문이다. 과학 언

어는 ‘개념의 명명과 분류를 위한 동사의 명사화’, ‘현상에 대한 수식화와 수량화’, ‘조작

적 정의와 동작성 서술어의 빈번한 사용’, ‘은유와 유추의 사용’(신선경, 2009:35-36) 등을

특징으로 지니는데, 이때 명사화의 사용이 매우 핵심적이다. 또한 해당 텍스트가 보고서

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나 결과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텍스

트로,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관찰 및 평가가 수반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다. 그러나 사실 과학 보고서는 전문적 묘사, 정의, 설명, 예시,

풀이, 절차, 해석, 평가 등 다양한 결과물이 중첩되어 나타난 다중 장르 산물(Knapp &

Watkins, 2005/주세형 외 역, 2007:15)로서,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 역시

다양하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고서는 정보를 입증하고 전달하기 위해 엄정한

논리와 실증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어휘 및 문장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정미숙,

2005:238)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15)

그러나 이러한 분석 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과학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이 일반적으로 평균을 상회할 것이기에 해당 텍스트로 얻은 분석 결

과를 문법 교육 전체로 확장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과학 탐구 보고서’의 ‘우수성’은 문법적 측면이 아닌 과학적 측면에서 판단된

결과이기에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명사화가 텍스트의 장르성을 실

현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장르성 자체도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과학 탐구

보고서는 분석 대상으로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는 본고에서 의도하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핵심이 명사화의 의미 기능과 그에 따른 문체적 효과가 비단 ‘과학 글

쓰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장르에서도 필요에 따라, 맥락에 따라 활용되게끔 하는

15)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숙련된 필자로 상정한 연구자들의 학술 텍스트―보고서 및

연구물―와의 비교 절차 역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과학 탐구 보고서’

는 미숙련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장르적 특성상 학습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학술 텍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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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16)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거쳐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실제로서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인다. 이에 Ⅳ장의 각 절에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제를 제시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어휘·문법적 자원을 활용한 정확한 명사화 구성’, ‘명사

화의 다양한 의미 기능 파악’, ‘명사화 의미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사용 맥락 선택’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은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에 따

른 교육의 실제는 명사화의 구성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명사화 구문 구성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는 문법 지식과 명사화 구문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 관련 지식이 핵심이 된다. 두 번째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중심’은 명사화의 사용

맥락, 즉 사용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명사화 구문 또는 명사화 의미 기능에 대한 명제적

지식만이 아니라 방법적 지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관련 교육 내용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

용 층위’ 관련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를 보

인다.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교육 내용은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

화 및 전문화’로 나눌 수 있고,17)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 교육 내용은 명사화 의

미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을 텍스트 구성 과정을 고려하여 ‘명제 내용 생

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앞

서 논의한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 관련 내용 및 지식의 총화로서 모어 화자 학습자들에

게 명사화에 대해 교수·학습하여 고도의 언어적 감수성을 지닌 학습자를 길러 내고자

할 때 긴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

16) 이는 과학 텍스트에서의 명사화 사용 양상이 갖는 전이력에 주목한 결과이다. 즉, 본고

에서 분석하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의 실현 양상은 반드시 과학 텍스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사화는 다른 많은 텍스트 유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 표현 도구이나, 대개 문어 텍스트에서 자주 쓰인다는 점, 명사화의

기본적인 특성상 전문적인 글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 학습자의 의미 기능 실현 양

상에 기준점이 될 숙련자 양상과의 비교를 위해 장르적 특성이 유사한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과학 탐구 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7) 물론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이들 여섯 가지인 것만은 아니고, 본고에서 설정한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도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류는 명사

화 의미 기능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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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전제

1. 명사화의 개념 및 특성 고찰

명사화는 일차적으로 문장이나 동사구·절이 명사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절차로 정의된

다. 이러한 명사화 절차의 동기는 문장이나 동사구를 명사적 표현으로 재범주화하여

더 큰 구성 속에 내포시킬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김흥수, 1994:119). 즉, 명사화 구성에

는 동사적 명제나 사태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명사적 인식이 반영되는데, 이러한 특성

에 의해 명사화 구문은 그것이 속한 문장 내에서 동사로서의 문법적 역할과 명사로서

의 문법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혼합 범주의 속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명사화 구문

은 문장 내에서 명사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

명사의 속성을 지니지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든가 시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 내

면적 구조는 동사의 속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혼합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

사로서의 문법적 역할과 명사로서의 문법적 역할을 모두 지니는 명사화 구문은 형태·

통사·의미, 나아가 문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위에 걸쳐 유의미한 현상을 보이며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18)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명사화의 개념을 ‘동사적 범주에서 명사적 범주

로 의미 범주의 변환을 거친 것’으로 보고, 세부적으로는 형식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으

로 나누어 명사화의 개념과 범위를 획정하고자 한다. 먼저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 및

특성’에서는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명사형 어미 ‘-음, -기’ 결합형을 포함하여 의존

명사(‘것’)나 속격 조사(‘의’) 결합형, 명사 병치 구문 등―부터 그것이 문장에 내포되는

통사적 실현 양상을 통해 명사화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명사화의 ‘의미적 개념 및

특성’에서는 의미 범주의 변환이라는 명사화의 본질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

념을 제시하고자 한다.19)

18) 본고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주목한 것은 명사화가 이처럼 형태·의미·문체적 측면이

모두 두드러짐에도 일반적으로 통사 절차로만 인식되어 온 것(김흥수, 1993:93)에 문제의

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19) 물론 이들 형식적 측면과 의미(기능)적 측면은 실제 언어 사용 국면에서 거의 동시에 통

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고에서 설정한 명사화의 개념과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처럼 항목별로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필요에 따라

범주 간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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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식적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명사화라고 하면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송창선, 1990:212). 이러한 명사화는 국어에서 전형적으로 명사형

어미 ‘-음’과 ‘-기’20)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국어에서는 주로

명사형 어미를 통해 명사화가 실현되는 만큼, 명사화 구문은 필연적으로 명사형 어미

에 대한 탐색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어에서 명사화를 전담하는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음, -기’는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키거나 동사 본연의 서술성을 유지한

채 명사적 기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해 있다(우형식, 1987:120)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법 범주라고 하더라도 ‘-음’과 ‘-기’가 나타나는 분포나 고유 의미 등

에서 대소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계적으로 상호 대치시키면 그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표현하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즉, ‘-음’과 ‘-기’는

기능적으로는 동질성을 띠되 의미적으로는 이질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음’은 선행 어기의 품사에 제약이 거의 없으나, ‘-기’는 동사와 주로 결합하며,

형용사 어기는 관용적인 표현 또는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

다.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하는 이들 명사형 어미 ‘-음’과 ‘-기’가 어기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이러한 불균형성에 대하여 기존에서는 ‘-음’이 ‘-기’보다 [상태성]이나 [명사성]

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21) 따라서 ‘-음’만을 허용하는 동사들의

20) 본고에서 명사형 어미로 주목한 ‘-음,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도 기능한다. 언어 유형

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국어는 굴절어나 고립어 등과 달리 접미사가 발달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하며(구본관, 1993:117), 명사화에 있어서도 접미사의 역할이 작지 않다. 연구사

적으로도 명사형 어미 ‘-음’, ‘-기’와 명사 파생 접미사 ‘-음’, ‘-기’의 구분 문제도 종종

문제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시정곤(1993)에 따르면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음, -기’를 명사 파

생 접미사로서보다는 명사형 어미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다루고자 한다. 단어(어휘) 차

원에서 실현되는 명사화는 결국 개별 명사 어휘의 사용 양상과 구분되기 어려운데, 언어

사용자가 기존의 어휘부 자원을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것 전부를 ‘명사화’로 설명하

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21) 이는 ‘-음’형이 명사적 성격이 강한 명사화이며, ‘-기’는 동사성이 강하므로 바로 이어 오

는 용언과 의미 영역의 중첩이 많게 된다(홍종선, 1983:268-269)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

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결과적으로는 어째서 ‘-음’이 ‘-기’보다 [+상태성]이나 [+명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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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펴보면 발화 내용 당시나 현장의 상태가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

를 허용하는 동사들은 어떤 동작에 대한 시작 또는 진행, 끝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

다. 즉, 같은 명사적 표현 내에서도 ‘-음’은 명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기’는 그에 비해

동작성이 보다 강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명사형 어미 ‘-음’과 ‘-기’가 지니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각각 ‘개별적, 구체적, 실

제적’, ‘일반적, 추상적, 가상적’인 것으로 대별됨에 따라 ‘-음, -기’와 자연스럽게 공기

되는 술어 동사의 선택도 의미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음’이나 ‘-기’가 결합하여 구성되는 명사화 구문은 그 형태에 따

라 통사적 특성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22)

이와 관련하여 ‘-음’과 ‘-기’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주격이나 목적격 등의 격 표

지와 함께 내포절 전체를 명사화시킬 때,23) 선행 어기가 ‘-음’과 ‘-기’ 중 무엇과 결합

하느냐에 따라 형식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이들 어미에 따라 주절 동사가 결

정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뒤에 오는 주절 동사의 속성에 따라 어미가 결정되기 때문

(김미자, 2005:25)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각 어미가 이루는 구문의 형

식적 구조가 달라 의미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이

나 사태를 어떤 서술어로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음’과 ‘-기’ 중 하나로 명사화가 실

현된다는 의미이므로, 명사화 구문은 어떤 현상을 하나의 의미 단위(명사)로 압축하여

나타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상위 서술어)의 문제도 함

께 살필 수 있는 지점이 된다.24)

이처럼 명사화는 구문의 형태에 따라 통사적 특징이 달리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는

데, 이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구성된 명사화 구문이 어떤

가지는지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김일환, 2005:26)가 상존한다.

22) 이때 하나의 동사에 무조건 ‘-음’과 ‘-기’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결합된다고 볼 수는 없

는데, 이러한 선택 관계도 결국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명

사형 어미와 서술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언어 사용자가 표현하

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 공기 관계나 제약 관계가 고정되어 있어 자동

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23) 절 전체를 명사화한다는 것은 절 단위로 표현되는 ‘의미’를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 혹은

실체로서 처리함을 의미한다.

24) 그렇기 때문에 명사화는 다양한 언어 단위를 살피기에 유용하며, 명사화 자체를 일종의

단일한 의미 단위라고 할 때, 명사화의 구성 방식에 따라 그에 담기는 의미 함량의 정도

를 따질 수 있어 의미화 과정으로서도 흥미로운 특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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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에 내포되어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주목한 문장

단위에서의 명사화 특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따라 명사화의 개념은 어떤 구문이 문

장에 내포되었을 때, 그것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로도 가늠할 수 있

다. 즉, 어떤 명사화 표현이 명사의 원형적 기능인 ‘논항’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가 형

식적 측면에서 명사화의 개념을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필 때 필연적으로 문장 구성 과정이 전제되는

것과도 접맥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명사화 범주인 명사형 어미 ‘-음, -기’의

결합형에 덧붙여 ‘것’ 구문이나 속격 구문, 명사 병치 구문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명사화의 핵심적인 기제는 의미 범주 변환의 일환으로 동사나 형용사

가 명사로 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영향이나 변화에 있다. 그렇다면 명사화 보문소25)

라고 볼 수 있는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되어 구성된 구문이나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되

어 구성된 구문, 또는 여러 명사가 병치되어 나타나는 명사 병치 구성에서도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범주 변환을 보일 경우, 또 이렇게 구성된 구문이 그 자체로 문장 내

에서 명사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이들 또한 명사화 표현에 속한다(김흥수, 1994:121)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명사구와 명사절 모두가 명사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문법 교육 현장에서는 명사화와 관련한 교육 내용으

로 ‘-음, -기’로 실현되는 구성만을 주로 다루어 왔다. 물론 이들 내용은 단어 형성법

관련 단원이나 문장 구성 관련 단원에서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의미화

25) 보문소(complementizer)란 보문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보문은 국어에서의 문장 분류에

따라 문장의 접속화, 관계화, 보문화 등과 같은 구문법에 의해 구성되는 복문 중 하나로,

한 문장이 내부 성분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내포하고 있을 때 내포된 문장을 보문이라

고 한다. 보문이라는 용어는 상위문의 명사구나 동사구를 보충하는 하위문이라는 뜻(최

형기, 1991:101)으로, 문장 내에서 상위문과 보문의 경계, 즉 보문의 존재를 나타낸다.

한편 국어에서 둘 이상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삽입되어 포함되는 경우, 둘째, 두 문장이 대등한 연결 관계를 이루

는 경우, 셋째, 두 문장의 관계가 연결과 삽입 모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본고

에서는 의존 명사 ‘것’이 문장 내에서 보문소로 기능하는 경우를 이들 중 첫 번째 유형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주지하다시피 보문소는 보문을 상위문에

연결시킴으로써 보문 구성을 이루게 하는 구성 요소이다. 이 보문소는 명사구와 동사구

형태를 이루어 의미의 차이를 가지면서 상위문의 의미 형성에 관여하게 되는데 본고는

이 중 명사구 보문소에 주목하고 있다.



- 20 -

과정으로서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문법 요소로서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부각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명사화의 범위를 전형적인 명사화

방식으로 다루어져 온 명사형 어미 결합 구성을 포함하여, ‘것’ 구문, 속격 구성 및 명

사 병치 구문 등 다양한 명사구·명사절26)까지 확장하여 다루고자 한다. 각 구문별 특

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명사화 구문은 명사형 어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것’에 의해 구문 형태로 형성

될 수도 있다. 남기심(1989)에 따르면 ‘것’ 구문에서의 ‘것’은 보문절을 이끈다는 점에서

‘-음, -기’ 등과 함께 보문자로 분류되기도 하며, 동사를 명사화하는 기능 역시 갖고

있어서 ‘-음, -기’와 함께 명사형 어미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것’과 ‘-음, -기’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음, -기’와 달리 ‘것’은 독립된 단어라는 점,

‘-음’과 ‘-기’는 ‘것’으로 교체가 자유롭지만 ‘것’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음’이나 ‘-기’

중 하나로만 선택적 교체가 가능하다(김종복·김태호, 2009:182)는 점 등이 그것이다.27)

더 나아가 명사화 구문에는 조사 ‘의’로 실현되는 속격 구성이나 명사 병치 구문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격 조사 ‘의’는 그 명칭28)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사 간

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로서의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해석되어 왔으나,

명사구와 명사구의 수식 관계를 확증하는 문법 형태소(신선경, 1999:79)로도 기능할 수

있음29)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속격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통사적으로 명사(구)와 명

26) 이렇게 명사화의 범주를 확장시키면 다른 한편으로는 ‘S-{는} N’, ‘S-고 하는 N’과 같은

보문명사 구문이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사적 표현에서 명사적 표현으

로 의미 범주의 변환을 거쳐 대상화, 범주화, 객관화 등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되는 명사

화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문명사 구문은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

문명사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남기심(1989)와 강범모(1983)을 참고할 수 있다.

27) 이러한 차이는 ‘것’이 ‘-음, -기’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 다른 기능을 수

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가 곧 의미 체계라는 관점에서 언어 사용자가 명사화 구문을

생성할 때 ‘것’과 ‘-음, -기’ 두 가지 선택항 중 하나를 선택하였음을 뜻하며, 언어 사용

자가 ‘무엇’을 언어화하고자 하였는지, 어떤 ‘표현 효과’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

28) 조사 ‘의’에 대한 명칭은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매김자리토씨’나 ‘관형격 조

사’로, 의미를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격’ 혹은 ‘속격 조사’ 등으로 달리 지칭(신

선경, 1999:59)되기도 한다. 서정수(1994)에서는 ‘의’를 체언 관형화소로 분류하기도 하였

으며, 보다 최근에는 속격 조사 ‘의’가 격 표지가 아닌 보조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

(목정수, 2007; 한정한, 2012)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9) ‘의’의 기능은 단순히 의미적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 실현되는 명

사구들 사이의 통사적 관련성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의’는 두 개의 명사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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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가 관형적 관계로 통합된 것이라는 점, 세계의 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문장 형식

으로 그 의미가 표현되나 속격 구성도 기저 문장의 상황을 나름대로 표시하는 통사 형

식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속격 구성 명사화 구문은 통사적

으로 어떤 상황을 문장 형식이 아닌 명사구 간의 관형적 관계로 형식화하는 절차(김흥

수, 1994:126)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사 ‘의’로 형성되는 속격 구성이 명사화 구문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상황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이다. 결과적으

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속격 조사 ‘의’는 고도의 통사·의미적 명사화 기능을 수행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의미 요소를 추출하여 명사구로 범주화하고, 그들 간의

의미 관련에 따라 그들을 선행 형식과 후행 형식으로 배열(김흥수, 1994:127)함으로써

상황의 함축적 표현에 기여하게 된다. 속격 구성이 이처럼 함축적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은 결국 속격 구성이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본질적으로 속격 조사 ‘의’가 문제의 대상에 대한 존재 전제를 요구하는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홍빈, 1981)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속격 구성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명사 병치 구문이다.

관점에 따라 명사 병치 구문을 속격 구성에서 속격 조사 ‘의’의 비실현형으로 보는 경

우도 있고, 속격 조사 비실현형과 무표지 명사화를 따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

의 관점에서는 비실현형(명사구의 병치)이 실현형(속격 구성)보다 더 고도로 명사화된

것으로 보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선행 형식과 후행 형식의 어순 관계만으로 명사화가

수행될 수 있다(김흥수, 1994:127)고 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사 병치 구문

의 의미적 힘 역시 과정 혹은 특질을 명사화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이들

명사 병치 구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수식을 받거나 조사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애초에 과정이나 절차, 혹은 상태나 특성이었던 것들은 실체성을 지닌 사물로 해

석되는 명사로의 범주 변환을 겪으며, 나열된 명사들 사이의 의미론적 연결 관계를 획

득하게 된다.30)

결함으로써 각 명사구가 별개의 문법 단위가 아닌 하나의 문법 단위임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개 이상의 명사구가 연결될 때 이들 간의 문법적, 의미

적 관련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의’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신선경, 1999:61).

30)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히 명사 병치 구문은 중의적 해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의사소통

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명사(구)와 명사(구)의 의미론적 연결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문법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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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속격 구문과 명사 병치 구문은 다른 명사화 표현과는 달리 문장이나 동

사구의 통사와 의미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며, 이들의 명사화 정도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어휘적 명사화에 접근하는 단계라는 점, 이들 유형의 쓰

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이들이 명사화에서 갖는 특별한 위치를 엿

볼 수 있다(김흥수, 1994:11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명사화 개념과 범주를 아래

<표 Ⅱ-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은 명사화 구문 자체의 형

성과 관련된 ‘구문 형성 차원’과 명사화 구문이 문장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 구

성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명사화 구문 형성 차원은 기존의 명사화 범주인 명사형 어

미 ‘-음, -기’ 결합형을 포함하여 ‘것’ 구문, ‘의’ 속격 구성, 명사 병치 구문 등 다양한

형태가 두루 포함되고, 문장 구성 차원에서의 명사화 개념은 이들이 한 문장 안에 내

포되어 논항으로 기능하면서 보다 큰 의미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구문 형성 차원 명사형 어미 결합형 (‘-음, -기’)

의존 명사 결합 구문 (‘것’)

속격 조사 연결 구문 (‘의’)

명사 병치 구문 (‘NP¹+NP²’)

↕

문장 구성 차원 문장에서 서술어의 논항으로 기능

<표 Ⅱ-1>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 및 범주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고에서 이와 같이 형식적 측면에서의

명사화 개념을 살피는 이유는 의미의 문제가 형식과 유리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다

시 말해, 여느 언어 표현과 마찬가지로 명사화 역시 형식으로부터 의미가 생성되며, 혹

여 그 의미가 형식과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더라도 명사화 의미 기능의 교육은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화의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이어서 살펴볼 의미적 특성과도 매우 긴밀

하다. 그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명사화 구문의 형태를 결정짓는 명사화소에 따라 명사

락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에게 복잡한 명사화 과정을

유추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태를 명사적 표현으로 추상화

하는 것은 복잡하고 사태에 대한 명명의 필요성과 과정 및 상태의 분류 체계(taxonomy)

형성의 필요성(신선경, 2005:305-306)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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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구문 자체의 의미 기능이 세부적으로 변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명사화 구

문이 문장에 내포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 기능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명사

화가 문장 또는 전체 텍스트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것은 어떤 문법 장치로 실현

되는지, 그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문법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형식적 측면이 의미적 측면과 긴밀

한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의미적 개념 및 특성

앞서 명사화의 개념을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

는 명사적 인식이 개입되어 언어 표현상 사고 과정이 반영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므

로 언어의 형식과는 다른 층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것이 명사화

의 실행 주체인 언어 사용자의 언어 행위 또는 표현 의도와 관련된 의미(기능)적 측면

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특히 동사와 명사의 혼합 범주인 명사화는 형태

나 통사적으로는 명사의 특성을 띠면서도 의미·기능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성을 지니

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를 통한 의미화에 있어 명사와 동사는 각각의 역할과 의미 기능이 상이하다. 래

내커(Langacker, 1987/김종도 역, 1999:90)에 따르면 동사와 명사가 같은 개념을 가리

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적·인지적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는 동사가 전

체 사건을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비해, 명사는 사건을 하나의 추상적

인 개념 영역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고 층위에서 두 가지 기본적

개념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사물(things)’과 ‘관계(relations)’인데, 언어 사용 국면에서

는 전자가 명사로, 후자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즉, 언어를 통해 개체와 그것

들 간의 다양한 사건들을 특정한 상황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사물과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인 것이다.31)

31) 이때의 ‘명사’와 ‘동사’는 개별 어휘라기보다 하나의 의미 범주를 의미한다. 의미 범주를

이렇듯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인구어에서

처럼 그렇게 확연하지 않다는 점(이익섭 외, 1997)에 기인한다. 한국어의 형용사와 인구

어의 형용사 간 주요한 차이점은 인구어에서는 형용사가 독자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

하는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독자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구어의 형용사는 동

사처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유사한 활용을 한다는 점 등이다.

물론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의미에 있어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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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정적인 ‘사물’과 동적인 ‘관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관계를 사물로 개

념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법적 메커니즘이 바로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이다. 이러한 명사화는 명사인 동시에 동사·형용사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기존의 품사 체계로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한국어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어휘 항목들의 대부분은 사실 동사나 형용사에서 온 것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동사는 서술 기능을, 형용사는 수식 기능을 주로 담당하므로32) 이러한 주요 특성이 명

사화에도 전이되어 형태·통사적으로는 분명 명사이나 의미·기능적으로는 동사 또는 형

용사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명사와 동사, 형용사 각 범주의 본질을 고

려하여 연속체를 설정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사

순수 동사 ←―――――――――――――――――→ 순수 형용사

[그림 Ⅱ-1] 명사화 구성 요소의 범주적 특성

위의 [그림 Ⅱ-1]에서 형태적으로는 명사이되 의미적으로는 동사 또는 형용사적 특

성을 띠는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사’는33) 명사화와 관련하여 형태·통사적으로 명

작성과 상태성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인구어의 경우에

비하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이는 국어학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한데 묶어

‘용언’이라 하거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품사로서의 형용사를 부정하고, 그 대신 동사

의 하위 부류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송철의, 2001:7)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인구어의 형용사와는 다르다는 것뿐 아

니라 형용사를 명사와 동사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범주(목정수, 2010:101)로 인식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중간적 범주인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의미 범주를 크게 나누면 명사와 동사로 성격이 대별될 수 있는 것이다.

32) 물론 형용사는 수식 기능뿐만 아니라 서술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다만 이 두 기능 가

운데 어느 것이 더 원형적인지 따져볼 수 있는데, 형용사의 주요 기능이 수식에 있다면

동사의 주요 기능은 서술에 있다고 보는 것이 문법 일반의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목

정수, 2009:395).

33)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서술성 명사’로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서술성 명사는 명

사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하나의 절을 구성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이 서술성 명사의 개념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능 동사와의 관련성

(강범모, 2001; 남경완·유혜원, 2005)이다. 이때 기능 동사로는 주로 ‘하다’가 제시되는데,

‘하다’를 본동사가 아닌 기능 동사로 분류한다는 것은 ‘하다’의 논항 실현 능력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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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것을 다룰 것인가, 의미적으로 명사인 것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요

소이다. ‘-성 명사’ 부류의 어휘는 본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 이러한 어휘로 실

제 문장을 구성할 때 동사적 의미 범주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는 결국 개별적인 명사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이를 ‘명사화’의 양상 중 일부로 다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34)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명사 사용과 변별되기 어려운 단어(어휘) 차원의 명사화,

보다 엄밀하게는 단순한 명사 어휘 사용 양상을 제외하고, 이러한 중간 범주의 명사를

포함한 명사구·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만을 명사화로

한정하고자 한다.35) 이는 서술어의 속성과 명사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명사에서 특

히 명사적 용법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때의 ‘명사적 용법’이란 어떤 명사가 의미적으로

는 동사·형용사이더라도 그것이 포함되어 형성된 명사구 또는 절이 문장 내에서 명사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36)

인정하는 것이므로 논항 실현자로서의 서술어 분석 시에는 ‘하다’ 대신 ‘서술성 명사’를

논항 실현자로 보아야 한다(남경완·유혜원, 2005:139-140). 이처럼 ‘명사+하다’ 구성에서

기능 동사 ‘하다’는 동사 고유의 의미가 거의 비어 있어 오히려 ‘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의 의미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낸다(서진숙, 2003:14).

34)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본고에서 개별 어휘로서 명사의 사용을 직접적

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와 어휘 교육의 목표가 서로 다

른 지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어휘 교육의 목표가 좋은 어휘부를 가진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를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어휘가

적절한 미시 구조를 갖도록 하여야(구본관, 2011:47) 하는데, 명사화는 품사 범주로서 명

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을 뿐 이러한 어휘부 전체에 고루 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사화나 그 의미 기능을 제대로 알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문법 학습자

의 어휘부 지식 중 명사와 관련된 일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5) 예컨대 명사가 기능 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김 박사가 소

나무를 연구하여, 공을 세웠다.’), 명사가 ‘하다’의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김 박사가 소나

무를 연구를 하여, 공을 세웠다.’), ‘하다’ 없이 명사 단독으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경우

(‘김 박사가 소나무를 연구, 공을 세웠다.’)는 서술성 명사가 지니는 서술어의 속성이 강

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명사구인 ‘김 박사의 소나무에 대한 연구’나 ‘김

박사의 소나무 연구’는 여타의 명사구와는 달리 의미적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 기능을 한

다는 점에서 구별(남경완·유혜원, 2005:134)된다. 이 후자의 경우가 서술성 명사의 명사

적 용법에 해당하는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용법이 바로 이 경우이다.

36) 명사도 의미역을 지닐 수 있으므로 명사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도 당연히 논항을 지닐

수 있다(김인균, 2005; 이선웅, 2005, 2006; 이병규, 2009; 이정훈, 2011). ‘논항’은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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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명사화 구문은 문장 구성 과정의 일부로서 문장의 형식적·의미적 구성

양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화 구문의 사용 양상 및 그와 관

련된 교육적 시사점은 결국 문장 구성을 전제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문법 지식으로서

명사화 관련 내용이 실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인 쓰기

과정과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문장 구성을 바탕으로 한 명사화 구문의 사

용 전략은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여 요

약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명사화에 주목할 수 있다.

텍스트를 요약할 때 언어 사용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보의 중요도를 거시적 안

목에서 결정하는 일이다(김재봉, 1995:37). 이런 점에서 문장에서 주체를 나타내고 주제

를 제시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명사의 역할이 매우 큰데,37) 요약 및 압축의 결과

로 나타난 명사화를 통해 언어 사용자가 ‘무엇’을 핵심 내용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보의 중요도가 큰 것이 우선적으로 명사화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

문이다.38) 이처럼 텍스트 차원에서 요약은 ‘다양한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

용하며, ‘고차원적인 지적 정보의 이해와 활용, 이에 대한 확장’을 가능케 한다(김남미,

2012:47)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명사화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 근거에 의해 설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예컨대 명사 ‘비판’의 논항과 동사

‘비판하-’의 논항은 동일하게 상정할 수 있다. 동사 ‘비판하-’와 비교해 볼 때, 명사 ‘비

판’이 개념적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누가 비판을 하는지(행위주), 누구를 비판하는지(대

상), 어떤 비판을 했는지(내용)(이선웅, 2004:2)인 것이다. 명사가 이처럼 문장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명사화 역시 문장을 전제로 살필 필요가 있다. 명사의 의미는

그에 결합하는 여타 문장 성분에 의해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차준경,

2005:4) 이러한 결합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7) 명사는 언어 범주들 중의 하나로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 명사에는 인간이 세

계를 범주화하고 명명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표상되어 있으며, ‘고유명사, 보통명사, 추상

명사, 의존명사’ 각각에는 유의미하게 구별되는 사고 작용들이 내재되어 있다(고춘화,

2009:166).

38) 이처럼 명사화가 텍스트 이해 및 요약 문제와 관련되는 순간 문법과 쓰기의 통합만이

아니라 문법과 읽기, 나아가 문법-읽기-쓰기의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읽기가 단

순히 독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면 읽기와 쓰기의

관계는 독해는 물론, 독해한 내용의 표현에까지 밀접하게 연관(서혁, 1994:118)되기 때문

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약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상들―복사, 삭제, 상

위어 대체, 주제문 창출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남. 주제문을 지지하는 세부 사항을 빠뜨리

지 않음.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이는 등 정보의 조직력이 뛰어

남(서혁, 1994:135-137).―을 보면 명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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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하며, 그 과정에서 명사적 인식이나 특

유의 의미 기능 등이 실현되면서 창의적인 언어 표현 전략이 될 수 있다.39)

명사화에 대한 본고의 이러한 관점은 체계·기능 언어학의 대표적 학자인 할리데이의

이론 중 명사화 관련 논의를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40) 할리데이는 명사화와 관련하

여 ‘문법적 은유(metaphor in the grammatical sens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Halliday, 2004:19), 언어 사용이 표현 대상에 대한 은유적 과정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

는 범주가 바로 명사라는 점에서 명사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실 명사화의 근본 기

제인 명사적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은유의 사용이다. 명사화는 동사적 표

현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현상이나 사태를 다른 표현으로 빗대어 나타

내는 과정이기에 그 기원부터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은 표현 대상을 ‘사물’이나 ‘개체’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데에서 명사화가 문법

적 은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Halliday, 2004:110).41)

이러한 명사화는 행위나 과정, 혹은 상태 등과 같은 사태를 동사적 표현이 아닌 명

사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사태의 추상화’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태의 추상화’

는 주로 학술적 텍스트나 신문 기사, 칼럼 등 시사적 텍스트와 같은 전형적 문어체 텍

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42) 구어체 텍스트와 구별되는 문어체 텍스트의 문체

39) 그러나 이러한 요약하기가 명사화의 유일한 효과라고는 할 수 없다. 명사화의 경우 요약

의 대상이 텍스트 전체라기보다 어떤 언어 표현, 또는 비언어화된 사태나 경험이므로 일

반적인 요약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요약하기’라고 해서 반드시 명사화가

빈번하게 쓰이는 것 역시 아니다. 명사화는 명사적 인식의 개입과 고유의 의미 기능 실

현이라는 특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40) 할리데이는 무엇보다도 ‘의미하는 방법(how to mean)’을 밝히는 것에 천착하였기에 기

존 언어학자들과는 달리 산출된 언어 형식의 목록보다는 표면적 발화의 기저에 어떤 ‘체

계’가 있는지, 그 체계는 어떤 ‘선택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방점(주세형,

2009:192)을 두었다. 이처럼 체계 개념을 끌어오게 되면 ‘체계’ 개념이 재개념화됨으로써

‘체계’라는 ‘표현의 도구’가 총체적 국어교육을 완성하는 데 기여(주세형, 2009:196)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1)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법의 일차적인 역할은 경험이나 인식을 분류하고 해석하여 언어

화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언어는 그 자체로 의미 표현의 수단이자 매개라는 점에서 언

어화 과정에는 언제나 표현 대상에 대한 은유적 인식이 수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의

미에 가까운 것은 문법이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은유는 그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Halliday, 2004:39). 이러한 문법

적 은유는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에 의해서 인지하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예컨대 ‘논쟁은 전쟁’, ‘시간은 돈’―(임지룡, 2014:169)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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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신선경, 2005:296). 명사적 표현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은

구어체 텍스트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난해하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내용을 대상화하여

간단명료하게 다룬다는 특성(신선경, 2005:299)에 기인한다. 이처럼 명사화 과정을 단순

히 동사적 표현에서 명사적 표현으로 언어 표현을 달리한 것(rewording)이 아닌 재의

미화(remeaning)(Halliday, 2004:126)된 것이라고 본다면, 명사화의 범위는 기존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 왔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사화의 의미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형용사 (서술성 명사) 명사

의미 범주의 변환 (동사적 → 명사적)

텍스트 내용의 논리적 연쇄 형성

<표 Ⅱ-2> 명사화의 의미적 개념

위의 <표 Ⅱ-2>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사화 개념의 기준이 되는 의미적 측면은 명사

화 구문 구성 과정이나 명사화의 의미 기능 실현 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서술성 명사’와 같은 중간적 범주의 존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명사화의 의미적 개념에 동사성·형용사성 명사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

중간적 범주의 명사 어휘가 그 자체로 명사화라는 것이라기보다, 이들 명사가 포함되

어 구성된 명사구·절이 명사화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즉, 명사화의 개념을 가르는 기

준이 의미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단위는 명사구·절과 같이 형식적 차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성 명사’가 포함된 구나 절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담당할 때 이를

명사화로 보는 데에는 앞서 <표 Ⅱ-1>에서 확인한 명사화의 ‘문장 구성 차원’의 개념

42) 명사화 표현이 이처럼 특정 텍스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명사화와 텍스트가

장르 문법적 관점에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민경(2015:61-62)에 따르면 장르는

‘언어 특정적 본질을 지니는 사회문화적인 의미하기 방식’으로서, 크게 ‘묘사하기, 설명하

기, 지시하기, 주장하기, 서사하기’라는 다섯 가지 과정으로 범주화된다. 명사화는 이 중

에서도 특히 대상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전달하는 과정인 ‘설명하기’에서 그 역할이 두

드러질 수 있다. ‘설명하기’ 장르의 핵심 자질은 ‘객관성’(제민경, 2015:78)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명사화’라는 것은 명사화

의 의미 기능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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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의 명사화 개념 중에서도 고정적인 것은

‘동사적 범주에서 명사적 범주로 의미 범주적 변환을 거친 것’, 특히 ‘어떤 내용이나 사

태 및 현상을 추상화하여 압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텍스트의 논리적 연쇄를 형성하

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그 대상에는 언어적·비언어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2.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

이 절에서는 본고의 핵심 연구 문제인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명사화’는 그 명칭으로도 쉬이 파악할 수 있듯이 명사 아닌 것이 명사로 변환되

는 기제와 과정, 결과 전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은 필연적으로 명사

의 특성과도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명사 역시 그 의미 범주적 특성은 다른

의미 범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전술한바, 언어를 통한 의

미화에 있어 명사의 역할과 의미 기능은 동사와 가장 단적으로 대비된다. 예컨대 동사

는 사태와 사건을 포괄하는 영역이고, 명사는 물리적·추상적 대상을 포괄하는 영역이

다. 따라서 어떤 경험을 동사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접근함을 의미

하며, 명사로 표현한다는 것은 명사로써 명명된 대상들끼리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해당 경험을 특정한 범주로 분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제민경, 2015:155-156).

이처럼 명사는 형태·통사·의미 등 언어의 형식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 모두에서 동사

뿐만 아니라 관형사, 부사 등 다른 통사 어휘 범주와도 상이한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핵적인 명사의 특성은 의미적으로 ‘사물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43) 즉, 명사는 지시 대상의 속성을 통칭하여 지시하는 것(김인균, 2002:44)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지시 대상으로부터 어떤 특성을 추

상화하여 일반적인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터하여 명사화는 초

점화와 추상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43) 그 밖에도 명사는 형태적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통사적으로는 문장의 주어가 되고 조

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등(김인균, 2002:41-42)

여러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명사의 가장 고유한 특성을 의미에서 찾는 이유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한 성분으로 쓰이거나 문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통사적 특성

역시 결국은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기인(정희정, 2000:40)하기 때문이다. 결국 명사의 의

미 특성이 명사 특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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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험을 동사가 아닌 명사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과정(process)’이 아닌

‘피동작주(patient)’의 문제로 초점화함을 의미하며, 특정 부분에 경도된 초점화는 현상

을 추상화(제민경, 2015:155)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특히 동사적 의미 범주가 명사적

속성을 갖게 되는 명사화를 통해서는 명사적 표현으로 초점화된 것이 명명 가능한 것

으로 존재화되는 효과가 함께 수반된다. 이는 명사화 과정에서 명사적 표현에 ‘사실성’

이 부여되면서 상황의 존재론적 특정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과정 및 특성을 나타

내는 사태를 명사화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내는 상황이나 명제가 존재론적 성격을 강하

게 띠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명사화는 동사에서 명사로의 의미적 범주 변환을 통해

표현 대상을 명명 가능한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추상화·존재화한

다. 이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개념화 및 대상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명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실체를 표상하는 언

어 범주라고 인식되어 왔는데,44) 그만큼 명사는 일차적으로 실체를 이르는 말이며, 이

때의 실체가 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따라 명사로 명명되는 대상이 행위자나 주제 등(이

향천 2008:179)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명사의 본질이 실체를 표상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그 확장의 범위가 ‘실체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명사는 실체와 더불

어 비실체인 사건이나 상태를 지시할 수도 있다(차준경, 2005:2). 명사가 지니는 ‘실체

화의 힘’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명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

에 실체성을 부여하여 명명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언스(Lyons, 1977)의 ‘개념 분류(ontology)’ 체계를 참고할 수 있

다. 그는 어휘의 의미 유형을 실체(1차 개체), 사건·상태(2차 개체), 추상(3차 개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사람·동물·물건 등 물리적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는 1차 개체로, 사

건·과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어휘는 2차 개체로, 시공간을 벗어나 존재하며 관찰이 불

가능하고 추상적인 명제를 가리키는 어휘는 3차 개체로 구분하였다(Lyons,

1977:442-445). 이때 개체 유형이나 실체를 나타내는 1차 개체는 감각에 의해 지각되거

나 관찰될 수 있는 구체물을 지시하므로 당연히 명사가 주를 이루게 되고, 사건 및 상

태를 표상하는 2차 개체에는 정적이거나 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각 어휘의 의미 영역

에 따라 동사, 형용사, 명사가 고루 포함되며, 명제 유형의 추상을 나타내는 3차 개체

는 개념, 생각, 정보, 이론 등 추상적인 관계를 명제로써 지시하는 어휘들이 해당되는

44) 아리스토텔레스는 낱말들 중에서 명사(onoma)와 동사(rhema)만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로 묶고, 나머지 낱말들은 논리적 사고 과정을 연결하는 수단

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들과 달리 묶었다(구본관, 20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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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차준경, 2008:403), 이 역할 역시 명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명사의 의미 범주

적 특성은 명명이나 명사적 인식을 통해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적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결과로 의미 분류 체계45)를 형성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사태가 명사화를 통해 특정 의미로 명명됨으로써 실체성과 대상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다른 어휘나 그것으로부터 환기되는 개념들과도 의미적 관련성을 지

니게 된다. 어휘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유관 개념이나 유사

개념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데 문법이 가

진 가장 강력한 재원이 바로 개체들을 분류시키면서 발달해 온 명사(Halliday,

2004:123)라는 점에서, 명사화 역시 개념 간 논리적 관계 및 계층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은 명사화를 통한 범주화 및 체계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명사로써 이러한 분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사는 명사 그

자체로 통사적 속성을 나타내는 통합 관계를 적절히 표시할 수 없다(이봉원·이동혁·도

원영, 2005:68)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명사는 실체를 표상하는 언어 범주이다.’라

는 문장에서 ‘명사’와 ‘실체’ 또는 ‘언어 범주’46) 세 요소만으로는 의미의 통합 관계를

45) 이러한 의미 분류 체계는 최경봉(1998:31)에서 제시한 명사의 존재론적 분류(아래 도식

참고)와도 관련이 깊다.

명사

실체 양식

인간 사물 사태 관계

공간물 개체물 사건 상태 차원 단위

현상 추상

46) ‘언어 범주’라는 표현은 ‘명사+명사’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언어

형식 내부에 모종의 통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 형식 중에

는 얼핏 보기에 명사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품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대개 의미 관계를 표시해 주는 문법 요소 없이 명사만으로 형성된 합성명사가 대표적인

데, ‘언어 범주’처럼 선·후행 명사의 결합이 그 자체로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어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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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명사의 이러한 약점은 오히려 명사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명사화의 대상 요소가 되는 것은 ‘동사적 표현’이되 그 단위가 구나 절 또는

그 이상이므로 명사화 구문에는 이미 일련의 의미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를 환언하면 명사화는 어휘적 자원뿐 아니라 문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의

미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개별 어휘로서 ‘명사’만이 아니라 구

문의 형태로 보다 심층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화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은 의미·담화·화용·문체면에 걸쳐 적지 않은 의

의를 지닌다. 명사화 구문은 과정 및 특성을 나타내는 사태에 대한 명사적 인식을 반

영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특성들을 포함하여 추상성, 관념성, 실체성, 응축성, 간결

성, 문어성 그리고 객관성, 중립성 등과 같은 문체적 특징을 가져온다. 이러한 특징에

터하여 명사화를 통해 어떤 과정이나 특성이 명명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됨으로써 그

내용의 함의가 보다 확장될 수 있고, 함축되는 의미도 다양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사화는 문단의 주제 혹은 화제의 파악과 제시, 텍스트 이해의 초점을 향상시키는 하

나의 방법(신선경, 2005:301)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개념이 등장하여 앞

선 내용을 요약하거나 지칭하고, 또는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던 내용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 주제가 되도록 하는 의미 기능도 함께 지닌다. 그 결과로 텍스트에서 논

리의 연쇄를 형성하며 강력한 응집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요컨대 명사화 구문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 표현 효과를 유형화하여 정

리하면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중립화’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는 앞서 논의한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 의미적 개념

모두를 바탕으로 할 뿐 아니라 명사화 과정에서 획득되는 다양한 문체적 특성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무엇보다 명사와는 구별되는 명사화 구문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

을 탐색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식이 단어라면 어떤 특정한 품사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언어 범

주’는 품사가 무엇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채현식, 2014:98)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3장 2절), 다만 여기에서는 언어 형식이 ‘명사+명사’, 즉 명사화된 구문

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장 내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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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필요성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나 명사화는 세계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표현 측면에서 명사적·동사적 양상과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가 상당한 언

어 표현 방식으로,47)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수단 및 도구로 하여 어떤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다각적으로 살피기에 유용한 제재이다. 동사적 인식과의 대비로 명사적

인식이 언어 사용 국면에서 지니는 고유한 가치는 명사화 구문의 의미 기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떤 표현 효과를 지니는지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

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언어 사용 측면’, ‘문법 교육적 측면’으

로 나누어 살피고 이를 통해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3.1. 언어 사용 측면

명사화 교육의 필요성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명사화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는 명사화의 사용역이 그만큼

폭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사화의 근본적인 기제는 어떤 과정이나 현상, 사태 등을 표

현하는 데 명사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명명이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범주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오히려 ‘명사화 아

닌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핵심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해 명사 어휘를 선택하는 절차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개념화 및 범주화와 추상

화, 문법적 은유 등과 같은 과정48)이 개입되고,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문법 요소나

구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 그 의미 기능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생기며, 객관적이고 중립

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등 고유의 문체적 효과를 지닌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언어 사

47) ‘언어화’로서의 ‘문법하기’, 특히 ‘범주화’에서 ‘특정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크게 ‘명사화’와

‘동사화’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명사화’가 경험의 ‘대상성’에 대한 언어화라면, ‘동

사화’는 임의의 대상성을 주체와 행위의 관계로 복원하는 언어적 조작이다. 대상을 명사

혹은 동사로 만든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의 인식이 다른 초점을 지녔다는 의미

가 된다(제민경, 2015:153-154).

48) 글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명사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동사를 은유적으로 사용함으로

써 언어가 추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준다(Knapp & Watkins, 2005/주세형

외 역,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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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명사화 사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 <표 Ⅱ-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화는 본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압

축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신문·잡지 기사 등의 표제나 방송 뉴스

문구49), 소비자의 관심이 머무는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

49) 뉴스나 신문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명사화는 규범적인 어법에는 어긋나는 비일상적인

언어 표현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축약하여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명사화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어휘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져 흥미롭다. 즉, 문제가 되는 사태나 현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명시화하기 위해

구분 내용

인쇄

매체의

표제

“가족 여행 마니아 엄마들의 여행 지침서”(우먼센스, 2015년 5월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절세 가이드”(머니플러스, 2015년 7월호)

“인도, 자국산 천문 위성 발사 성공…세계 5번째”(서울신문, 2015. 09. 28.)

“추운 공사현장 호흡곤란 사망…업무상 재해”(헤럴드경제, 2015. 10. 05.)

뉴스

문구

“도심 나들이객 북적…터미널엔 아쉬운 발걸음”(KBS 뉴스9, 2015. 09. 28.)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 ‘태풍급 강풍‘”(SBS 8뉴스, 2015. 09. 30.)

“제한급수 적응 훈련…주민 불편 감수”(YTN24, 2015. 10. 01.)

“백만 명 운집 예상…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MBN 뉴스8, 2015. 10. 03.)

광고

문구

“행복단말기 대금 전액 지원”(한국도로공사)

“복권, 우리 모두의 행복 후원권”(복권위원회)

“정전 시 촛불 사용은 화재위험”(한국수력원자력)

“지역금연지원센터 의료진의 전문금연치료 금연캠프”(보건복지부)

안내

문구

“전 구역 흡연 및 관람분위기 저해행위 금지”(덕수궁 관람규칙 안내)

“영화제 기간 1일 4매까지 상영작 티켓 무료발권”(부산국제영화제 참가 안내)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멤버십카드 발급 불가”(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 발급 안내)

누리집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체계화”(문화재청)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방송통신위원회)

“지진·화산 등에 대한 불안감 감소 및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

축”(기상청)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국세청)

<표 Ⅱ-3> 명사화 사용 양상 (실제 언어 사용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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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광고, 어떤 행위 및 행동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안내문, 하이퍼텍스트 환경에

서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누리집 등

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명사화 사용 양상은 텍스트 내용을 압축하

고 요약하는 명사화의 근본 기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의

성격이 공히 ‘제목’으로 유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들 명사화 표현들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개념화, 실체화, 추상화, 범주화, 객관

화하는 의미 기능을 지닌다. 사실 ‘의미’라는 것은 가시적이거나 가청의 것이 아니기에

기표에 실려야만 의사소통을 위한 제 몫을 할 수 있다(이동혁, 2013:461). 이러한 관점에

서 위의 명사화 표현에 실린 의미는 명사화 고유의 의미 기능을 지닌 채 의사소통의 도

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Ⅱ-4>와 같은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발췌 내용에서 명사화 표현에 밑줄 표시)

구문을 명사화할 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근을 그대로 명사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는 뉴스나 신문과 같은 텍스트 유형에서 동사의 명사형이 그 행위나 과정을 지시하는

하나의 명사로 굳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신현숙·박건숙, 2007:216).

구분 내용

설명문

“한편 눈동자의 폭이 좁아져 가로로 심도가 깊어지는 것 역시 사냥감을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의 얘기와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양

안시의 해상력을 높여 효과를 낸다.” (동아사이언스, <고양이 눈동자가 세

로로 길쭉한 이유>, 2015. 09. 07.)

학술

논문

“유아기 아동의 감각 및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을 세심하게 고찰한 논문 모

방, 유희와 꿈 에서 피아제는 개체발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각과 표

상능력, 인지능력의 발달 과정을 모방과 유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

명한다(김남시, 2015).” (인문과학 분야 논문)

“<Figure 4>와 같이 2017년부터는 15세-64세 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할 것이 예상되어 <Table 1>에서와 같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김정식, 2015).” (자연과학 분야 논문)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사건이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

기 위해 먼저 드레스덴 궁정의 영주들의 통치시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과

음악과의 연관성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가와 음악적 사건을 통해

드레스덴 궁정의 음악후원의 기능과 의미를 알아본다(이성률, 2014).” (예체

능 분야 논문)

<표 Ⅱ-4> 명사화 사용 양상 (텍스트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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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사화는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오류 사례도 적

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은 공문서50)에 쓰이는 명사화 표현들이다. (본고의

관점에서 오류로 판단되는 명사화 표현에 밑줄 표시)

[상가분양 계약서]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화재 보험 표준 약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

는 경우에는”

[입원 약정서]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 사항은 근로기준법

에 의함”

위와 같은 명사화 표현들은 명사형 어미 ‘-(으)ㅁ’으로 표현 대상을 명명이 가능한

‘실체’로 대상화하거나([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명사

(구)를 속격 조사 ‘의’로 연결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를 관형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상가

분양 계약서], [화재 보험 표준 약관], [입원 약정서]의 경우), 또는 별다른 문법 장치

없이 여러 명사들이 병치되면서 일정한 개념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입원 약정서]의

경우) 등으로 실현되었다. 이들 명사화 구문은 문장에서 상위 서술어의 논항이 되며,

해당 구문에 선·후행하는 내용들 간 논리적 연쇄를 형성하는 데 소용되어 본고에서 설

50) 민현식(2009b)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서식 및 문서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 중 ‘명사화’는

문장 차원에서 나타나는 전체 오류 423건 중 57건(13.5%)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

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동일 범주 내에서 조사의 오류는 12.8%, 부사화 오류는 5.9%,

관형화 오류는 2.4%로 나타났다.) 특히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의 남용, 명사 병렬

구성의 남용 등과 같이 ‘명사화의 지나친 사용’이 주된 오류 유형으로 나타났다(구본관·

제민경, 2009:287). 공문서 유형에서 나타난 명사화 사용 양상은 남영신(2010)에서의 사례

를 참고하였다.

보고서

“온라인 자아의 라이프로그는 물리적 세계의 자아와 거의 일치하는 융합적

자아로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다(조성은 외, 2014).”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삶의 성취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직업만족도 순으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성취도는 삶의 질에 관한 변수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의 계층 지위와 사회적 성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기준

으로 볼 수 있다(변미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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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명사화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구문은 동사적 의미 범주에서 명사적 의

미 범주로의 변환이 어색하거나 잘못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분양대금을 순차적으로 변

제충당하다.’라는 동사적 표현을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로 명사화하거나, ‘(이)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를 ‘(이) 계약에 정함’과 같이 명사화함으로써 명사화 구문의 자

체적 의미는 물론 그것이 내포된 문장 전체의 의미까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

사적 의미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내용을 무리하게 대상화하거나

압축하려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신문 기사의 경우, 표제에서만이 아니라 내용(기사 본문)에서도

명사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이 역시도 오용 사례가 적지 않다. 민현식 외(2010)에 따

르면 우리나라 주요 종합 일간지의 문장 표현 중 ‘명사형 문장 관련 오류’는 비교적 높

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Ⅱ-2] 참고51))

0

21

42

C 일보 D 일보 J 일보

15 10 13
순위

[그림 Ⅱ-2] 명사형 문장 표현 오류 빈도 (주요 종합 일간지)

이처럼 명사화는 다양한 사용 맥락,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 활발히 쓰이는 표현 전

략이지만 그만큼 잘못 사용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아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나 처치

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3.2. 문법 교육적 측면

언어를 통한 의미화에는 실제 세계를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특정한 현상을 구체적이며 관찰 가능한 과정으로

51) 민현식 외(2010)에서 마련한 기사문 문장 분석을 위한 틀은 크게 ‘단어, 문장, 텍스트’ 세

영역이며 영역별로 세부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총 42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그림 Ⅱ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주요 종합 일간지 기사문에서 명사형 문장과 관련한

오류는 전체 42개 항목 중 10위권 근처로 오류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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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는 기능을 핵심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범주화와 매우 밀접하다. 명사화를 통

해 명사적 의미 범주로의 변환을 거치게 되면 그 대상은 사물이나 개념과 같은 범주로

기능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언어의 원리로서 문법의 역할은 인간 경험을 의미

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계들과 범주들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가 문법 능력을 사용하여 이론화시킨 결

과이다. 즉, 무한정한 경험의 방법들 중에서 ‘분석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미

화(Halliday, 2004:119)하는 문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법은 지

각 대상으로서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의 관계들을 해석하며, 어떤 현상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범주화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명사화, 그중에서도 의미 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문법 교육적 측면에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화를 통해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국

어 규범과 국어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52)를 고루 다룰 수 있다. 명사화는 특정 대상을

범주화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박진호, 2010:266)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어의 본

질’ 측면에서 문법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인간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존재들을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인지적 자극의 무한정한 차이를 인지적으로

이용 가능한 규모로 줄이고자(노명현, 1996:45-46) 하는데 이때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범주화이다. 복잡하고 연속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적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화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 능력으로 경험 세계의 사물, 개념, 현상들로부터

유사성이나 일반성을 추출해 내어 그것을 분류하고 무리지어 이해하는 방식(윤석만,

2003:96)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적 전제나 목적이라는 점

에서 언어의 본질 중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의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언어의 본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바 없

고, 범주성이 반영된 것도 품사 관련 지식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53)

52)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는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이다. 이들 네 가지 범주에 따라 학

년(군)별 내용 요소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이 ‘핵심 개념’은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

계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관련 내용은 전술한 ‘1)

언어 사용 측면’의 논의로 갈음될 수 있기에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53) 언어 요소의 분류에 있어서는 품사 분류가 가장 핵심적(박진호, 2010:27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 규칙의 기술에 문법 범주 실현에 쓰이는 형태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방식(형태 규칙의 문법)과 그 범주의 용법과 기능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용법 규

칙의 문법)이 있다고 할 때, 실용적 문법 기술일수록 용법 규칙의 기술에 충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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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는 명사화 교육에 교육과정상 성취 기준이나 교과서 단원

을 따로 할애하지 않고 있다.54) 그러나 문법이 어떤 현상을 범주화하여 경험의 이론을

형성할 때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어휘(vocabulary; lexical item)이고,55) 명사

화란 다름 아닌 이러한 현상의 대상화 및 범주화를 근본적인 특성으로 하여 문장 또는

문장 이상의 의미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에 있

어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는 더 나아가 문법으로 구성되는 의미에 대한 교육

이 통합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명사화를 통해 어휘·문

법적 자원의 활용 능력 또한 신장시킬 수 있다.

(민현식, 2002:85-86)을 근거로 실제 언어 사용에 보다 밀접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분류적 인식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품사 지식으로 범주화를 습득하기보다는 실

제 언어 사용 측면에서의 범주성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4) 그 예로 문법 교육 내용 중 명사화와 관련되는 유일한 지식 요소인 ‘-(으)ㅁ’, ‘-기’는 단

어 형성법 단원에서 일부만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명사화와 관련된 내

용 요소가 단어 형성 차원에서만 언급된 것 역시 본고의 입장에서는 비판점이 될 수 있

다. ‘-음’과 ‘-기’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서만 다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파생 접

사로만 인식되고 보문소로서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파생 접사

는 하나의 어휘인 동사만을 명사화시키지만 보문소는 그 서술 동사의 서술성에 이끌리

는 성분으로 구성된 문장을 명사화(우형식, 1987:127)한다. 명사화는 실제 언어 사용 맥

락에서 절(문장)의 명사화로도 실현되는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문장 구성 차원에서 보문

소의 역할 역시 핵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명사화 관련 내용이 아예 다루

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장의 짜임 관련 단원에서 ‘명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교육

내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명사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자리에 두루 쓰일 수 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내용은 본고의 관점에서는 ‘형

식적 개념’에 해당되는데,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명사절이 어떤 문장에 내포될 때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데에서 설명이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명사화를 포함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확대할 때 명사화의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

지 실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미적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

에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취한다.

55) 물론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 명사화의 교육 내용화가 어휘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단순히 명사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나 절이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어휘 차원에만

한정하여 명사화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명사화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기능이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핵심 기제는 아무래도 명사적 의미 범

주로의 변환일 것이므로, 이때의 명사란 ‘품사 범주로서의 명사’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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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중에서도 고차 수준의 기호에 해당하는 언어는 상당히 계층화되어 있는데, 의

미와 표현 사이에는 어휘·문법(lexicogrammar)이라는 중간 계층이 있어, 이러한 계층

화된 기호 체계에서 의미의 생성은 이들 계층 사이를 가로지르며 생성된다(Halliday,

2004:54).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명확하게 경계 지어지거나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인간 생존과 관련된 범주를 이용하여 일련의 현상들을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언어를 이에 소용되는 자원이라고 간주할 때, 그 성격은 크게 어휘적(lexical)인 것

과 문법적(grammatical)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범주는 본고에서 주

목한 명사화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된다기보다 오히려 상당한 상호의존성을 지닌다. 이

처럼 명사화는 어휘·문법적 지식이 균등하게 고루 관여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의미

범주로서 명사의 존재 방식56)은 물론 세계나 경험을 (재)해석하는 기저 체계로서 문법

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에도 주요하다. 이처럼 경험을 의미로 전환하는 데에는 자연 언

어의 문법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어휘·문법이 관여하는데, 동사적 의미 범주와 명사

적 의미 범주가 결합되는 명사화에서는 특히 이 어휘·문법적 자원이 고루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화는 ‘국어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명사화는 정교한 의미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려는 태도

와도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사화는 문법 교육과 쓰기 교육의 통합에 유용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명사화가

지니는 문법 교육적 측면의 가치 중 쓰기 교육과의 통합 가능성은 텍스트가 어떻게 사

태나 사고를 표상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시하며, 텍스트 유형으로서 형식적으로 기능하

는지(Knapp & Watkins, 2005/주세형 외 역, 2007:7)를 명사화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명사화는 무엇보다 개념화 및 범주화를 근본적인 기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어(어휘) 차원의 지식이 깊이 개입되고, 그뿐 아니라 명사화 구문 구성에 관여

하는 문법 요소가 다양한데다 구문 자체가 상위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형태·통사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글을 통해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절 단위로 배열되는 의미를 논리적 관계로

연결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절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명사구의 형식으로 바

꾸는 명사화는 일련의 과정이나 상태의 의미를 하나의 명명이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어

56) 명사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사의 원형적인 기능은 바로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관찰 가능하고 분류 가능한 것으로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함으

로써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Halliday, 2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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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정이나 상태, 관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추상화는 개념이나 사건, 과정 등의 분석과 설명을 간결하면서

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이고 개별적 태

도를 나타내는 복잡한 문법적 요소를 간소화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신선경, 2005:298)이 된다. 그런 점에서 명사화는 쓰기 교육적으로

도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화 의미 기능은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중에서도 특히 학문 분야에서의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국

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언어적 사고

력으로 연결·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국어 사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의미를 구성하는 도구로서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의사소통을 관

찰해 보면 의미와 문법은 동떨어지지 않는다. ‘문법’은 ‘의미’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의미 그 자체’(주세형, 2005a:208-209)이기도 한 것이다. 기호인 언어가 청각 인상인

형식과 의미 개념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언어로서의 국어가 갖는 본질적인 특

성을 교육하는 문법 교육에서 의미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김윤신,

2014:360-361).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실현되는 맥락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

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지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 지식

을 의사소통의 효율적 전략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의 수행성을 강화(이

동혁, 2013:474)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문법 지식의 수행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의미’를 다룰 수 있게 되어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을 통해 의미 실현의 층위별 접근이 용이하다

는 점에서도 교육적 필요성과 의의를 지닌다. 실제로 전체 문장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부분을 이루는 각 구성 성분의 의미를 토대로 결정되며 그 이후에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된 언어의 의미로 실현(김윤신, 2014:362)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사화에

대입하여 보면, 우선 명사화 구문의 의미 중에서도 핵심 의미가 되는 것은 개념화·추

상화된 특정 단어(어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명사화 구문은 상위 문장에 구성 성

분으로 포함되면서 그 의미는 명사화 구문만이 아닌 그것이 포함된 전체 문장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57)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사화 구문이 내포되어 있는 상위문의

57) 명사화 구문과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상위문의 의미를 함께 살피는 것은 개별 어휘, 즉

단어의 경우 언어 사용자가 그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표상 단계에 그치지만,

그것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삼아 어떤 문장에 내포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언어 사용자

의 판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사고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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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파악할 필요성이 생기며, 이에는 문장 구성의 맥락이 되는 텍스트의 목적 및

장르적 지식이 개입되게 된다. 의미는 이처럼 전 문법 층위에 걸쳐, 전 언어 단위가 개

입되면서 구성되고 실현된다. 명사화는 이러한 과정 및 방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형태·통사·의미 층위라는 한 축과 단어(어휘)·문장·담화(글)라는 또 다른 축

이 교직되며 의미를 실현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명사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 평가는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명사화를 교육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문법과 의

미의 통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8)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명사화 교육의 방향 역시

특정한 문법 층위나 언어 단위에 국한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언어 사

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58) 단어와 문장의 논리적인 의미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면 작문과 같

은 언어 기능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력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교육 과정에는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킬 기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부분은 그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윤신, 2014:365).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 명사화는 사고 과정을 반영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적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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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

1.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의 기준

명사화의 의미 기능은 명사화 구성에 소용되는 명사화 요소(‘-음, -기’, ‘것’, ‘의’ 등)

와 그에 따른 명사화 구문의 형식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명사화 실현 양상의 분석 기

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명사화 실현 방식’과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를 텍스트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명사화의 구성

및 의미 기능 실현의 주체는 숙련자로 설정하였다.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문법 교육적

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명사화 구문 생성 과정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명

사화의 의미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을 느끼

거나 교육적인 처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무

엇에 비추어 학습자의 명사화 구성 및 실현 양상이 부족하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사화는 주로 문어 텍스트,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글에서 주로 사

용되므로 연구물이나 보고서와 같은 텍스트 유형에 익숙한 숙련자의 글에서 명사화의

능숙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명사화 실현 방식’에서는 숙련된 필자가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고 그것을 문장

구성에 활용하는 양상을 형식적 측면에서 살피고,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에서는

숙련자들이 텍스트 구성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명사화를 사용하는지 ‘명제 내용의 제

시 단계’와 ‘명제 내용의 재구성 단계’로 나누어 살핀다. 예비 조사를 위해 선정한 인원

및 텍스트 수는 15명/편이며, 분석을 위한 숙련자 텍스트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PISA)’ 결과를 주제로 출간된 연구물이나 보고서를 수집하였다(수집 대상 텍스트 목

록은 아래의 <표 Ⅲ-1> 참고).

구분 연구자/기관 발행연도 연구 제목

[E-1] 강대중 외 2013 PISA 2009 읽기성취도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효과 분석

[E-2] 교육통계연구센터 2009
2009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국제학업성취도(PISA)

2006 결과―

[E-3] 교육통계연구센터 2010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국제학업성취도(PISA)

<표 Ⅲ-1> 숙련자 텍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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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

명사화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이다.

명사화 실현 방식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명사화 개념을 바탕으로 명사화 구문 형성 차

원과 문장 구성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언어 사용자의 명사적 인식을 명사화

구문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형성된 명사화 구문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는 명사화 구문의 구성과 그것

을 통한 문장의 구성이 거의 동시에 실현될 것이므로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명사화는 명사적 인식의 개입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명사화소의 사용과 그렇게 구성된 명사화 구문을 문장 안에

내포시키는 과정이 어느 정도 변별되므로 이를 구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명사화 과정에 개입되는 언어 사용자의 명사적 인식이 언어의 형식

적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파악하는 데 긴요하다. 또한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고

2009 결과―

[E-4] 김경희 외 2010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 보고서

[E-5] 김남희 2011 PISA 2009 결과를 통해 살펴본 문학교육의 과제

[E-6] 김남희 2012 PISA 읽기 소양과 21세기 국어 능력

[E-7] 김수진 2011
PISA 2009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특성

[E-8] 김지영 외 2009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성취에 대한 추이

분석

[E-9] 남민우 외 2011
PISA와 NAEA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능

력 특성 연구

[E-10] 박종효 2011 PISA 2009 결과로 본 한국교육의 성과와 과제

[E-11] 염시창 외 2011
PISA 2006 과학성취도에 대한 학생 및 학교 수준 맥락

요인의 영향력 분석

[E-12] 옥현진 외 2011 PISA 2009 읽기 영역 결과 분석 연구

[E-13] 임해미 2013 OECD PISA 수학 소양 평가의 특징 및 문항 특성 분석

[E-14] 최동선 외 2011
고교계열에 따른 과학적 역량과 관련 변인: PISA 2006을

중심으로

[E-15] 최혁준 2014
우리나라 PISA 2012 과학 영역 결과 분석: PISA 2009

및 PISA 2006의 평가틀 하위요소별 정답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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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 형식 및 단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명사화 구문이 문장 속에 어떻게 내포될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유의

미한 기준이 된다. 한 구문에 내포된 의미 함량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의미 단위는 명

사화 구문 구성 방식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기에 명사화 구문 구성 시 그 단위를 어떻

게 설정하는지, 그에 함유되는 의미의 양이나 양상 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

아가 명사화 구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명사화의 형식적 측면에서 마련될 수 있는 분석 기준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숙련된 필자들이 명사화 구문을 형성하고, 문장 내에서 사

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1] “학교 수준에 의한 분산 비율은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E-5] “읽기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점수는 539점으로, OECD 가입국 중

1∼2위를 차지함으로써 최상위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E-6] “PISA의 읽기 소양에 대한 관점이 이들 논의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E-9]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PISA의 문항을 더 어려워함을 말해준다.”

[E-11]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취도도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14] “기초학력 수준 또는 핵심역량 수준의 낮음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하여 구성된 명사화 구문이다.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명사화 구문은 명사화의 대상이 되는 동사적 의미의

언어 단위―단어(어휘)59), 구, 절 등―에 관계없이 명사적 인식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

59) 전술한바, 본고에서는 단어(어휘) 차원에서의 명사화 사용은 단순한 명사 어휘 사용 양

상과 변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음, -기’ 역시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닌 명사형 어미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사용’이라는 논의의 초점을 벗

어나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명사화 사용 양상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숙련자 텍스트에서도 ‘-음, -

기’가 명사형 어미로서만이 아니라 명사 파생 접사로도 폭넓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

[E-5] “PISA 2009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전략의 사

용에 비해 통제 전략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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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형식이다. 분석 결과, 숙련자들은 명사화 대상의 언어 단위나 의미 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정확하게 구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화 구문이 문

장 내에 내포되어 문장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양상도 매우 자연스러운데, 이는 결국

문장 구성 차원에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하여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나

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명사화의 실현 층위는 구문의 형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상의

층위, 즉 문장 구성 차원도 살필 필요가 있는데, 명사화의 실현 층위를 문장 구성 차원

에서 살핀다는 것은 명사화 구문이 서술어의 논항 자격으로 문장에 내포됨으로써 문장

성분 중의 하나로 기능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단위 문제가 명사화

의 실현 방식 및 층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명사화 구문 자체에 일련의 의미 관계

가 포함되어 있되, 그것이 문장 내에서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교한 의미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데에 있다. 이는 본고에서 정리한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표 Ⅱ-1> 참조)을 전제로 하며, 언어 사용 국면에서 명사화 구문의 실현 양상이

반드시 문장을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숙련자들의 글에서 명사화 구문이 문장에 내포되어 더 큰 의미를 구

성하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사례를 ‘것’ 구문을 중심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1]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를 학생수준의 변수로 고려한 것은”

[E-3] “다른 단락의 내용과 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가

능함.”

[E-5]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 결과가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60)이다.”

[E-8] “과학적 소양의 함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과학 교육과

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E-13] “수학적 상황을 형식화하는 데에는 실세계 맥락 문제의 수학적 측면을

구체화하기, 의미 있는 변수를 구체화하기, 문제 또는 상황에서 규칙성, 관

계, 패턴을 포함한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60)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에서는 ‘명사+적’으로 대표되는 어휘의 품사를 명사 또는 관형사로

설정해 왔으며(목정수, 2011:140), 이에 따라 현행 학교 문법 역시 ‘-적’이 붙어 형성된

말을 그 수식 기능을 강조하여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명사로의 해

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명사화 표현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적’ 표현이 명사

임은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는데(임홍빈, 1987; 임유종, 1994; 이익섭·채완, 1999), 그 근거

는 동일한 요소가 관형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보게 되면 수식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

는 관형사가 어떻게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의 자리에 쓰일 수 있는지 문법적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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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PISA 2006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E-10]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가정되

지만 실제로 사교육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읽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12] “읽기 참여가 읽기 소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읽기에 대한 정

의적 특성이 읽기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명사화 구문의 형성 과정에서 명사화소로 기능하는 의존 명사 ‘것’은 지칭하는 내용

이 ‘것’에 선행하는 명제 전체라는 점에서 주로 절 단위의 내용이 대상화되는 독특한

의미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것’ 구문에는 그 자체로 꽤 복합적인 의미 관계가 내재되

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 구문이 문장에 내포되어 문장 구성 성분으

로 쓰일 때 의미 통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듯이 숙련자들은 의존 명사 ‘것’을 결합하여 명사화 구문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층적인 의미를 자연

스럽게 연결하고 확장하는 데 능숙함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명사형 어미 ‘-음, -기’나 의존 명사 ‘것’이 어떤 언어 표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의미 범주를 변화시킨다면, 명사화 구문의 또 다른 형식인 속격 구문이나 명

사 병치 구문은 문법적 은유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미 범주를 변화시킨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은유는 이미 존재하는 두 개념 간의 객관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인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두 개념 간의 상관성과 비객

관적인 유사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나타내

고자 하는 바를 의미화하려는 언어 사용자는 원개념과 보조 개념이 갖는 일반적 함의

중에서 특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것은 감추어 버림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영역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물의 의미, 개

념, 속성 등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로써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된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적 인물’과 ‘국제적인 인물’에서 같은 형태인

‘국제적’이 서로 다른 품사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이선웅, 2000:52)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숙련자의 글을 살핀 결과, ‘-적’ 표현은 다른 숙련자의 글에서도 다수

관찰되었는데, 이는 PISA 참가 대상이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라는 사실이 환기될

수 있도록 명사화 구문을 구성한 사례로서, 명사화의 주된 의미 기능 중 하나인 ‘범주화’

가 잘 드러나는 동시에 문법적 은유의 표현 방식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명사화 구

문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고에서는 명사화 구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이 포함되어 생성된 구문 자체의 의미 기능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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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은유는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봄(seeing-as)’으로

써 대상이나 현상을 새롭게 개념화하는 과정(신선경, 2006:147)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은 표현 대상을 ‘사물’이나 ‘개체’ 범

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이 표현 대상에 대한 은유적 과정임을 단적으

로 보여 주는 문법 범주는 바로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주지하는 바대로 명사화는 명

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제로 하므로 은유의 사용은 명사화를 통한 명사적 인식과 관

련하여서도 중요한 요소(Halliday, 2004:110)가 된다.61)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숙련자

들이 구성한 속격 구성 및 명사 병치 구문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2] “PISA는 (…) 각국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4] “표준화 검사의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E-7] “하위 25% 집단과 상위 25%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E-8] “특히 과학에서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던 남학생들의 성취 하락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E-10]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였다”

[E-15] “우리나라 학생들의 하위요소별 정답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우선 위의 사례들은 속격 구성 명사화 구문으로, 앞서 제시한 명사화 형식들―명사

형 어미 결합 구문, ‘것’ 구문―과는 의미 범주 변환의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속격 구

문은 명사적 인식이 반영된 은유적 표현, 즉 명사(구)들을 속격 조사 ‘의’로 연결함으로

써 명사화를 실현하는데,62) 이러한 구문 구성 방식은 하나의 문장 또는 그 이상의 단

위로 환원될 수 있는 정보를 압축하여 나타내는 추상화의 한 방식(신선경, 2005:302)이

61)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법적 은유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추론과 관찰, 더 나아가 이론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학 실험 과정 전반을 매우 요약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가상의 개념을 포함한 ‘사물들’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자연

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의미화는 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측정하고, 판단이 가

능한 대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지닌다.

62) 속격 구문의 이러한 구문 구성 방식은 명사 어휘가 구성 요소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

순한 명사 어휘 사용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명사 어휘와 다수의 어휘가

모여 구성된 명사구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주요한 차이를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내포시킬 때에도 형태 통사 의미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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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속격 구성으로 실현되는 명사화 구문은 의미 관계에 따라 크게 서술

관계와 집합 관계로 대별되어(신선경, 2013:181)63) 의미상으로는 주어-서술어 또는 목

적어-서술어의 관계로 해석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명사(구)와 명사

(구)가 속격 조사 ‘의’에 의해 관형적 관계로 연결된 구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속격 구성 역시 구의 형식을 취하는 구문 구성 방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

장에 내포되어 의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사례들

로 확인할 수 있듯이 속격 구성 형식의 명사화 구문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두루 쓰이며 더 큰 의미로 확장된다. 그런데 속격 구성은 명사화 구문 구성 요소가 대

부분 명사 어휘인 관계로 ‘-음, -기’ 결합 구문이나 ‘것’ 구문과 문장 구성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이는 명사 병치 구문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숙련자들이 구

성한 명사 병치 구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1]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설립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3] “2006년 대비 2009년도 PISA 과학소양 점수 변화”

[E-5] “성인 이후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을 견인할 뿐 아니라”

[E-7] “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연도는”

[E-11] “학교평균 정규 과학 수업시간은 학교 학생들의 평균값이다.”

[E-13] “PISA 2015 결과가 나온 뒤에는 각 주기별 변화 추이뿐 아니라 PISA 전

체 평가 주기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63) 서술 관계 구성은 서술 명사의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집합 관계 구성은 ‘의’로 연결되는

명사의 특질 구조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서술 명사가 핵이 되는 명

사 연결 구성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 명사와 다른 명사 사이의 논항 관계

나 의미역 등 서술 구조와 관련된 정보가 된다. 또 집합 관계 구성에서의 ‘의’ 실현 양상

은 선·후행 명사의 집합 관계와 명사들의 특질 구조에 따라 의미적 포함 관계가 달라지

면서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신선경, 2013). 이처럼 속격 구성은 형식상으로는 구의

형태를 띠지만, 그것이 단일한 어휘 단위가 아니라 구문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는 서술 관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속격 구성이 형식적으로는

구의 형태를 띠면서 의미적으로는 서술 관계를 지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5] “PISA 2009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전략의 사

용에 비해 통제 전략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를

통해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 전략의 활용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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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격 구성 및 명사 병치 구문의 사례 중에서 ‘설립(E-1)’, ‘변화(E-3, E-7, E-13), ‘평

가(E-13)’ 등은 본래 ‘설립하다, 변화하다, 평가하다’와 같은 동사 표현에서 그 어근만

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명사 어휘는 본래의 서술성이 남

아 있어, 이들 어휘에 ‘하다, 되다, 시키다’ 등과 같은 기능 동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서술 용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에서 기능 동사를 필요로 하는 명사

어휘가 주로 한자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자어+하다’ 유형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고

자 한다.

국어의 2자 한자어는 대개 중국식 한문 문법으로 ‘국립(國立)’과 같은 ‘주어+서술어’

구성이나 ‘독서(讀書)’와 같은 ‘서술어+목적어’ 구성, ‘등교(登校)’와 같은 ‘서술어+보어’

구성은 2자어 문법으로만 만들어진다(김창섭, 1999:2).64)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

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 한자어는 국어의 품사 체계 내에서 명사(이재성, 2012:582)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하다’ 동사의 어기는 적절한 문맥이 주어질 경우 명

사와 마찬가지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이서란, 1998:286-287). 이러한 한자어 명사

가 명사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한자어 자체에 의미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한자어로 어

떤 개념을 나타낼 경우 의미 함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자어 명사가 형태적으로는 명사이나 의미적으로는 동사·형용사이기에 ‘한자

어+하다’ 구성에서 ‘하다’가 생략되더라도 동사·형용사의 역할이 가능하므로 그 어기를

명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물론 ‘한자어+하다’의 어기는 특이한 몇몇 예외

(대표적으로 ‘공부하다’)를 제외하면 모두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어기 자체가

이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에서 외래적인 요소는 직접 어미와 결

합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바로 동사로 쓰일 수는 없다(이서란, 1998:293). 예컨대, 위의

[E-3]의 사례처럼 ‘변화’라는 한자어 명사가 ‘변화하다’와 같은 ‘한자어+하다’ 구성에서

단순히 ‘하다’가 생략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변화’라는 어기 자체는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동작을 뜻하지만, 국어 체계에서는 ‘변화’ 자체가 동

사로 쓰일 수 없기에 여기에 기능 동사 ‘하다’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국어에서 자유 어근이었던 것이 국어에 차용되면서는 모두 체언처럼 간주

64) 한문에서는 한자 낱자의 절대 다수가 단어 자격을 가지며 극히 소수만이 접사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한자 2자 구성이 비로소 단어가 될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

어 ‘國’은 국어 문법에서는 의존 형태소로서 반드시 선·후행하는 다른 자와 결합하여 2

자 구성을 이루어야만 단어가 된다. 그러므로 ‘2자어’는 단순히 두 자로 표기된 단어라거

나 두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라는 성격

을 가지는 것이다(김창섭, 20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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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의 형용사나 동사의 형태를 취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나 기능 동사의 결합이 요구(시정곤, 2011:221-222)되었

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자어+하다’ 구성인 것이다. 결국 ‘하다’는 중국어의 문

장 구성과 한국어의 문장 구성 간 차이를 메우기 위한 문법적인 장치(류병래·은광희,

2003:81)로서 앞에 오는 한자어 명사와 결합하는 일종의 [+동사성]을 지닌 접사(김건

희, 2007:5-6)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하다’가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 ‘하다’는 의미적으로 거의 빈 채, 기능 동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므로 ‘대상’이

나 ‘실체’와 같이 핵심적인 의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여전히 ‘하다’의 앞부분, 즉

명사가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속격 구성이나 명사 병치 구문이 여타의 명

사화 구문과 비교하여 지니는 형식상 특징은 언어 표현에 반영된 명사적 인식이 표지

로 드러나는 방식, 그리고 구문 구성의 특성상 문장에 내포되는 양상 간의 차이 등에

서 드러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명사화 구문 구성 요소 및 구성 방식―명사형 어미 결합형, 의

존 명사 결합 구문, 속격 조사 결합 구문, 명사 병치 구문―과 명사화 구문을 포함한

문장의 구성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의 명사적 인식이 언어화 과정에 어떻게

개입되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숙련자는 명사화 구문 형성 및 문장

구성 층위 모두에서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65)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측면은, 전술한 것처럼, 명사화 의미 기능과의 관련성 속

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명사화의 형식과 관련한 내용은 실제 언어생활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에게는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숙련자의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

명사화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명사화 의미 기능의 실현 층위

이다. 명사화 의미 기능의 실현 층위란 텍스트 구성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65) 이는 숙련자들이 구성한 명사화 구문이 다른 명사화 형식을 취할 경우 필자가 의도한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앞서 명사형 어미 결합

형의 사례로 제시한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PISA의 문항을 더 어려워함을 말해준

다.(E-9)’를, ‘(…) 더 어려워하는 것을 말해준다.’와 같이 ‘것’ 구문으로 쓰거나, 필자 나

름의 명사적 인식을 반영하여 속격 구성 또는 명사 병치 구문으로 쓸 경우 구문 자체의

의미는 물론 문장에 내포되는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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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층위에서 명사화가 나타나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필자들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명사화

의 의미 기능이 실현되는 층위는 ‘명제 내용의 제시 단계’와 ‘명제 내용의 재구성 단계’

로 대별하여 살펴본다.

1) 명제 내용의 제시 단계

명제 내용의 제시는 명제 내용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전에 없던 개념을 명사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대상화 및 개념화와 깊은 관련이 있

다.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명사화를 통해 명명이 가능한 하나의 개념이나 실

체성을 띠는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숙련자가 구성한 명사화가 명제 내용 제시 단계에서 쓰인 대표

적인 사례들이다.

[E-1] “학생들의 읽기성취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요인 중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은 학교 수준의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E-5] “우리나라 학생들은 연속적 텍스트 읽기와 비연속적 텍스트 읽기에서 각각

OECD 가입국 중 1∼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텍스트 체재에 따른 읽기 소
양의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속적 텍스트 읽기

능력의 상대적 하락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E-6]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의 생산과 전달 방식뿐 아니라, 의미의 소

통과 사회적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E-8] “우리나라의 과학적 소양 성취가 국제순위 7-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14] “학교간 과학적 역량 점수”

[E-15] “PISA 2012에 참여한 OECD 34개국 중에서 2～4위로 나타나 대체로 우

수한 성적을 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사례들은 해당 텍스트 또는 문단 내에서 새로운 명제를 생성하고 제시하기 위해

쓰인 문장들로서, 그 핵심적인 기능은 문장에 내포된 명사화 구문이 담당하고 있다. 이

러한 명사화 구문은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실체성을 지닌 대상이나 개

념으로 표현함으로써 텍스트 이해 및 내용 파악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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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시 단계에서 명사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대상화 및 개념화는 좁게는

해당 문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드러내기도 하고, 넓게는 텍스트 전체의 주제를 제

시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앞선 내용을 압축하는 데 사용되기

도 한다. 숙련자들은 이러한 의미 기능의 명사화 구문을 형식―아래의 명사형 어미 ‘-

음, -기’ 결합형 구문(E-2), ‘것’ 구문(E-12), 속격 구성 및 명사 병치 구문(E-4)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사화의 형식적 차원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적 차원이 조화롭게 구현됨을 의미

한다.

[E-2]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과학적 사고와 추론을 하고 있음을 보이며”

[E-4] “우리나라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 부모의 학력 수준, 교육 자원, 문화적 자

산, 가정의 책 보유 수, 가정의 부 정도가 읽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E-12] “급속도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반영하여 PISA 2009부터 전자 매체 읽

기 검사를 도입한 것 역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읽기 소양을 얼마나 갖

추었는지 점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제 내용의 제시는 다음과 같은 명사화로도 실현된다.

[E-4] “읽기 영역의 경우 최상위 수준 학생의 비율이 12.9%로 OECD 평균인

7.6%보다 높았으며”

[E-7] “우리나라는 2수준 미만의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위의 사례들은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比)’를 명사화하였다. 즉, 해당

문장의 핵심 내용이 되는 명제의 의미는 비교 대상이나 어떤 기준을 전제로 할 때 명

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으로 효율적·경제적이면서도 의미적으로는 고차원적인

명제 내용 생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개체나 개념들 간의 관계 자체를

명사적 의미 범주로 나타낸 ‘비율’ 같은 명사 어휘가 문법적 은유의 결과라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율’과 같은 표현은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나

개체에 대한 명명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과정 및 관계를 ‘사물화’, ‘개

체화’ 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해당 표현을 구성함으로써 의미적 차원의 분류 체계가 형

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로 ‘명사화를 통한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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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숙련자들이 명제 내용 제시 단계에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하는 양상은 대상

화 및 개념화와 같은 의미 기능이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숙련된 필자는 명사화 구문

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

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적 차원 역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제 내용을 생성하고 이를 문장 안에 내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데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이는 명사화에 대한 지

식만이 아니라 작문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다.

2) 명제 내용의 재구성 단계

앞서 명제 내용의 제시 단계가 핵심 명제 내용의 생성과 관련이 있었다면, 명제 내

용의 재구성은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응집성 실현 및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등

과 관련된다. 글의 응집성은 주로 접속 표지나 결속 표지 등 문법적 장치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으로도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

다. 명사화는 선행 내용을 대상화하되 압축적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전제로 다른 문장에 재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이에 기여한다.

[E-1] “1990년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효과의 안정성, 학교효과의 일관성,

학교효과의 크기 비교 등과 같은 학교효과 연구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E-4] “여학생의 읽기 소양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6) [E-4]의 “최상위 수준 학생의 비율”과 같은 명사화 구문과 비교하여 “OECD 가입국 중

1∼2위를 차지함으로써 최상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E-5)”에서의 속격 구성이나

“OECD 평균 17.9%의 학생들이 과학, 읽기, 수학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최상위 학생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2)”에서의 ‘것’ 구문 역시 흥미롭다. 이들 세

문장의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최상위’라는 것으로 대동한데, 그 안에서

명제 내용을 제시하는 양상이 상이하다. 이는 숙련된 모어 화자의 경우 상황을 먼저 고

려하고 그에 적절한 언어 형식의 목록을 떠올린 후, 자신의 의도에 가장 적절한 형식을

선택(주세형, 2007:418)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어떤 것에 주목하는지, 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 문법 표지가 달리 나타나는 것(주세형, 2005b:82)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 55 -

[E-8] “이러한 성취의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취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E-12] “이처럼 성찰 및 평가 부분에서 남녀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

해서는 (…) 여러 차원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여, 남학생의 성찰 및 평가 양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E-13] “수학이 주영역이었던 PISA 2012 본검사에서 사용된 문항 수는 수학이

85개, 읽기 추이문항 44개, 과학 추이문항 53개로, 주영역의 문항이 각 보조영

역의 문항보다 약 두 배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E-14]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독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숙련자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선행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명사화 표현의

예시이다. [E-1]과 [E-13]에서는 전체 사태 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특정 사태를 명사화

구문으로 압축하여 나타내었고, 이와의 연장선상에서 [E-8]과 [E-12]에서의 명사화 구

문은 선행하는 내용 전체를 명사화 표현으로 압축하는 한편 새로 전개되는 내용의 주

제로도 기능하게끔 하고 있어 역시 주목할 만한 명사화 사용 양상이라고 할 수 있

다.67) 또 [E-4]와 [E-14]에서의 명사화 구문은 선행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서 그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즉, 명사화 구문에 선행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통계적 측면에서 유의하다.’거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독특하다.’

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이때 명사화가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명제 내용의 재구성에는 해당 명제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메타적 인식, 즉 태

도 표현도 포함될 수 있다. 명사화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양상은 주로

명제 내용에 대한 객관화나 전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

[E-3] “10년 전에 비해 약 15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8] “(PISA 2003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소양 성취가 국제 순위 4위에 해당한

것에 비하면 PISA 2006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과학적 소양 성취의 하락에 대한 방안으로”

[E-15] “PISA 2012의 결과를 PISA 2009와 비교해 보면 하위요소별로 정답률이

67) 이러한 명사화의 사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요약 과정에서 원문의 표현이 다른 표현으

로 대체되는 것인데, 이는 빈번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긍정적 측면을 갖기

도 한다. 개별어나 구체어를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은 텍스트의 응축성을 높이는 데 효과

적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상위어를 활용할수록 심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

다는 강점이 있다(김남미,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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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이 고르게 나타났는데”

위의 숙련자 사례는 명사화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객관적

인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E-3]의 경우 ‘10년간 점수가 변화하였다.’라는 과정적 사태

를 대상화하여 명사화하는 한편, 증가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명사화

구문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E-8]에서는 ‘우리나

라 학생들의 성취가 크게 하락한 것’을 ‘과학적 소양 성취의 하락’이라는 명사화 구문

으로 구성함으로써 하락 정도에 관한 필자의 평가를 배제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었다. 또 [E-15]의 경우도 정답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보다 그 증감 여부만을 핵

심 내용으로 명사화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68)

이러한 객관적 태도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필자의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명제

내용의 재구성 단계에서 명사화를 통한 전문적 표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E-1] “이 연구에서 ESCS 결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E-5] “PISA 읽기 평가틀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들과 읽기 참여도 및 전략

과 같은 교육 맥락 변인을 중심으로 PISA 결과의 세부 국면을 분석해 보면”

[E-9] “연계 분석을 위해서는 평가 내용 상 비교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는

과정과 평가 결과(척도점수)의 연계를 위해 측정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서 상당한 주의가 요청된다.”

[E-15] “PISA 주기별 우리나라 과학 평균 점수 및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68) 명사화를 통한 객관적 태도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도 흥미롭다.

[E-2]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E-4]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명사화의 대상이 된 것은 ‘적다/많다’, ‘높다/낮다’와 같이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그 정도가 상대적일 수 있는 형용사인데, ‘적다, 높다’ 등을 서술 기능의 형

용사로 쓸 경우 언어 사용자의 주관성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를 명사화하여 나타내면

‘(영향이) 적다는 사실’, 또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대상화됨으로써 객관적인 태

도가 전달된다. 위 사례들의 경우 이러한 의미 기능은 명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명사형

어미 ‘-(으)ㅁ’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처럼 명사화는 명제 내용의 진릿값보다는 그에 대

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표지가 되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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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화를 통해 전문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공유하는 맥락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개념들로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명사 어휘의 사용이 중심이 되는 전자보다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구문이 구성되는 후자의 경우이다. 그런데 보통 명사화를 통해

실현되는 전문적 태도의 표현은 속격 구성 또는 명사 병치 구문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다수이다. 핵심이 되는 개념만을 나름의 의미 관계로 묶어 내므로 주관성이 개입할 여

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필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배경

지식으로 공유되는 언어 사용 맥락에 의해 그 의미가 보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보

편적인 설명과 논증이 필요한 텍스트에서 명사적 표현을 통한 개념화 및 추상화는 내

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수단(신선경, 2005:298)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특정

분야의 언어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명사화 구문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의 표현이라는

독특한 문체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문적 표현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이라는 불가피한 부작용을 낳

기도 한다. 고도로 기술화된 텍스트는 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분야별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69) 사실 기본적으로 ‘전문어’라는 말에는 ‘평범한 일상 언어로도 충

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의미를 어렵게 표현한 불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도 한데,70) 바로 이 점이 명사화가 지니는 독특한 의미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69)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개념이나 과학적 추론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이

는 전문어가 불필요하며, ‘평범한(plain) 언어’, 또는 ‘단순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전달하고

자 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과학은 그것이 언어화된 방식과

분리될 수 없기에 전적으로 과학 언어에 의존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

르면 ‘과학을 배우는 것’은 결국 ‘과학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한편 과학 언어가 왜 특정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

움이 어휘적 측면보다는 문법적인 측면에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전문 용어의 문제는 대개 전문어 그 자체에서 파생된다기보다 그것들이 서로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Halliday, 2004:160-162), 즉 문법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태도 표현으로서 전문성이라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전문 용어 사용에 따른 태도 표현

을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70) 전문적 표현이라는 명사화 구문의 독특한 의미 기능은 할리데이에 따르면 ‘기술 지배’라

는 용어로 설명될 수도 있다. ‘기술 지배(technocracy)’란 기술(technology)과 관료

(bureaucracy)의 합성어로, 어원상으로는 ‘기술에 의한 지배’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의 영

향과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보유 자

체가 의사결정과 권력에 중요한 접근 양식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전문적 지식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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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명사화 구문은 관계적, 과정적, 동적인 사태를 내적으로 안정성을 지닌

것처럼 이해하게 하며, 특히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가 사용되는 전문적 글에서 많이 나

타나는 경향(Langacker, 1987/김종도 역, 1999:90)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숙련된 필자는 형식적 측면에서 명사화 구문의 정확한 구성

은 물론 명사화로 실현되는 의미 기능―대상화, 범주화, 객관화 전문화 등―의 사용 역

시 능숙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숙련된 필자들의 명사화 구문 구성 및 사용은

문장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표현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결국 숙련자들이 맥락에 따라 어떤 사태나 현상을 대상화, 범주화, 객관화시

키기 위해 명사화 구문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숙련자 양상은 이하에서 살펴볼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과 비교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실제를 구

안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이상의 논의를 거쳐 명사화 실현 양상의 분석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숙련자의 ‘명

사화 실현 방식’과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를 탐색하였다. 이 중 ‘명사화 의미 기

능 실현 층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명제 내용 표현 측면’,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을 기준으로 학습자 자료를 분석,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을 다각도로 살피고자 한다.71) 이처럼 텍스트 구성 단계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문법 지식으로서 ‘명사화’와 관련하여 ‘무엇’

을 가르쳐야 하는지 형식과 관련한 지식을 포함하여,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

는지 방법적 측면까지 다루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과학 탐구 보고서로, 인원은 학교급별

기술 관료 집단이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배·관리하는 사회의 시스템을 의

미하기도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텍스트를 구성

하여 기술 관료 집단의 결정대로 쫓아오도록 유도하는 담론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저자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기능(Halliday, 2004:131)을 하기도 한다.

71) 형식적 차원에 해당하는 명사화의 실현 방식 양상은 의미 기능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적인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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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30명씩 선정하였으며, 한 학습자당 보고서 한 편과 보고 내용에 대한 요약서 한

편을 함께 제출한 관계로 분석 대상 텍스트는 학교급별 60편씩 총 120편이 수집되었

다. 분석 사례 각각에는 [학교급-일련번호(보고서/요약서)]와 같은 구분 기호를 붙여

제시한다.72)

2.1. 명제 내용 표현 측면

명제 내용 표현 측면에서 학습자가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은 ‘명제

의 대상화’와 관련된 것, ‘명제의 개념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텍스

트 구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명제 내용의 표현은 ‘무엇’, 즉 어떤 내용을 주제로 부각

시킬 것인지 핵심 명제를 구성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명사화를 통해 핵심 명제를 표현

하는 것은 주제나 주장이 되는 내용을 형태적·의미적으로 압축하여 간명하게 나타내려

는 필요에 의한 것이며 명사화는 대상화 및 개념화와 같은 의미 기능을 통해 이에 관

여한다고 볼 수 있다.

1) 명제의 대상화 관련 양상

명사화는 동사적 의미 범주에서 명사적 의미 범주로의 변환을 거치며 과정적 사태

나 현상을 명명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 명사화를 통한 이러

한 대상성은 어떤 논의의 주제로서 핵심 명제 내용을 생성하고 제시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M-21a] “전체적으로 아까시나무들은 대다수가 쓰러져있었고 참나무는 쓰러져있

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위 문장은 외래종 나무인 ‘아까시나무’와 재래종 나무인 ‘참나무’가 태풍의 영향을 받

는 정도를 비교하고, 그중에서도 학습자가 주목한 ‘참나무’의 상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아까시나무’의 상태와 ‘참나무’의 상태가 모두 언급되고는

있지만, 후자의 경우만 명사화로 표현되었다. 이를 명사화의 의미 기능과 관련지어 설

72) 학교급은 M(중학교), H(고등학교)로 구분하며, 보고서와 요약서는 일련번호 뒤에 ‘a(보고

서)’, ‘b(요약서)’를 붙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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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면, ‘아까시나무’의 경우 학습자의 관찰 결과 실제 쓰러져 있었으므로 그것을 그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적 표현이 자연스럽지만, ‘참나무’의 상태는 그와는 다르고,

무엇보다 [M-21a] 학습자가 문장에서 대상화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참나

무는 쓰러져있는 것’과 같은 명사화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하나인 명제의 대상성 강조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명사화 실

현 양상에서 드러난 오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M-26b] “담배꽁초에 의한 산불 수 감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위 [M-26b]의 명사화 구문은 학습자가 실험―담배 종이를 가공하여 사용 시간 이후 1∼

2분 뒤에 꺼지도록 하는 실험―을 해 본 결과 기대되는 바를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불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추상적 사태를 대상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명제의 내용 표현에 해당된다. 그러나 [M-26b]의 학습자가 구성한 이 명

사화 구문은 의미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담배꽁초에 의한 [산불 수 감

소의 가능성]’인지, ‘[담배꽁초에 의한 산불] 수 감소의 가능성’인지 의미가 불명확한 것

이다.73) 그 결과 독자가 이 명사화 구문으로부터 실험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 받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M-26b] 학습자가 보이는 이러한 한계는 사실 형식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

다. 넓게는 문장 구성 차원에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하는 것, 좁게는 핵심적인 내용이 온

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처럼 의미의 불명확성이 명사화 구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교육

적 처치는 의미 기능 차원이 아닌 명사화의 형식적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계속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자.

[M-5a] “바람의 이동경로가 제일 손쉬운 모양의 바람개비가 에너지를 가장 효율

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73) 관점에 따라 해당 문장에서 명사화 구문은 ‘산불 수 감소의 가능성’만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속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구문의 특성은 둘 이상의 명사(구)가 ‘의’에 의

해 관형적 관계로 묶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형식적 관점만이 아

니라 의미 기능적 관점 역시 중요하므로 ‘담배꽁초에 의한’이 포함된 구문 전체를 하나

의 의미 단위로 보았다. 이는 명사화가 그 자체로 의미 관계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의미 단위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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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M-5a]의 명사화 구문은 문장의 주어로서 해당 문장의 주체가 된다. 이 학습자

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바람개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의미 단위

로 압축하여 대상화하고자 하였는데, ‘바람의 이동경로가 제일 손쉽다’거나, ‘이동경로

가 손쉬운 모양의 바람개비’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가 이들을 하

나의 의미 단위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의미 전달에 장애가 되었다. 이 역시 앞서

[M-26b]와 유사하게 명제 내용을 대상화하려는 의도는 보이나, 대상화하고자 한 내용

의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적이며, 그 일차적인 원인은 역시 명사화 구문의 형식적

측면에 있다. 명사화 구문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되,

그 표현 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형식적 차원에서 정확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지식으로 제시하고,

의미적 차원에서는 명사화의 대상 요소를 내용과 범위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선택한

뒤, 그것을 적절한 명사화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또 다음의 사례도 명제의 대상화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H-24a] “어떤 재료로 펠릿을 만들게 되면 가장 큰 발열량을 내며,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지 알고 싶었다. 특히 버려지는 재료 중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재료

가 있을지 궁금했다.”

ò

[H-24b] “제안한 재료들에 대해 발열량과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펠릿

재료로 활용가능성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 경우 학습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명사화함으로써 대상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

해 해당 내용을 핵심 명제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성 방식과 의미적 측면 등에서 오

류가 발생하였다. 위에서 ‘펠릿 재료로 활용가능성(H-24b)’은 명사화 이전의 표현 중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대상화하여 나타낸 것인데,74) [H-24a]의 내용이 [H-24b]의 명

74) 명사화는 분명 요약과 같은 압축적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그것이 명사화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가 요약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명사화의 경우 요약의 대상이 되는 것

은 텍스트 전체가 아니라 어떤 동사적 언어 표현, 또는 비언어화된 사태나 경험이다. 따

라서 보통 요약하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거시구조 관련 전략이 명사

화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명사화가 ‘설명하기’의 장르성

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문법 전략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글의 요약하기가 반드시 명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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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구문으로 요약되는 과정에서 핵심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명사화

를 거치면서 이들 어휘의 문법적 범주가 변환되는 방식으로 명사적 인식이 표상되었

다. 예컨대 [H-24]의 명사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H-24a] 어떤 재료로 펠릿을 만들게 되면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ò ò

[H-24b] 펠릿 재료로 활용가능성

간략화한 것이기는 하나, 위의 도식을 통해 ‘(어떤 재료로) 펠릿을 만들다.’와 ‘연료로

서 사용이 가능하다.’와 같은 동사적 표현 각각이 ‘펠릿 재료(로)’와 ‘활용가능성’으로

의미 범주가 변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H-24a]에서 핵심 명제라

고 판단되는 내용을 명사화함으로써 대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

용을 단일한 의미 단위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과도하게 함축되어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가 불명료해지게 되었다. 또 명사화 구문이 문

장 내에서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도록 내포되었지만 다른 문장 성분과 호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적이다. 이러한 구문 구성 전략을 그 의미 기능의 실현과 관련하여 파악해

본다면, [H-24b]는 명사화의 형식적 문제로부터 파생된 한계가 의미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명사화 구문 형성’, ‘명사화 구문을 포함한 문장 구성’, ‘명사화로 실현되는

의미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대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명사화 구문으로 구

성하는 방식과 명사화 구문을 문장 내에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방식 등에 대한 관련 지

식이 부재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명제의 개념화 관련 양상

명사화를 통한 명제의 표현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양상은 명제의 개념화이다.

명제의 개념화란 명사화를 통해 의미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을 단일한 개념, 즉 하나의

의미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살펴본 ‘명제의 대상화’가 어떤 내용을 부각

시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면, ‘명제의 개념화’는 정보의 함량을 고려하여 의미

로만 실현되는 것만도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명사화는 명사적 인식의 개입과 고유의

의미 기능 실현이라는 특질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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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M-7a] “엄청난 소음과 선로 마모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위 [M-7a]의 명사화 구문 ‘선로 마모 유지 보수 비용’은 ‘선로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

하거나 마모된 선로를 보수하다.’와 같은 동사적 의미를 명사적 의미 범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는 ‘일정 비용이 든다.’는 정보를 결합하여 이 내용 전

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개념화한 것이다.75) 이를 통해 [M-7a] 학습자가 문장의 핵

심 내용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일한 명사 어휘가 아니라

구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명제 내용의 영역이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M-7a] 학습자에게 ‘선로 마모 유지 보수 비용’은 하나의 의미 단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위와 같은 명사화 구문으로 표상된

것이다.

[M-19a] “각 전기기기들의 연간 소비량을 파악하여”

[H-14b] “비살충 흰개미 방제 방안을 수립한다.”

[H-20b] “태양계 내 행성들의 움직이는 공식을 유도한 뒤”

위의 사례들 역시 복합적인 명제의 내용을 명사화하여 단일한 개념으로 압축한 것

이다. 그런데 세 사례 모두 개념화 과정에서 구문 내의 구성 요소들 간 의미 관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명사화는 의미 관계가 복합적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한 개념인 것처

75) 이러한 명사 병치 구문은 대개 ‘NP¹+NP²+…’ 구조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명사들 간 의미 관계 표현 요소가 생략되어 있

다는 점이다. 이는 명사 병치 구문의 구성 요소들 간 의미 관계가 매우 다양(강병창,

2013:125-126)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실제로 명사 병치 구성이 합

성명사로 접근하는 중간적 단계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합성명사의 정의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

다면 명사 병치 구성과 합성어는 의미 단위 측면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는 별개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미 관계 표지가 생략되어 있는 만큼, 인간 사고의 보편화·추상화의 결과(이경

희, 2003:18-82)인 어휘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언어로 세계나 경험

을 분절하여 표현하는 범주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휘의 사용이다. 명사화 구

문의 구성 방식 중 명사 병치 구문은 이러한 어휘의 사용이 두드러져 고도의 개념화 및

추상화 능력이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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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표현되는 효과를 지니는데, 이때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명제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관계 표지가

생략되거나 구문 내 정보 함량이 높은 경우, 형태만으로는 그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어휘 요소의 기본 의미만으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화 구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의미 관계를 유추하여 도출해 내는 과

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M-19a]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각 전기

기기들의 연간 소비량’과 같은 명사화 구문은 ‘각 전기기기들의 연간 소비량’이 ‘연간

소비되는 전기기기의 수량’, ‘특정 전기기기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전기의 양’, ‘다수의

전기기기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양의 합’ 등 다양한 의미 해석 가능성을 지녀

중의성76)이 문제가 된다. 즉, 명사화 구문에 담긴 정보의 양은 유의미하나, 하나의 의

미 단위로 묶이기에는 복잡한 과정이나 절차, 현상 및 상태 등을 무리하게 압축하여

궁극적인 의미 전달에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명사화 구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식하고 명사화 구문의 의미 함량

을 유의미하게 구성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필수적인 정보를 담아내는 명사화 구문 구

성 방식은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명사화 구문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기본적으로는 ‘형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와 그 관계를 개념화하여 나타내는 데에는 복잡한 인지과정이 요구

되는 만큼, 어떤 명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무조건 압축하

기보다는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명제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하에서 살펴볼 학습자 사례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류를 보인다.

[H-21a] “곰팡이 억제 효과가 있는 빛의 파장이 식물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

ò

[H-21b] “빛 파장을 이용한 곰팡이 제거 억제 능력 및 조건 찾아낸다.”

76)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의미의 확장 및 중의성은 단어 관련 단원에서 ‘낱말의 의미’와 함

께 다루어지거나, 문장 관련 단원에서 ‘문장의 중의성’을 다루며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되

어 왔다. 그러나 형식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을 별개로 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의 총체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

의 관점처럼 형식과 내용, 의미를 포괄하여 구문의 형태, 그에 따른 의미 기능, 그로 인

해 획득되는 표현상의 효과를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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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명사화 구문이 나타내는 바와 원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경우이다. 즉,

[H-21b]는 ‘특정한 빛의 파장이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명사화한 것인

데, 결과적으로는 ‘곰팡이 제거 억제’라고 표현되어 마치 ‘곰팡이의 제거를 억제시킨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제거’라는 어휘는 명사화 이전의 표현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습자 나름의 추상화77)를 거쳐 추출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개념화하고자 한 내용과 명사화 구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

게 되었다. 이는 복합적인 내용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무리하게 개념화한 데서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M-2b] “3번의 실험의 실험을 하면서”

[M-7b]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M-16a] “손으로 계산하기 벅찬 계산이 가득하였다.”

한편 위의 세 사례는 개념화의 결과로 구성된 명사화 구문이 문장 내에서 의미의

중복을 보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M-2b]에서의 ‘실험의 실험’, [M-7b]의 ‘대안을 내

놓음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다’78), [M-16a]의 ‘계산하기 벅찬 계산’이 그에 해당한다. 이

러한 양상의 원인은 우선 명사화 구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한 데

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명사화 구문을 마치 단일한 개념처럼 인식하여 이를 포함

한 또 다른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여 의미를 확장하거나,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다른 문장 성분과의 의미 중첩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

세 사례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원의 문제는 한 문장 내에서 동일한 의미가 반복된다는

점, 그것도 다른 어휘로 변주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휘 요소가 단순 반복되는 형

태로 의미가 겹친다는 점에서 과도한 명제의 개념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7) 명사화의 대상이 연쇄적 절차나 일련의 과정이 아닌 상태나 특성처럼 정적인 사태인 경

우 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좀 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의미의 추상화’이다. 이는 요약 과정

에서 활용되는 거시규칙―일반화, 생략, 선택, 구성 규칙― 중 일련의 미시 정보를 결합

하여 상위 층위에서 ‘새로운’ 명제를 창조(김재봉, 1995:48)하는 구성 규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78) 명제·사태의 관계 중 명사화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과관계이다(김흥수,

1995:143). ‘대안을 내놓음으로써’와 같은 구문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음으로써’가 결

합된 접속문이라는 점에서 서술어와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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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제 내용 표현 측면에서 실현되는 명사화를 ‘명제의 대상

화’와 ‘명제의 개념화’로 나누어 각각에서 나타나는 주요 양상과 오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2>와 같다. (‘오류 유형’ 중 실선 상자는 의미 차원의 오류를, 점선 상

자는 형식 차원의 오류를 뜻한다.)

의미 기능 주요 양상 오류 유형

명제의

대상화

새로운 명제 내용 생성·제시

문장에 내포되어 주제로 기능

대상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대상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이 잘못된 경우

여타 문장 성분들과의 호응이 어색한 경우

명제의

개념화

복합적인 명제를 단일 의미

단위로 압축

일반화·추상화의사고과정개입

구문 구성 요소들 간 의미 관계가 불명확

한 경우

개념화의 대상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표 Ⅲ-2>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 (명제 내용 표현 측면)

2.2.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앞서 명사화를 통해 핵심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명제 내용을 생성하거나 하나의

의미 단위로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명사화 구문은 맥

락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 대상 및 개념으로 부각되는 지점이 상이하기에, 문장이나 텍

스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사화된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역시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명사화의 결과로 구성된 의미 단위 각각이 문장에서 개별적인 명제

로 기능한다고 할 때, 명제와 명제 사이에 형성되는 논리적 관계는 텍스트 구성 측면

에서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과 밀접하다. 만약 명사라면 어휘 체계를 바탕으로 응집성

을 높이겠지만, 명사화는 개별 어휘가 아닌 구문으로 실현되기에 어휘 체계보다는 의

미 분류 체계79)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인다. 이에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

성 측면에서는 의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의미의 범주화 관련 양상’과 요약을

통해 텍스트 내에서 명제 간 체계성을 실현하는 ‘내용의 요약화 관련 양상’으로 나누어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79) 의미 분류 체계는 단순히 유사한 의미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차준경, 2009:15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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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의 범주화 관련 양상

명사화를 통해 실체성과 대상성을 획득한 사태는 특정 의미로 명명됨으로써 ‘존재론

적’ 성질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그와 관련되거나 그것으로부터 환기되는 개념들과 의

미적 관련성을 맺게 된다. 명사화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의미 분류 체계 형성이 지니

는 중요성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및 표현 과정에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사

고 방법이 바로 ‘분류’라는 데에 있다. 분류적 사고를 통해 얻은 어떤 대상에 대한 분

류 체계는 그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물론, 대상들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지식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고 작용(신선경, 2005:309-310)

이라고 할 수 있다.

할리데이 역시도 이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명사화는 본래

문법적 분류로서 명사와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명사화는 ‘특성에 대한 해석’에서 ‘항목으로의 해석’으로, ‘형용사’에

서 ‘명사’로, 수식의 일반적인 기능에서 개념 지시의 기능으로의 변화(Halliday,

2004:74) 과정 전체를 지칭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명사화를 통해 보다 고차원적이

고 추상적인 층위의 개념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구성한 명사화 구문 중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M-22b] “연꽃잎 표면의 미세돌기가 아니라 연꽃잎이 갈라져 있는 것이 연꽃잎

표면의 이물질 제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위 [M-22b]의 ‘연꽃잎 표면의 미세돌기’와 ‘연꽃잎이 갈라져 있는 것’은 연꽃잎의 서

로 다른 특성을 각각 명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꽃잎과 관련된 의미 체계를 형

성하는 데 기여한다. 즉, [M-22b]의 학습자는 잎의 표면상 특징(‘미세돌기’)과 형태적

특성(‘연꽃잎의 갈라짐(M-22a)’) 각각을 명사화함으로써 해당 맥락에서 연꽃잎의 특성

이 기능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명사 어휘로써가

아니라 명사화 구문을 통해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방식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

적인 의미들 간의 유관성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고, 또 그 결과로 정교한 의미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례들은 명사화를 통한 의미 분류 체계의 형성이 어색하여 의미의

범주화가 잘 실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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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a]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동거리이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는 명사화 구문으로 형성되는 의미 분류 체계가 모호

하여 의미 파악이 어렵다. 다시 말해, 명사화 구문이 내포된 전체 문장의 의미를 고려

할 때, [M-11a] 학습자가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의미 분류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 것인

지, ‘위험’을 중심으로 의미 분류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 것인지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교통사고’가 중심이라면 ‘교통사고의 빈도’, ‘교통사고의 예방’,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

과 같은 의미 체계 내에서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그와 달리 ‘위험’에 초점을 두게 되

면 ‘무단횡단의 위험’, ‘신호 위반의 위험’, ‘과속의 위험’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

악하게 된다. 즉, 학습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는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

미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인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위험 요소’인

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M-22a] “처마 기능에 가장 적합한 처마 길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의 [M-22a]도 명사화를 통해 형성된 의미 분류 체계가 어색한 경우이다. 이 사례

의 명사화 구문은 특정 명사 어휘(‘처마’)의 의미 체계 중 일부를 명사적 표현으로 나

타낸 것이다. 이 사례에서 [M-22a] 학습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모두 명사 병치

구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명사적 인식이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명사화 구문은 ‘처마’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미 체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어, ‘처마 기능’에 비추어 ‘처마 길이’를 이해하거나 반대로 ‘처마 길이’로부터

‘처마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이 명사화 구문의 형식이 속격 구성이라

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의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의미의 범주화를 실

현하는 명사화 구문은 대개 속격 구성이나 명사 병치 구문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구문을 이루는 주된 구성 요소가 명사 어휘라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듯하다. 구나 절에 명사화소가 결합하여 명사화 후에도 명제 내용의 진릿값이 거의 그

대로 유지되는 ‘-음, -기’ 구문, ‘것’ 구문에 비해, 문법 장치에 의해서보다는 명사 어휘

별 의미 체계에 기대어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속격 구성 및 명사 병치 구문은 다

양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구문의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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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다음의 사례들은 하나의 명사화 구문 내에 다수의 의미 분류 체계가 전제되어

있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이다.

[H-12a] “빗물에 의한 양생기간의 시멘트에서의 중금속 용출의 원리”

[H-17a] “일반적인 요통의 원인인 허리부담의 척도 중 하나인 척추기립근의 압

축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명사화 구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할 때 위의 두 사례는 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량이 절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상당하다.80) 우선 [H-12a]를 명사화되기 이전의 절 구

성을 고려하여 보다 작은 의미 단위들로 분절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빗물에 의한

양생기간의 시멘트

시멘트에서의 중금속 용출  의 원리

이처럼 [H-12a]의 명사화 구문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이기에는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 간의 관계 역시 다층적이다. 이는 그만큼 의미 파악에 소용되는 의미 분류 체계

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17a]의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역시 도식화해 보면 아

래와 같다.

80) 이처럼 의미 함량 정도가 높은 것은 명사적 인식에 비해 절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사용자의 일생에서 가장 일찍 발달하는 것이 절 변이형(Halliday,

2004:37)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가 교육적 지식의 단계로 접어들

어서도 이전에 습득한 상식으로서의 문법은 물론, 명사적 체계가 발달된 다음에도 그 이

전에 사용하던 절 체계 역시 포기하지 않음(Halliday, 2004:22)을 보여 준다. 그런데 절

체계에 의해 명사화 구문의 의미 함량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의미의 모호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의 모호성은 첫째, 명사의 연속에서 의미적 연결이 명료하

지 않거나, 둘째, 명사화 구문을 이루고 있는 동사들의 의미 관계가 애매한 경우에 촉발

된다(Halliday, 2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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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기립근의 압축력의 크기”

⤷ “허리부담의 척도 중 하나”

⤷ “요통의 원인”

[H-17a]의 학습자가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내고자 한 핵심 의미는 ‘척추기립근의 압

축력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사실’인데, ‘척추기립근’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허리부담의

척도 중 하나’라는 정보를 연결하였고, 이에 덧붙여 ‘허리부담’이 ‘요통의 원인’이라는

정보까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 보아 [H-12a]

와 [H-17a] 두 학습자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의미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의미 전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조직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이 ‘의미 기능에

서 형식’뿐만 아니라 ‘형식에서 의미 기능’ 순으로도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내용의 요약화 관련 양상

명사화를 통한 명제 간 논리적 관계의 형성은 요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는 명사화가 문단의 주제 혹은 화제의 파악과 제시, 텍스트 이해의 초점을 향상시

키는 하나의 방법(신선경, 2005:301)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자군에서 명사

화를 통해 선행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명제 내용 간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대표

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H-23a] “Bake Out이란 이사를 가기 전에 보일러를 35-38℃까지 올려 실내 온도를 후

덥지근하게 한 다음 독성물질들을 벽지나 바닥재 밖으로 방출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다. 나쁜 물질은 최대한 밖으로 빼서 환기로 실외로 내보내야 한다는 이론이다. 하지

만 과연 밖으로 빼낸다고 해서 그게 새집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인가 싶었다.

오히려 더 독해진 후 집에 잔류한 물질들이 인간에게 더 해가 되리라 생각했다.”

ò

[H-23b] “기존의 환기나 열에 의한 유출법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명사화를 통한 요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요약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핵

심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어떤 명사화 형식을 선택하여 구성할 것인지, 또 그것을



- 71 -

어떻게 문장 또는 문단의 주제로 인식시킬 것인지 등이다. 위 [H-23b]는 [H-23a]의 내

용을 요약할 목적으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한 사례인데, 학습자는 ‘환기나 열에 의한 유

출법’에 ‘위험성’이라는 명사적 표현을 결합하여 텍스트 이해의 초점과 내용 해석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사화 이전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위험성’

이라는 표현이 본래의 의미 ‘(인간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다.’를 다소 왜곡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언어 표현으로서는 가치를 지니나, 불필요한 문법적 은유의 사용으로

텍스트 내용이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적이다.81)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살펴볼 수 있다.

[M-2a] “효과가 좋은 방음재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친환경방음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ò

[M-2b] “친환경방음재를 개발 탐구하였다.”

[H-6a] “대중매체들의 수십년 동안 고정시켜 버린 공룡의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결과적

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오랜 세월 동

안 굳어져 온 구시대적 사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

하고 과거의 뿌리 깊은 인식 속에서 겉돌게 된다는 것이다.”

ò

[H-6b] “대중매체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먼저 [M-2b]에서 언급할 만한 것은 [M-2a]의 내용을 요약한 명사화 표현 ‘개발 탐구’

가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의미 있는 명사화인가 하는 것인데,82) 이에 대해 논의

81) 이 사례를 명사화 구성 양상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라, 단지 ‘위험성’이라는 명사 어

휘의 선택과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이 역시 타당한 지적이겠으나 본고

에서는 이 ‘위험성’이라는 명사가 어떤 내용을 명사화하여 ‘요약’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

다는 점에 보다 주목하였다. 즉, [H-23a]의 내용이 앞서 존재하지 않고, 이를 요약적으로

표현할 동기가 없다면 ‘위험성’이라는 어휘 역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82) 관점에 따라서는 이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였다’가 서술어이고, ‘친환경방음재를 개발’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탐구하다’가 그 자체로 단어이기 때문에 이에서 어근 ‘탐

구’만을 떼어 명사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명

사화 이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탐구’로 압축하고자 한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

므로 학습자의 표현 의도는 ‘탐구하다’가 아닌 ‘개발 탐구를 하였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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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탐구’로 변한 문법적 은유화 과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M-2a]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은 ‘효과를 검증하다.’ 또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명사

어휘 ‘탐구’ 역시 이들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효과 검증의 과정’이

동사적 의미 범주로 해석되다가 명사화 과정을 거치며 명사적 범주로 재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법적 은유의 사용으로 인해 ‘(친환경 방음재를) 개발

탐구’의 의미가 ‘친환경방음재를 개발하고 탐구’한 것인지, ‘친환경방음재의 개발 방법

을 탐구’한 것인지, 또는 ‘개발’과 ‘탐구’를 단순히 병렬하여 표현한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떤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의 명사

화라고 하여 의미 관계 표지를 과도하게 생략하는 것은 명사화의 형식적 차원의 문제

로 볼 수 있으며, 명사화 과정에서 사용된 문법적 은유가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

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적 차원의 문제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하게 [H-6b]에서는 [H-6a]의 내용을 압축하여 나타낸 명사화 구문 ‘대중매

체의 개선’의 의미가 모호하다. ‘대중매체의 개선’에서 ‘의’는 소유의 의미라기보다 의미

를 초점화하거나 강화 또는 특화하는 기능(최경봉, 1998)을 한다. 같은 명사라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보 중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것(신선경, 2013:180)이기에

이렇게 구성된 속격 명사화 구문은 명사 요소들 간의 의미 구조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

리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이 경우는 언어 표현의 형태적 길이가 단축되었을 뿐, 명사화

구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명사 요소들이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뚜렷하게 파악되

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

한편 명사화를 이용한 요약을 통해 명제 간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다

음과 같이 지시 대명사 ‘이’83)를 통해 선행 내용 전체를 요약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새로

운 논의의 전개에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명사

화는 명사화되기 이전의 언어 표현에 비해 압축적이고 경제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

서 텍스트의 이해 및 요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지시 대명사를 통한 요약과

새로운 논의의 전개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83) 지시 대명사들 중 ‘이’에 주목한 것은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

시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지시 대명사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앞에서 이미 이야

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나 ‘저(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는 용법상 명사화를 통한 선행

내용의 요약과 긴밀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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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a] “(선행연구의 방향이) 종이 접기에서의 면의 보존성과 비보존성 등의

‘보존’과 관련된 것으로 수열의 일반항까지는 사고를 전개하지 않고 특징을 찾

았고, 우리는 이¹로부터 점화식을 세우고 이²를 풀어 일반항을 구하였다.”

[H-17a] “실험자들의 걸음걸이와 속도(빠르기) 등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¹는 사람의 골격구조가 개인차가 있지만 계단을 오를 때 움직임의 패

턴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²를 이용하여 계단의 구조에 따른 피로도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의 두 사례는 지시 대명사가 앞선 내용을 요약하여 주제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배

경화함으로써 논의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문장에 쓰인 지시 대명사 각각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H-13a]의 경우 ‘이¹’이 가리키는 것이 선행연구가 ‘‘보존’과 관련된 것’에 그쳤

다는 사실인지, ‘수열의 일반항’까지는 사고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이

둘 모두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²’ 역시 바로 앞에 언급된 ‘점화식’을 의미하는 듯하

나 관점에 따라서는 그보다 선행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또 [H-17a]에서도 ‘이¹’은 ‘실험자들의 걸음걸이와 속도 등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

이고 ‘이²’는 바로 앞선 내용인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 움직임의 패턴이 일정’하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두 지시 대명사 모두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처럼 주제화된 명제 내용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지시 대명사 각각의 의미 함량도

높은 편이어서 명사화를 통해 명제 간 논리적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시 대명사의 사용을 통해 선행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새로운 논의의 배경 또는

전제로 사용함으로써 명제 간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명사화 구문으로 전달되

는 것이 신정보임을 파악해야 하고,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관계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지시 대명사가 가리키

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신정보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이’의

지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요약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였

거나, 제대로 선택하였더라도 표현상의 문제가 나타나 압축한 선행 내용이 새로운 의

미를 구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사화로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명제 간 논리적 관계

의 형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차원은 물론 의미적 차원 역시 깊이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선행 내용을 지시 대명사 ‘이’로 압축해 버리는 수준에 그

칠 뿐, 그 의미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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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 명사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의미기능 주요 양상 오류 유형

의미의

범주화
유관 개념과의 의미 체계 형성

의미 분류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의미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온전한 의미 전달에 적합한 명사화 형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의

요약화

경제적인 언어 표현

문장 또는 문단의 주제 강조 불필요한 문법적 은유를 사용한 경우

요약의 대상을 잘못 선택·표현한 경우

<표 Ⅲ-3>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2.3.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

명사화를 통한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은 언어 사용자의 메타적 인식이 적극적

으로 개입된다는 점에서 이상에서 논의한 ‘명제 내용 표현’이나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과는 층위를 조금 달리한다. 명사화를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방

법은 필자의 객관적·중립적 태도나 전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는 명사화 표

현이 다른 표현들에 비해 조금 더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명사화의 기본적 의미 기능과

긴밀하고, 후자는 명사화 표현이 주로 전문적인 글이나 학술 텍스트에서 자주 쓰이는

것과 관련이 깊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명사화를 통한 이러한 태도 표현 양상이 잘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명사화로 실현할 수 있는 의미 기능 중 일부

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명제에 대한 태도 표현은

명사화를 통하기보다 동사적 의미 범주로 나타내는 것에 보다 익숙해져 있음을 나타낸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단순히 명사화 구문의 구성 방식에

만 한정되는 문법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 국면에서 정교한 의미 표현에 소용되

는 의미 기능 지식이기에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다.

본고에서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과 관련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의 오류를 교정해 주는

처방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측면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실

제 언어 사용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갖추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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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쓰기 과정에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가 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 독자는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와 보다 우선적으

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결국 글쓰기 과정에서의 태도 표현은 필자인 자신을 글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지 결정(신명선, 2009:223)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명사화를 통해

주로 실현되는 객관성이나 전문성의 표현은 필자인 언어 사용자가 자신과 예상 독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사화를 통한 태도 표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해당 내

용을 대하는 필자 자신의 태도를 독자에게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84)

이처럼 명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이거나 전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명사화 표현은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정교한 의미 구성 과정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을 ‘객관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과 ‘전문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으로 대별하여 명

사화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용 사례나 특이 사례를 위주

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객관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

명사화는 다른 언어 표현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 명사화 표현과

그에 개입하는 명사적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하고 청자 관련성

을 꺼리는 경향(신선경, 2005:297)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 내용을 명사화

하여 표현할 경우 필자의 태도로서 객관성이 자연스럽게 실현되게 된다. 또한 어떤 대

상이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채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는 의미(김정자, 1998:187)이므로, 명사화를 통한 이러

한 객관적 태도의 표현은 명제 내용이나 독자에 대한 필자의 거리85)를 표현하는 방식

84) 글에서 필자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김정

자, 1998:181)로 나눌 수 있다. 명사화를 통해 표현되는 객관적·전문적 태도는 이 중 메

시지에 대한 필자의 태도, 즉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85) 표현 내용(표현 대상)과의 거리를 상황에 맞게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

력도 글쓰기 능력의 일부이다. 글쓰기에서는 표현 내용과의 거리 설정이 중요한데,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과의 거리를 좁히거나(없애거나), 넓힐 수 있다. 거리 좁히기(거리 없애

기)는 전달 내용에 몰입하는 동일화의 방법이며, 거리 넓히기는 전달 내용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객관화의 방법이다(김정자, 1998:186). 특히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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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한다.

전술한 것처럼 학습자군에서는 명사화를 통해 필자인 학습자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

는 양상이 수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객관성 표현’이라는 명사화 구문 자체의 표

현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동일한 표현 대상을 동사

적 표현으로 나타낼 때와 명사화하여 나타낼 때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M-2a]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음재들의 효과를 하나씩 실험하고 그 특징을

조사하여 분석한 뒤, 친환경방음재를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ò

[M-2b] “실험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더하였다는 것이 매우 뜻 깊었다.”

위의 사례에서 명사화 이전인 [M-2a]와 그것을 명사화한 [M-2b]를 비교해 보면 해

당 학습자가 명사화 표현을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하여 일정 거리를 두며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방음재들의 효과를 하나씩 실험하고

그 특징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을 ‘실험의 구체성’으로, ‘친환경방음재를 개발하고 효과

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실험의 객관성’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표현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명사화 구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

려 언어 사용자의 주관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인 것처럼 전달하기 위해 명사화

를 사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예컨대 위의 [M-2b]에서 ‘실험의 구체성과 객관성’이라는

언어 표현이나, 동사 ‘더하다’로부터 명사화된 ‘더하였다는 것’ 등은 명사화라는 표현

방식에 의해 객관성을 띠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해당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

적’이라고 해석한 데에는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86)

에서 발견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체계적인 구조’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연구

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온(차경미·구본관, 2015:36) 만큼, 객관적 태도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86) 다른 한편으로 명사화 구문이 내포된 문장의 상위 서술어가 ‘(매우) 뜻 깊었다’인 것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자신이 수행한 실험 과정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와 느낌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명사화를 통한 의미 구성 양상은 그와 호응하는 서술어

에 따라 구체화되기도 하므로 명사적 인식의 양상을 살피는 데에는 서술어 부류가 긴요

(김흥수, 1995:139)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학습자들이 구성한 명사화 구문의 의미가

그것이 내포된 전체 문장을 대상으로 살필 때 확연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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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사례도 비슷한 경우이다. [H-7b]와 [H-9b]는 각각 [H-7a]과 [H-9a]를 명

사화한 것이다.

[H-7a] “황연은 동물세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를 점안액이나 인공눈물의 필터

로 사용해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ò

[H-7b] “황연이 점안액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

[H-9a] “두 실험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ò

[H-9b] “두 실험은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되었다.”

[H-7b]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큰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체에 덜 해로운

것’이라는 명사화 구문으로 표현하였고, [H-9b]에서는 [H-9a]의 절 구성을 ‘하나의 결

론’이라고 명사화함으로써 유사한 두 가지 실험 결과87)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는 필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객관적

태도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객관적 표현이 반드시 명사화로 실현될 당위는 없거니와 명사화 구문이

처럼 명사화 구문과 호응하는 서술어와의 관계 속에서 주관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사례

로 아래의 [M-3b]를 들 수 있다.

[M-3a] “뿌리를 관찰한 결과 리본을 처리한 상추의 뿌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었

으며, 손으로 뽑을 때 바로 뽑히며 힘이 없었다.”

ò

[M-3b] “식물의 생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뿌리의 손상이 심각했다.”

[M-3b]는 식물의 뿌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으로 뽑을 때 ‘힘이 없었다.’

는 사실을 ‘뿌리의 손상이 심각했다.’고 표현하여 어느 정도 주관적인 표현 의도가 개입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사화 구문과 그것이 내포된 전체 상위문과의 관계 역시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과 관련하여 살펴볼 가치를 지니나, 이는 서술어로 쓰이는 어휘

요소를 선택하는 문제에 보다 치중된 것으로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87) 해당 보고서에서 두 가지 실험이란 ‘장애물의 두께’를 달리하여 진행한 것과 ‘장애물의

각도’를 달리하여 진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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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서 주관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해석을 객관적인 정보로 재가공하여 언어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객관

적 태도의 표현’이라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잘 적용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위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태도 표현은 명제 내용에 일정 거리를 두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논의 전개에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필

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

학습자들이 ‘객관적 태도 표현’이라는 의미 기능을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무리한 객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전문적 태도 표현 관련 양상

이상에서 살펴본 객관적 태도의 표현은 논증이나 주장 또는 보고라는 장르적 특성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전문적 태도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한 객관적 태도 표현은 필자가 해당 내용에 취하고 있는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와 달리 전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명사화는 필자가 내용이 아

닌 독자에 대해 취하는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결국 명사화를 통한 전문

적 태도 표현은 명제 내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필자가 예상 독자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명사화를 통해 명제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전문적 태도를 표현하는 양상은 어휘·문

법적 차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명사화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동사적

의미 범주와 명사적 의미 범주가 결합되는 것인 만큼, 명사화에서는 특히 어휘·문법적

자원이 고루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문적 태도 표현 국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가 상당수 쓰이거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의 특성상 빈번하게 쓰이는 표

현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88) 그런데 아래의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

듯이 학습자는 이러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적 태도를 표현하더라도 특정 명사 어휘로 내용 전체를 무리하게 압축하는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88) 인지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표현 방식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세부적인 표현

내용의 취사선택에도 관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필자의 태도는 텍스트의 이해에서도 중

요한 문제이다(김정자, 19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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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8a] “조직의 종류에 따라 수분의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ò

[M-18b] “여러 종류의 식물조직의 수분포텐셜 측정”

위 [M-18b]는 명사화 구문 구성 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어휘, 즉 전문 용어

로 전문성을 나타내고자 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분포텐셜’과 같은 어휘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89) 명사화 이전의 표현에서는 ‘수분의 변화’이었던 것

을 이와 같이 명사화함으로써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전문적 태도를 나타내고, 결과

적으로는 필자 자신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래의 [H-6b]를 들 수 있다.

[H-6a] “명백한 오류의 장기간 존속을 막고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개

발을 촉진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ò

[H-6b] “오류발생 시 신속한 리뉴얼이 되지 않는 원인”

위 [H-6b]는 [H-6a]에 대한 문법적 은유로 명사화가 구성되었다. 이 경우도 앞서

[M-18b]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류의 장기간 존속을 막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동사적 표현을 ‘리뉴얼’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명사화한 것이 눈에 띈다.90) 이러한

어휘의 사용은 명사화 구문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한다는 점

에서 명제 내용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태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91)

89) [M-18b]의 명사화 구문은 사실 ‘수분포텐셜’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 외에도 속격 조사

‘의’를 통해 구성된 구문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은

명사화 이전의 표현인 [M-18a]에도 이미 ‘조직의 종류’, ‘수분의 변화’와 같은 속격 구성

이 나타나며, 각 문장에서 사용된 명사 어휘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M-18b]에 특별히

명사적 인식이 개입되어 의미 범주의 변환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이다.

90) 이처럼 문법적 은유에서는 어휘적 변형(단어와 단어 간 교체) 대신 범주 간 변형이 일어

나는데, 명사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의미의 압축을 수반한다는 것은 이러한 은유의 사용

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명사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법적 은유는 경험이나 인식을

해석하는 방식, 그것을 다른 의미 범주로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동사적 의미를 ‘수분포텐셜’이나 ‘리뉴얼’과 같은 다른 범주로 변환하

여 나타내더라도 명사화 이전의 의미가 유지되는가이다.

91) 이상의 사례들처럼 외국어·외래어―‘수분포텐셜, 리뉴얼’―가 그대로 사용된 명사화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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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사화를 통한 전문적 태도 표현 양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전문 용어의 사용이 아니라 구문 구성에 의해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표현

되는 경우이다. 즉, 동사적 표현에서 명사적 표현으로 의미 범주를 달리하는 과정이 특

정 구문의 구성으로 나타나며, 그 방식을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전문적 태도

가 표현되는 경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사례들은 주로 개별 어

휘로 실현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 다른 사례들과 달리 구문을 구성함으로써 필자의

전문적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92)

[M-2a] “방음벽을 통한 교통소음의 저감효과는 소음의 전달경로 상에 방음벽이

르나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 맥락 등 특정한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확성과 적절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려는 태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H-23a] “일주일 뒤 벽지 조각을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뒤 작은 페트리 디쉬

에 건조시킨 벽지조각을 넣고 펀치로 둥글게 잘라놓은 흡습성이 뛰어난 크

로마토그래피 페이퍼를 같은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

예컨대 위와 같은 문장은 ‘과학 탐구 보고서’라는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전문

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어교육적 관점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발견되는 용례라고 할 수 있다.

92) 물론 이러한 명사화 구문에도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명사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명사화의 결과가 개별 어휘가 아닌 구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명사화의 대상이 보

다 복잡한 의미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전문 용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전문적 태도 표현을 실현하는 경우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 준다.

[H-11a] “과냉각이란 용융염이 용융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도 결정의 석출

등으로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잠열도 방출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과냉

각 상태에서 일단 결정핵이 생성되면 온도가 용융점으로 올라가면서 결정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는 한 문장 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가 다수 쓰여 일상 언어와는 괴

리가 느껴지는 경우인데, 전문 언어가 일상 언어와 가장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어휘라는 점에서 명사화 관련 내용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 용어가

실현되는 단위나 방식이 반드시 명사화 구문이어야 할 당위가 없고, 또 개별적인 명사

어휘로 실현되는 전문적 표현은 단순한 명사 어휘 사용에 해당되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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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장애물을 구성재료의 투과손실과도 관계된다.”

[H-23a] “다양한 벽지에서의 탄산칼슘의 생착에 대하여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H-25a] “터널이라는 특정 조건 내에서 차량에 의해 유동되는 공기의 흐름, 발생

되는 차량 유도풍의 분포 양상과 터널 내 물리적 변수(온도, 습도, 오염도)를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풍력 발전에 대한 활용 방안과 효율적인 환기방법에 대

해 탐구하고자”

다만 이들 사례는 무리한 의미의 압축으로 명사화 구문 자체의 의미가 불명료하거

나, 문장 내에서 명사화된 명제들 간의 의미 연결이 어색하여 정작 표현 내용을 정확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독자가 이 언어적 표현

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 거리는 필자가 지니는 전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의 불

명확성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에서 실현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과 주요 양상 및 오류 유형을 아래의 <표 Ⅲ-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의미기능 주요 양상 오류 유형

객관적

태도표현

명제 내용 및 독자에 대한 거리 두기
언어 사용자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경우

무리한 객관화를 시도하는 경우
명제 내용에 대한 메타적 인식 개입

전문적

태도표현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전문 용어 중심의 명사화 구문 생성

<표 Ⅲ-4>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양상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

본고에서 제시한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

화 및 전문화― 각각은 실현 층위나 효과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기

능적 특성이 상호 중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행 내용을 요약하여 명사화 구문으로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응집성을 높이는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대상화 혹은 개념화와 같

은 의미 기능적 특성이 전제되며,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든 일정한 표현 의도를 실현

하기 위해 쓰인 명사화는 자연스럽게 객관적·전문적 태도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간 상호 관계성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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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간 관계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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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내용 설계

1.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

기존의 문법 교육은 문법 지식을 다루는 기준이 주로 언어 단위나 문법 층위 중심

이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 과정과 관련한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법 지식은 결국 실제

언어 사용 차원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가치를 지

닌다. 따라서 문법 학습자에게는 언어 사용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특정 문법 지식이 어

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와 같이 문법 교육의 제재로 명사화만이 아니라 그 의미 기능

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명사화 구문의 형성 규칙이나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더

나아가 명사화를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식으로 다룰 수 있다. 명사화는 고유의

의미 기능을 지니며 실제 언어 사용 국면에서 쓰임과 가치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구

문 구성 시 명사적 인식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가 다양한 만큼 형태·통사·의미적으로

다양한 문법 지식이 관여하고, 세계에 대한 동사적 인식을 명사적 인식으로 변환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언어화 과정에 개입하는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닌다.

한편 어떤 문법 지식이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위 차원인 문법 교육

의 목표, 나아가 국어교육의 목표와도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과 및 영역의 목표

와 동떨어진 지식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명사화 의미 기능과 관

련한 내용은 다양한 언어 사용 상황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글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며 소통’하는 것과도 관련

이 깊고, 특히 ‘고급 수준의 국어 사용 능력’93)을 기르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명사화 표현과 그 의미 기능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은 쓰기 과정이 주를

이룬다. 이에 주세형(2005b)에서 제시한 문법 지식과 쓰기 교육 내용의 통합 양상을

93) 여기에서 언급한 이들 범주는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심화 국어>

의 목표―“학문 분야에서 학습과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고급 수준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른다.”―와 그 하위 항목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에 관한

문법 지식은 고학년(군)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84 -

참고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Ⅳ-1> 내용 중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굵은

표시)

쓰기에 대한 접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쓰기 행위 유기성을 가지는 문법 지식

표현할 내용

구성하기

(관념적 기능)

-명제 내용 구성하기

-표현할 단위 구성하기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언어화하기

-품사, 서술어 자릿수, 논항

구조, 용언에 따른 개념 구

조, 문장 성분

-구, 절, 문장에 대한 기능

-서법, 양태, 문장 종결법

독자에 대해

고려할 점을

언어화하기

(상호작용적 기능)

-필자와 독자의 사회적·개인적 관

계 고려하여 언어화하기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념

적 기능 측면’에서 구성되었던 표

현 내용을 재구성하기

-높임법, 서법, 양태, 문장 종

결법, 화행

글답게 하기 위한

장치 마련하기

(텍스트적 기능)

-해당 사용역에서의 언어의 역할

결정하기

-글의 응집성 유지를 위한 정보의

재배치

-구어체와 문어체의 속성과

기능

-접속 표지, 의미적 결속 표

지, 주제 구조 점검

<표 Ⅳ-1> 문법 지식과 쓰기 교육 내용과의 통합적 양상(주세형, 2005b:113)

명사화에 관해서는 ‘문장 그 자체’보다 언어 단위를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어

떤 명사화소로 명사화를 실현하는지에 따라 명사화 구문의 언어 단위를 비롯한 형식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명사화 구문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그것

이 문장 안에 어떻게 내포될지 그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

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나 그 내용에 대한 태도를 언어화하는 것 역시 결국은 표현

단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언어 단위에 대한 문법적 인식’을 기능적

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명제 내용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설정하는 능력을 기

르는 데(주세형, 2007:431)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사화를 통해서는 ‘해당 사용

역에서의 언어의 역할을 결정’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 명사화는 그 의미 기능에

따라 특정 사용 맥락에서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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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

Ÿ 어휘·문법적 자원을 고루 활용하여 정확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한다.

Ÿ 명사화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파악한다.

Ÿ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명사화 사용 맥락을 선택한다.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사화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데 소용되는 지식은 물론, 명사화 구문 특유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 그리

고 적절한 사용 맥락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 고루 필요

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설

정하였다.

2.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의 구성

2.1. 교육 내용의 체계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앞서 논의한 교육 목

표와의 상관성은 물론, 나름의 교육 체계를 갖추어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의 체계

화는 각 영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차원의 상위 목표를 지향하도록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따라야(최영환, 1994:94) 하는데,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

는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은 문법 영역에 속한 교육 내용인 동시에 쓰기 과정에도 깊

이 개입되는 만큼, 특히 쓰기 영역의 체계와 일정 부분 통일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또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은 교육의 효율과 교수 가능성

을 고려하여 내용 요소를 지식과 기능의 체계에 따라 나누는 것(김창원, 2014:10)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지식’은 ‘기능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고, ‘기능으로 확장되는 지식’이기도 하여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

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사화 및 그 의미 기능과 관련하여 지식 층위는 물론, 그

것의 사용을 고려하여 기능 층위까지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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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범주 교육 내용

어휘·문법적 자원을 고루 활용한

정확한 명사화 구문 구성 지식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ò
명사화 구성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 파악

기능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 층위

ò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명사화 사용 맥락 선택

[그림 Ⅳ-1]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체계

전술한 것처럼,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적절

한 사용 층위를 선택하여 다양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교육 내용의 범주로서 지식과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교육 내용 역시 지식 중심의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과 기능 중심의 ‘명사화 의

미 기능 사용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명사화를 잘 하는 것’에는 정확한 명사화 구

문 구성 능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사화를 통해 실현되는 표현

의도 및 의미 기능을 일치시키는 능력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 체계는 언어의 형식과 기능(의미)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실제 언

어 사용 국면을 고려하는 등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원칙(구본관, 2009:31)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이 기존 문법 교육 내용 요소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교육 내용 관련 영역 관련 내용 요소

의미 기능

지식 중심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 대상화 및 개념화

- 범주화 및 체계화

- 객관화 및 전문화

언어의 본질
의미 체계 형성

개념화, 범주화

국어의 구조

품사 체계

문장의 구조

담화의 특성

의미 기능

사용 중심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

- 명제 내용 제시

- 명제 내용 연결

- 명제 내용 평가
국어 생활

정보의 조직

논점 구성

의사소통 문화 고려

[그림 Ⅳ-2] 문법에 적용될 수 있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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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Ⅳ-2]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이 기존의 문법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소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보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따라 명사화 의미 기

능 교육 내용을 다루는 방식은 기존 내용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성

취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영역 및 내용 요소 안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이 기존 문법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바탕으

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예시를 보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2.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은 곧 명사화 교육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는 앞서 논의한 교육 목표와의 상관성 속에서 설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화 의

미 기능 교육의 방향으로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중

심’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는 일차적으로 명사화 구성과 명사화의 의미 기능

유형에 관한 지식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사

화 의미 기능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 중심이 된다.

이들 두 가지 방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한편으로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이 명사화 구문 구성에 소용되는 문법 요소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 즉 언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수행으로까지 연결될 때 비로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어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교육 내용이 ‘언어 현상’이 아닌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능력’을

기준으로 탐색되어야 한다(주세형, 2005c:329)는 언명과도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학습한 후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형식’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 ‘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94)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을 ‘지식’과 ‘사용’ 중심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들 각각에서는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생성된 명사화 구문의 의미

기능을 다양한 사용 맥락 속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94) 최근 문법 교육의 뚜렷한 연구 경향은 언어의 형식보다는 의미나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며 이러한 경향은 기능 문법과 관련이 있다(구본관, 2009:9). 이렇게 의미나 기능에 주목

하는 것은 이해 및 표현 능력 신장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적 목표(국어교육 미래 열기,

2009:392)에 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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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중심

ò ò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명사화의 사용 층위

[그림 Ⅳ-3]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

1)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에서 지식 중심의 방향은 명사화 구문의 구성 방식을 포함하

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지식 요소로 강조하는 것이다. 본

고의 관점에서 명사화 구문은 ‘-음’,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구성되기도

하고, 의존 명사 ‘것’이 명제 내용 전체를 지칭·요약하거나, 속격 조사 ‘의’로 명사 요소

들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되기도 하며, 또는 다수의 명사가 나름의 의미 관계를 지니는

병치 구문의 형태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명사화 구문은 그 자체로

문장 내에서 구성 성분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문법적 기능은 명사와 동일하더라도

형태적 특성에 의해 문장에 내포되는 방식에 차이가 나고,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하여

의미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는 문법 지식이 매우 다양하다.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지식 중심 방향에서 이와 같이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명사화소에 따라 명사화 구문의 형식

적 특성과 의미 기능에 차이가 나게 되고, 둘째, 모어 화자인 학습자들이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는 명사화의 표현 효과에 앞서 그 구성 방식을 지식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은 다양한 형식의 명사화

구문을 표현 의도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렇게 구성된 명사화 구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명제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

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로 유형화하여 지식 중심의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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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적 인식의 개입 ð 명사화 구문 구성 ð 명사화 의미 기능

↓ ↑ ↓ ↑

명사형 어미 (‘-음, -기’)

의존 명사 (‘것’)

속격 조사 (‘의’)

명사 병치 (NP¹+NP²+…)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

[그림 Ⅳ-4]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관련 내용의 예

요컨대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 중심’에는 명사화 구문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문

법 지식을 바탕으로, 명사화 구문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기능의 유형이 핵심이 된다.

여기에는 명사화 구문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도 일부 포함

되는데, 이는 명사화를 실현 및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식적 특성만이 아니라 명사화 구

문이 내포됨으로써 구성되는 보다 큰 단위와 그 의미에도 주목함을 뜻한다. 따라서 지

식 중심의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은 기존의 문법 교육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어의 구조’ 범주의 내용 요소―품사 체계, 문장의 구조, 담화의 특성 등―로 다

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명사화가 기본적으로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들을 개념 및

지식의 단위로 나누어 인식하는 언어의 본질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본

질’ 범주의 내용―언어를 통한 의미 체계 형성, 개념화·범주화 등―으로도 의미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

2)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중심

명사화의 의미 기능 사용 중심 방향에서는 명사화 구문과 그 의미 기능에 대한 방

법적 지식을 주로 다룬다.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주된 비판은 학습

자들이 문법 지식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언어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워한다(주세형,

2005c:328)는 것이었다. 그러나 명사화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그와 관련된 문법 지식이 충분히 교육 내용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언어 사용 상

황에 적용할 지식이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명사화와 관련된 ‘지식’의 존재

여부나 분량에만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

법’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던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문법 교육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까지 확장하여 다루

게 되면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형식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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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c:332)에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는 결국 명사화의

‘형식’과 ‘기능’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형식 중심의 문법 교육 경향 속에

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명사화 관련 내용의 기능적 측면을 교육의 국면으로

들여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95)

결국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명사화

구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3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명사화와 그 의

미 기능은 다양한 언어 단위로 폭넓게 실현되고, 텍스트 구성 측면에서도 명제 내용의

제시 및 재구성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중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을 중핵

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 명사화 의미 기능이 사용되는 양상을 지

식으로 다룰 수 있다.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과 관련한 지식을 텍스트 구성 단계에

따라 대별하는 이유는 명사화 구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이 사용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96) 이러한 점에서 명사화 의미 기능을 사용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명사화의 사용역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명사화의 사용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사화가 주로

쓰이는 사용 맥락으로서 사용역(예: 신문 기사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명사화의 다양

한 의미 기능적 특성을 필요로 하는 사용 맥락으로서 사용역이다. 전자는 명사화의 ‘사

용역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되고, 후자는 명사화가 쓰일 ‘사용 층위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핵심적이다. 이 중 본고에서 강조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과 밀접한 것은 후자,

즉 ‘명사화의 의미 기능적 특성이 필요한 사용 맥락’으로서 사용 층위이다. 본고에서는

‘사용역’을 모어 화자가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기능성에 주목하는 개

념(주세형, 2005c:348)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명사

화 의미 기능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그 사용 층위를 선택하고, 사용 맥락 안에서 명사

화의 의미 기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95) 이는 넓게 보아 문법 지식의 역할이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여 수행된다는 사실에 주목

한 것이다. 문법 영역이 ‘내용’ 영역만이 아니라 ‘방법’ 영역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세형(2005d)를 참고할 수 있다.

96) 명사화에서 ‘무엇으로 명명하느냐’의 문제는 텍스트 장르성에 대한 인식과 상통하므로,

명사화는 장르성과 관련하여 주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제민경, 20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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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화 구문 구성 ð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ð 명사화 사용 맥락 탐색

↑ ↓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중립화

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

[그림 Ⅳ-5]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관련 내용의 예

명사화 구문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며, 이들은 각 특성에 따라 텍스트 구성 과

정 중 특정 단계에서 선호되거나 주요한 표현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

여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 층위를 텍

스트 구성 과정에 따라 ‘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사용을 중심으로 교육

되면 명사화 구문 구성에 관여하는 문법 요소가 의미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근거로서

작용(주세형, 2005c:356)함을 지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명사화의 의미 기능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지식은 실제적인 쓰임에 초점이 있는 만큼, 기존의 문법 교육 체계에서

는 ‘국어 생활’ 범주의 내용―의미 체계의 활용, 맥락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또 이때의 ‘국어 생활’이란 명제적 지식을 언어 사용 국면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정보를 조직하여 표현하고 전달’하거나 ‘논점을 구

성’하는 것, ‘특정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97)를 아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3.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정교한 의미 구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은 앞서 논의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

97) 이러한 내용 범주는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심화 국어>의 내용 체

계를 참고한 것이다. 학습자의 학문 탐구 능력과 다양한 학문적 국어 능력의 향상을 목

표로 하는 <심화 국어>의 특성이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참고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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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방향을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로 나누

어 제시한다. 전자는 명제적 지식으로서 명사화 구문의 구성 방식 및 의미 기능 유형

이 핵심이며, 후자는 지식으로 학습한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을 실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방법적 지식이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 명사화와 관련하여 강조한 형식적 차원

의 문제는 이들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되, 특히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이 포함된 전자에서 명사화 사용을 위한 기본 지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3.1.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에서는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데 소용되는 어

휘·문법적 자원과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명사화 구문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명

제적 지식으로 다룬다. 교육 내용으로서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은 ‘대상화 및 개념

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로 대별되며, 이들은 각각 명제 내용 표현,

명제 간 관계 형성,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1) 대상화 및 개념화

대상화 및 개념화 유형은 명사화 구문을 통해 ‘무엇’, 즉 어떤 내용을 나타낼 것인가

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언어화 이전의 온전한 경험 덩어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표

현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을 주변으로 제외할 것인지

(이동혁, 2012:43-44)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된 ‘선택’과 ‘해

석’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명사화는 언어 사용자가 주목한 대상 요소에 실체성을 부여

하여 명명이 가능한 대상 및 개념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선택’과

‘해석’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명사화 구문 구성에 소용되는

지식과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각시키려는 대상 요소에의 주목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습자가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일부이다. (‘수정 후’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명사화 표현에 밑줄 표시, 이하 동일)98)

98)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인천 I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4명으로, 각 학습자별

로 두 차례씩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시에는 설명하는 글(자유 주제)을 쓰게 하고, 2차시

에는 명사화 구성 방식과 그 의미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학습(30분간)한 뒤, 1차시에서

작성한 자신의 글을 명사화 표현을 중심으로 수정해 보게 하였다. 2차시에서 명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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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의 글: 수정 전]

역사가 존재하기 위해선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나 기록의 존재 그 자체가 있었다

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문제는 과거의 기록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내려오는 역사 자체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있다.

한편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으로 제공한 대상화 및 개념화 교육 내용의 예시99)는

다음과 같다.

각 의미 기능 유형을 학습 내용으로 제공하기에 앞서, ‘명사화의 개념(“동사·형용사가 명

사가 되는 것으로, ‘뜨겁다→뜨거움→열’, ‘보내다→전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과 ‘명

사화의 형식(“[-음,-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

기 때문에’, [것]: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명사¹+명사²]: ‘지구

온난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을 공통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1차시에서 학습자(가)는 ‘역사, 올바른 이해는?’, 학습자(나)는 ‘야구의 생소한 규칙들’,

학습자(다)는 ‘스포츠와 승부욕’, 학습자(라)는 ‘초기 락·메탈의 모습과 변화’라는 제목으

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2차시에서 바꾸어 쓴 표현에 대하여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특히

무엇을 고려하였는지, 텍스트 구성 단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99) 각 교육 내용 예시에서 쓰인 예문은 본고(3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예문은 의미 기능 유형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예시로 갈음될 수 있다.

3.1.1.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를 통한 대상화 및 개념화

① 대상 요소에의 주목100)

“어떤 파스는 수분함유량이 높아서 피부 자극이 적지만 밀착포와 함께 사용해 움직

이는 관절부위에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표 39 

- 절이나 문장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주제로 부각시킬 것인지 선택한다.

-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는 ‘수분함유랑이 높다.’, ‘피부 자극이 적다.’, ‘밀착포와 함께 사

용한다.’ 등보다 ‘움직이는 관절부위에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것을 대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② 적절한 명사화 구문 방식 선택

- 대상 요소의 언어 단위를 고려한 적절한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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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대상화 및 개념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학

습자들에게 자신의 글을 수정해 보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문장의 주제나 핵심 내용

을 명사화 구문으로 구성하여 적절하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수정 전’과 비교

하여 변화가 있는 명사화 표현에 밑줄 표시, 이하 동일)

[학습자(가)의 글: 수정 후]

역사의 존재성은 과거의 사건이나 기록 자체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과

거의 기록도 사람에 의해 써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가)의 경우, ‘수정 전’ 글에서 구성한 명사화 구문의 일부를

‘수정 후’ 글에서 다른 명사화 표현으로 바꾸거나 아예 동사적 표현으로 풀어 썼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해당 학습자는 “명사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나서 글을 다시

보니까 이유 없이 ‘뭐뭐인 것’으로 쓴 게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겠다고 생

각했다.”고 응답하여 이 역시 명사화의 대상화·개념화에 대한 지식을 잘 습득한 결과

임을 보여 준다. 사용 이유나 그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써 오던 언어

표현―이 경우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하는 명사화 구문―을 사용 목적과 표현 의도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00) 물론 명사화 과정에서 명사화 표현 대상이 되는 문장이 미리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명사화 이전의 언어 표현 대신에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이 선

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명사화를 통한 개념화 및 대상화의 학습 과

정을 순차적으로 가시화하고자 명사화의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을 따로 제시하였다.

“움직이는 관절부위에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ò
“관절 부위에서는 쉽게 떨어지는 불편함”

- 이러한 명사적 표현은 그 내용을 주제 또는 핵심으로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

- 이렇게 대상이나 개념으로 강조된 내용을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하여 더 큰

단위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관절 부위에서는 쉽게 떨어지는 불편함”

ò
“어떤 파스는 점착력이 약해 관절 부위에서는 쉽게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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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는 명사화 구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명사화 형

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사화 구문의 형식을 선택하고, 그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문장에

내포시키는 방법을 학습했을 때 실제 쓰기 과정에서도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이 제대

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범주화 및 체계화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두 번째 유형은 범주화 및 체계화이다. 범주화란 어떤 사태

가 명사화됨으로써 특정 의미 범주 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 의미적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체계화란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선행 문장이나 문단 전체의 내용을 명사

적 표현으로 요약함으로써 텍스트 응집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즉, 의미의 체계화를

위해 사용되는 명사화 구성 전략이 바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사화를 통한 요

약을 통해 텍스트상에서 의미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명사적 표현으로 의미를 범주화할 때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상 유관

개념들을 상정하여 해당 내용이 특정 의미 체계 내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명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어떤 의미가 명사적 범주로 변환되면, 그 내용이 의미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서

도 이러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범주화 의미 기능

관련 학습 내용이다.

3.1.2. (1)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를 통한 범주화

① 표현 대상의 의미적 분류

“흡수된 물은 삼투현상에 의해 세포와 세포를 통해서 상승하게 된다.”

↓ ↓

수분 상승

- 어떤 내용을 명사적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핵심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절한 명사화 구문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의미 분류 체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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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어 표현을 명사적 의미로 나타내게 되면 일정한 의미 분류 체계가 형성되어

어떤 것이 범주 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범주 밖에 존재하는지 정해지게 된다

(Halliday, 2004:64). 이는 앞서 제시한 대상화 및 개념화 의미 기능과도 밀접한 특성으

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 체계 내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사화함으로

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범주화 관련 내용을 학습하기 전·후로

학습자들의 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자(다)의 경우 ‘이종격투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라는 표현을 ‘이종격투기 시절’로

바꾸어 썼는데, 그 이유를 “원래 이 문장은, 지금은 종합격투기라고 하는 게 처음엔 이

종격투기라고 불렸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쓰려고 했다.

상승
상등, 상향, 인상 …

→ 이동
하강, 하향, 하락 …

ò
“삼투현상에 의한 수분의 이동”

- 명사적 표현에는 그와 관련되는 의미의 집합인 ‘의미 분류 체계’가 전제되어 있다. 이

를 고려하여 의미 전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조직하고 구문을 구성한다.

③ 의미의 이해 및 표현의 확장

- 어떤 표현이 명사화됨으로써 생성되는 의미 분류 체계는 그와 관련된 다른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도 유용하다. (아래 예시 참고) 이와 같은 표현의 확장은 의미

간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글의 응집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수분의 이동 → 수분의 변화, 수분 함유량, 수분 관계, 수분 비율, …

- 그런데 의미의 범주화는 주로 명사 어휘가 포함되는 속격 구성이나 명사 병치 구문

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의미가 중의적이거나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현 의

도뿐만 아니라 명사화 구문의 형식에 따른 표현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다): 수정 전

ð

학습자(다): 수정 후

이종격투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스

포츠라기보다는 싸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

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규칙이나 의료시스

템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

이종격투기 시절에는 싸움에 초점을 두

었기 때문인지,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해

서인지는 몰라도 규칙이나 의료시스템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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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이종격투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 쓰면 종합격투기의 초기 모습이라는 게 잘

안 드러나서 ‘이종격투기 시절’로 고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다)가 ‘초기 종합

격투기(=이종격투기)’와 ‘현재의 종합격투기(이종격투기→종합격투기)’를 구분 짓는 기

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의미 체계를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이종격투

기가 처음 나오다.’라는 동사적 의미 표현에서 ‘NP¹+NP²’ 구성으로의 의미 범주 변환

외에도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명사 어휘―‘(처음 나왔을) 당시’나 ‘시절’―의 사용을

통해 일정한 의미 분류 체계를 고려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학습자(라) 역시 “‘락 음악이 다양해졌다’는 건 과거에 비해 현재가 그렇다는 건

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려면 이렇게(‘현재의 다양한 락이 나오기까지는’) 고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고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역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의미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 논의한 범주화와 유사한 유형으로 체계화를 들 수 있다. 명사화를 통

한 명제 간 체계의 형성은 전경화(foregrounding)된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새로운 논의의 전제 및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가능하다. 명사

화는 특히 선행하는 핵심 내용을 배경화(backgrounding)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기능을 살피기 위해서는 텍스트 구성 측면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학습자에게 제공한 요약과 관련한 교육 내용의 예시이다.

3.1.2. (2)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를 통한 체계화

① 핵심 내용의 요약

“커피찌꺼기가 들어있는 글러브 박스 내의 벤젠의 양은 11의 차이(43% 수준), 에틸

벤젠의 양은 3908 정도의 차이로 약 4000 정도의 에틸벤젠이 24시간 만에 대폭 저

감이(19.6% 수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ò
“이러한 커피찌꺼기의 벤젠 저감 효능은∼”

표 49 

학습자(라): 수정 전

ð

학습자(라): 수정 후

락 음악은 아주 다양해졌는데 락의 형성

에서부터 참신한 시도를 통한 발전이 있

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다양한 락이 나오기까지는 락의

형성에서부터 참신한 시도를 통한 발전

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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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뒤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라)는 특히 연결 어미 ‘-고’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한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쓰

는 경향이 있었으나, 명사화 의미 기능을 학습한 뒤 이것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위

에 제시한 문장에 대하여서는 “락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을 이것저것 넣었었는데 딱 하고 싶은 말만 명

사화해서 쓰니까 훨씬 깔끔하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도 더 잘 될 것 같다.”고

응답하여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요약화를 특히 많이 고려하

였음을 알 수 있다.

- 명사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는 데 있다. 특히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 이러한 요약적 기능이 중요하다.

- 어떤 내용을 명사화로 요약할 때에는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문을 구성하여

주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선행 내용의 재구성

“이러한 커피찌꺼기의 벤젠 저감 효능은∼”

ò
“커피 찌꺼기의 벤젠 저감 효과는 우수했다.”

- 선행 내용을 요약한 명사화 구문은 다른 문장에 배치되어 새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명사화를 통해 글 전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결과적으

로 글의 응집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어떤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여 필수적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생략해 버리면 의미 전달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핵심 내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사화 구문을 선택하도록 한다.

학습자(라): 수정 전

ð

학습자(라): 수정 후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비틀즈는 브릿팝,

모던락 할 것 없이 모든 락 종류에 영향

을 미쳤고, 노래를 만들 때에 타인들이

듣기 쉬운, 듣는 것이 즐거운 음악을 하

도록 길을 터놓은 밴드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비틀즈는 모

든 락·메탈 밴드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 쉬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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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화 및 전문화

명사화 구문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표현 효과로는 객관성, 중립성, 전

문성 등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절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명사화하는 과정에는

상황의 존재론적 특정화가 수반되면서 명사화 명제에 ‘사실’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된 지식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로 구성되었거나 특정 언어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언어 사용 맥락에 의해 의미가 해석되는 명사화의 경우 전문성을 나

타내는 표현 방식이 되기도 한다.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객관화 및 전문화 유형의 학습에는 표현 대상에서 일반적이

고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해 내는 것부터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문법적 장치의 사

용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다양한 지식이 동원될 수 있다.101) 다음은 각각 객관화와 전

문화에 관한 학습 내용이다.

101)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객관화·전문화는 단순히 ‘주관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명사화는 단일한 명사 어휘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언어화 과정을 거치

기에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의미’ 또는 ‘일반적·비전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의미’를 간단

히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명사화로 실현되는 객관성 및 전문성은 ‘명사적 의

미 범주로의 변환’이라는 명사화의 본질에서부터 도출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1.3. (1)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를 통한 객관화

Ÿ 표현 대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공통 특성 도출

÷ 따뜻하다. ø

온도 변화 열

õ 뜨겁다. ö

- 어떤 것의 온도가 ‘따뜻하다’거나 ‘뜨겁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따뜻하다고 느끼다’, ‘뜨겁다고 느끼다’와

같이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 주관적인 표현을 명사화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획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따뜻하다’와 ‘뜨겁다’와 같은 형용사가 ‘열’ 또는 ‘온도 변화’라는 명사(구)로 의미 범

주가 변환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 이때 주의할 것은 ‘열’이라는 명사적 표현이 ‘따뜻하다’ 또는 ‘뜨겁다’의 핵심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가이다. 표현 대상의 일반적인 공통 특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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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미로 명사화 구문을 구성할 경우 온전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 이처럼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언어 표현 대신, 명

사적 표현을 사용하면 명제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언어 표현이 문장에 쓰이면, 독자들은 글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

“56℃ 이상의 열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초음파의 강도와 노출시간에 따른 조직의 온도변화”

3.1.3. (2)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를 통한 전문화

① 전문 용어의 효과적인 사용

“대조군이 초기값의 524.67%로 증가한 반면 100% 솔방울 추출물, 50% 솔방울 추

출물, 25% 솔방울 추출물, 12.5% 솔방울 추출물은 각각 141.35%, 115.70%,

137.64%, 131.73%로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세균의) 양이 감소하였다.”

ò
“솔방울 가열 추출물이 항균효과를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 명사화 구문을 만들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화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

이고 쉬운 방법이다.

- 그러나 전문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

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주관적 표현의 배제

- 명사화를 통한 전문성의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는 것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지하철역의 환승통로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계단이 많거나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ò
“서울시 지하철역의 환승통로의 위치적 문제점”

- 언어 표현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

인적인 감상이나 의견, 느낌 등을 최소화하고,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중요하다.

- 위에서처럼 ‘너무 멀다.’, ‘이용자가 불편하다.’와 같은 표현을 ‘위치적 문제점’과 같은

명사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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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로 의미 범주가 변환되면 ‘사태 및 특성에 대한 해석’이 ‘항

목에 대한 해석’으로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는 그에 대한 ‘해석’을 명사

화 구문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명제를 표현하는 주체인 언어 사용자의 특정 태도, 즉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위와 같이 명사화의 의미 기능 중 객관화 및 전문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뒤 학습자의 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위의 학습자(라)는 ‘무서운 음악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다.’, ‘스트레스를

주다.’ 등 주관성이 다소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을 명사화함으로써 객관화를 실현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화는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필자 및 필자가 제공하는 정

보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글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학습자

의 경우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학습하기 전에는 ‘설명하는 글’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명사화의 다

양한 의미 기능과 그 역할 및 사용 양상에 대해 학습한 후, “뭔가 설명할 때 객관적인

표현을 쓰면 내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한 번씩 더 생각하

게 되고, 글의 분위기나 스타일도 훨씬 진지해지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3.2.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

앞서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이 명제적 지식이라면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는

방법적 지식에 해당한다.102) 이는 다양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학습자(라): 수정 전

ð

학습자(라): 수정 후

레인보우, 블랙사바스처럼 무서운 음악을

하는 밴드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헤비 메

탈이라 부릅니다. 락과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락에서는 볼 수 없는 광기,

어두움, 증오 등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취향에 맞

는 사람에게는 극도의 나르시시즘을, 취

향에 맞지 않는 사람에겐 스트레스를 주

는, 소위 말해 취향 타는 노래를 합니다.

한편 강렬하고도 섬세한 연주 실력의 대

명사라 할 수 있는 레인보우나 블랙 사

바스 같은 밴드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메

탈의 시초로, 락과는 형태가 다른 음악들

을 선보였습니다. 메탈은 락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렬함과, 연주 기법의 다양화를

통해 70∼80년대 대중들의 환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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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식을 실현하는 데에는 쓰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며,103) 이에 따라 교육 내용 역시 텍스트 구성 과정을 고려하여 크게 ‘명제 내용

생성’, ‘명제 내용 연결’, ‘명제 내용 평가’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이들 각

층위에서의 명사화 의미 기능 학습 과정에는 앞서 제시한 명제적 지식이 전제되어 있

다고 가정한다. 텍스트 구성 과정별로 명사화 구문 구성 방식과 의미 기능 유형 각각

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그럴 경우 텍스트 구성을 위해 명사

화의 의미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되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용

맥락에 따른 명사화 의미 기능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명사화 의미 기능을

텍스트 구성 과정 중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가 중심이 된다.

1) 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생성 층위는 표현할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에는 문장이나 문단의 주

제로 삼을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 단위 및 표현 방식을 선

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명제 내용 생성 층위에서는 대상화 및 개념화

102) 라일(Ryle)은 명제적 지식, 즉 ‘무엇임을 아는 것’(knowing-that)에 대하여 방법적 지식,

즉 ‘무엇을 할 줄 아는 것’(knowing-how)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이 방법적 지식을 가지

고 있다면 그는 아는 데서 더 나아가 그 활동을 잘 실행할 줄 안다(조영태, 2004:37)고

할 수 있다.

103)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 양상은 필연적으로 문장 구성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 활동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한

데, 특히 ‘기능’ 범주에서는 ‘작문 맥락의 파악’, ‘작문에 대한 계획’, ‘작문 내용의 생성

및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의 표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등 작문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지식이 중심이 된다(국어교육 미래 열기, 2009:362). 이에

따라 작문의 주요 요소를 내용, 조직, 표현이라고 할 때, 명사화 의미 기능 관련 지식―

‘명제 내용 생성·연결·평가’―은 이들 주요 요소들 각각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한편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이 문장 구성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사화로 실

현되는 고등 사고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닌 쓰기 과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쓰기 활동은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사물들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할 수 있도록(김명순,

2003:162-163) 해 주는데, 이렇게 생성·개발되는 고등 정신 능력은 본고에서 제시한 명

사화의 본질과도 밀접하다. 본고에서 명사화 의미 기능 관련 교육 내용을 명제적 지식

으로만이 아니라 방법적 지식으로도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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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제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명사화 구문을 통해 새롭거나 핵심

적인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에 수반되는 문체적 효과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명제 내용 생성 층위 관련 교육 내용의 예시와 이를 학습한 후

에 학습자의 글에 나타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3.2.1. 교육 내용 예시: 명제 내용 생성 층위

Ÿ 논점 구성 및 제시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은 과도한 물 사용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으로 인

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더욱 더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수질정화는 매

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글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을 명사

화로 나타내면 그것이 문장이나 문단, 때로는 글 전체의 주제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명사화는 글의 도입부나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는 시점에서 명제 내

용을 생성, 구성하고 그것을 주제로 강조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 명사화를 통한 이러한 논점 구성은 필자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형태적으

로나 의미적으로 강조할 때 유용하다. 이와 더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하나

의 의미 단위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어 표현상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새로운 명제 내용을 주제로 강조하기 위한 명사화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구문으로도

실현된다. 이때 명사화 구문 구성 및 문장 구성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빛의 흡수 특성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실험을 통

해 조사 및 분석한다.”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 통화 도중 통화 끊김 현상을 경험하거나 핸드폰에 표시된

안테나의 개수가 적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학습자(다): 수정 전

ð

학습자(다): 수정 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며 커왔고, 울

고 웃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싸움이나 분

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잠실야구장에서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서 양 팀의 선수

가 싸우기도 하고, 각 팀의 응원단이 시

비가 붙어 싸우기도 한다.

종목과 상관없이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

의 희로애락임과 동시에 싸움이나 분쟁

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야구 선수들 간

의 벤치클리어링과 응원단 간의 폭력시

비가 분쟁의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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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다)가 구성한 문장은 글의 도입부에 쓰인 것으로, ‘스포츠와 승부욕의 관

계’라는 글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위의 문장을 ‘수정 후’와 같이 바꾸어

쓴 이유에 대하여 학습자(다)는 “이 글(1차시에서 작성한 ‘수정 전’ 글)도 쓸 때는 주제

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내용을 학습한 뒤) 명사화로 바꾸면 핵심만 잘 전

달될 수 있게 문장이 써진다. 쓸 때는 그냥 쓰는 게(동사적 표현으로 쓰는 것을 의미

함) 좋은 것 같은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명사화가 주제를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응

답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이 명제 내용 생성 층위에서 명사화될 경우, 명사화가

지니는 의미 기능 중 대상화 및 개념화에 의해 그것이 문장이나 글 전체의 주제임이

잘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사화를 통한 명제 내용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앞서 이

미 제시된 바 있는 내용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

히 동일한 내용을 재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조직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명제 내용 연결 층위에서 중요하게

다룰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선행하는 내용을 명사화하여 압축된 형태로 다른 문

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논의의 전개 지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내용을

압축하여 지칭하는 첫 번째 방식과는 달리 명제와 명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적으로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명제

내용 간 연결은 범주화·체계화와 같은 명사화 의미 기능이 깊이 개입된다. 다음은 명

제 내용 연결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의 예시이다.

3.2.2. 교육 내용 예시: 명제 내용 연결 층위

① 중심 내용의 재구성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EM발효액의 수질정화능력이 수생식물보다 높았다.”

⤹ 명사화 (압축)
“(EM 발효액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발생함”

-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명사화 구문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면 텍

스트 이해에 일정한 초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때 명사화 과정에서 원 의미가 왜

곡되거나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문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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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제 내용 연결 층위에서의 명사화의 역할 및 사용 방식을 학습한 뒤 학습

자의 글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주관을 가지고’로 동일하게 표현되었던 내용을 명사

화 의미 기능을 학습한 뒤, ‘개인의 주관성’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습자는 “고

칠 때 보니까 여기(두 번째 ‘주관을 가지고’ 부분)에서는 ‘각자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려면 ‘주관을 가지고’에 플러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해서 ‘개인의

주관성’으로 고치고 다른 내용을 덧붙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이 학습자는 ‘개

인의 주관성’이라는 명사화 표현을 통해 선행 내용을 압축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새로

운 주제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글 전체의 논리적 연결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선행 내용의 배경화를 통한 정보의 조직

- 중심 내용을 압축하여 나타낸 명사화는 다른 문장에 재배치됨으로써 텍스트 흐름에

도 영향을 미친다. 앞선 내용을 재구성한 명사화를 문장에 포함시킬 때에는 다른 문

장 성분들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나, 담배꽁초 오염수 정화실험

에서는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투입한 경우가 수질정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명사화는 앞서 전경화되었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때 유용하다. 이를 통해 글에서 내용과 내용 사

이의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자(가): 수정 전

ð

학습자(가): 수정 후

역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무의식적

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주관을 가지고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받아들이

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

히 중요하다. (…) 그러므로 주관을 가지

고 끝없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의 수용과 판단은 개인의 자유다. 그

러나 무의식적 수용보다는 주관을 가지

고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개인의 주관성

을 바탕으로 반복적 의심에 의해 탄생하

는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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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제 내용 평가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에서는 명제 내용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메타적인 인식이 특정

태도로 표현된다. 앞서의 두 층위―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가 텍

스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명제 내용 평가 층위

는 내용 표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표현 주체인 필자의 태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여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명사화라면 명사화로 실현 가능한 태도 표

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사화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논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에

서 자주 쓰이는데, 그 이유는 명사화 자체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

다. 따라서 명제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쓰이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은 명제 내용을 중

립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과 밀접하다.

특히 명사화를 통한 이러한 태도 표현의 영향 범위는 명사화 구문이 쓰인 해당 문

장이나 그것이 포함된 문단만이 아니라 글 전체가 된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과의 통합

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든 문법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든 교육의 필요성이

나 가치가 작지 않다.

따라서 명사화의 사용 맥락으로서 명제 내용 평가 층위에 대한 학습에는 객관화나

전문화와 같은 의미 기능적 특성의 영향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과 그것이 특정 언어 공

동체의 의사소통 문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학

습자에게 제공한 명제 내용 평가 관련 교육 내용의 예시이다.

3.2.3. 교육 내용 예시: 명제 내용 평가 층위

① 개별 내용에 대한 정리·평가

“발효1일차 발효액을 넣은 경우가 연못물의 탁함이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발효3일

차 및 7일차의 경우는 연못물의 탁함이 거의 없어졌다.”

ò
“수생식물이 들어간 연못물도 탁도를 관찰하여 각각 탁도변화를 분석하였다.”

- 명사화는 글에서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될 때 그것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명사화는 특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태도 표현에 유용하다.

- 명사화를 구성할 때 핵심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게끔 하고,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

는 표현의 사용을 최소화하면 독자는 명사화 구문을 통해 필자의 객관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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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학습자 글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다)가 구성한 위의 문장은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 종목 중 복싱에 대하

여 설명하는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 학습자는 복싱에서 종합격투기로 유행이 옮

겨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문단을 구성하였는데, 위의 문장을 통해 문단 전체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양상에 변화가 있어 흥미롭다. 이는 ‘수정 후’ 글

에서 명사화로 바꾸어 쓴 표현들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해석

과 표현 의도를 개입하여 명사화를 구성함으로써 객관적·전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

다. 해당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수정한 것에 대하여 학습자(다)는 “(‘수정 전’

글에서의 언어 표현이) 거의 내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만 (명사화

하였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팩트만 나타나게 고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

해 명사화의 사용 맥락으로서 명제 내용의 평가 층위에 대하여 학습했을 때 학습자가

명사화 의미 기능의 특성은 물론 실질적인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까지 높아질 수 있음

② 글 전체의 내용에 대한 정리·평가

“수생식물의 그 자체가 수질정화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폭염상태의

여름기후에서는 수생식물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EM발효액을 활용하여 연못

의 수질정화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명사화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면 글

이나 필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명사화를 통해 기본적

이고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정보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명사화 의미 기능은 설득이나 논증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개별 내용이나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명사화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

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다): 수정 전

ð

학습자(다): 수정 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유명 선수를 배출하

지 못하고 있지만, 메이웨더나 파퀴아오

같이 실력이 아주 뛰어난 유명 선수들이

싸웠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효

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싱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유명 선수를 배출하

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 전 열린 메이웨

더-파퀴아오 간의 경기는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싱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108 -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명사화 의미 기능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명사화 의미 기

능 유형’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는 상호 간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에 그

관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대상화 및 개념화 명제 내용 제시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

범주화 및 체계화 명제 내용 연결

객관화 및 전문화 명제 내용 평가

[그림 Ⅳ-6]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간 관계

전술한 것처럼,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는 한쪽이 다

른 한쪽의 도구이고, 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사용 맥락이라는 점에서 실제 언어 사용

국면에서 동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식이 상호 동

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본고에서 명제적 지식으로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적 지식으로

서의 교육 내용을 따로 마련하여 제시한 것은 지식과 그 사용의 통합이 학습 단계에서

부터 완성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명사화의 의미 기능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하고, 그 다양한 의미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 맥락은 어떤 것들

이 있는지 학습한 뒤,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배열하여 능숙하

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109 -

Ⅴ. 결 론

언어는 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소통적 고안물이기에 필연적으로

복잡한 의미화 과정에 관여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한 의미화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로써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이다. 그런데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언

어 주체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탐색이 추가로 필요하다. ‘왜 ‘그것’을 언어화

하는가’, ‘왜 ‘그렇게’ 의미화하는가’가 모두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명사화에 주목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인간의

언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언어 사용자 자신이 경험하는 혹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

계를 개념이나 범주로 분절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처럼 언어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화나 범주화가 가장 유표적으로 실현되는 문법 범

주가 바로 명사화이기 때문이다. 즉, 명사화를 통해서는 ‘무엇’을 명사적 표현으로 나타

내는가, 그것이 ‘어떻게’ 명사적 표현으로 언어화되는가, ‘왜’ 명사적 인식을 개입하여

의미화하는가 등 형태와 내용, 의미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다.

문법 지식으로서 명사화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다시 학습자를 전제로 교육적 재

구성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교육 내용은 결국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지

식’인 동시에,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지식’(주세형, 2005b:125)이어야

할 것이므로 명사화 지식은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사용 측면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문법 교육적으로 고찰하여,

학습자들이 글을 생산하는 다양한 사용 맥락에서 정교한 의미 구성의 자원으로 명사화

의 의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명사화 구문의 다양한 구성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로 실현되는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 ‘객관화 및

전문화’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명사화 의미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을 텍스트 구성

과정을 고려하여 ‘명제 내용 생성 층위’, ‘명제 내용 연결 층위’, ‘명제 내용 평가 층위’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명사화 의미 기능의 유형뿐만 아니라, 명사화의

의미 기능이 실현되는 층위 역시 텍스트 내에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

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명사화의 의미 기능 유형’과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는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대응된다기보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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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의미 기능의 생산적인 사용을 위해 다양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명사화 의미 기능을 명제적 지식으로 다루는 방향과 실제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방법적 지식으로 다루는 방향을 고루 고려한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어휘·문법적 자원을 고루 활용하여 명사화 구문을 정확하게 구성하기’, ‘명사화의 다양

한 의미 기능 파악하기’,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명사화 사용 맥락을 선

택하여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하기’와 같은 목표하에 다루어지게 된다. 명사화 의미 기

능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명사화 의미 기능의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을 설정한 이유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에 관련한 문법 지식이 학습자에게 유

의미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맥락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구

체적인 사용 맥락은 주로 쓰기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명사화의 의미 기능 교육의 방

향 역시 지식 중심과 사용 중심으로 대별함으로써 명사화라는 실용적 언어 사용 측면

과 문법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명사화와 그 의미 기능의 문법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명사화 의미 기

능이 학습자의 정교한 의미 구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문법 지식으로서 이러한 명사화 의미 기능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생성할 때 실용적인 지식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명사화

고유의 의미 구성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의미 기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언어화

하는 고급 수준의 모어 화자를 길러 내는 데에도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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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in Grammar Education

So, Ji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and to design the contents of nominalization for grammar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skills by improving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Nominalization contains the categories of both nouns and verbs and it qualifies a

verb-phrase to act as a noun. The core of this grammatical variation is that the

meaning category of verbs transforms into the one of nouns. Although nominalized

phrases function as nouns, they can be realized by various grammatical units.

Therefore, nominalization has close relations not only with nouns, but also with the

knowledge of word classes/parts of speech, vocabularies, sentences and discourses.

As it is a useful way to emphasize the contents, forms, or meanings of sentences,

it is an excellent grammatical strategy to convert kinetic situations into stabilized

situations. Nominalization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semantic class of nouns, it

can also express the semantic class of verbs as action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emise of nominalization

for grammar education by analyzing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This study defines nominalization not only as

archetypal nominalization such as nominalizer and affixes, but also includes ‘것’(gət)
construction, genitive phrases, noun phrases and noun clauses containing noun

parallel constructions, language activities of speakers and his or her expressional

intentions. Also, this study presents the main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summarizing previous contents in the process of articulation of words; tying

dispersed contents into one semantic unit to form the main subjects of sentences;

forming a chain of logic to create a strong cohes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nominalization by analyzing various 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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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nominalization in students’ texts. The data collected from proficient

Korean speaker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expression of propositional

contents; formation of logical relations between propositions; expressing attitudes

towards propositional contents. These upper categories subdivide the level of

Korean linguists’ use of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and decide what to

teach and how to utilize the knowledge in terms of nominalization in sentences.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y of using

nominalization appropriately and correct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pedagogical directions are divided into ‘knowledge-based’ content and ‘use-focused’

content so that students can be familiar with both the ‘forms’ and ‘functions’ of

nominalization. Each educational content is sub-divided into different ‘types’ and

‘classes of usage’ of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The

‘knowledge-based’ content is the propositional knowledge that forms the central

pillar of the types of semantic functions, such as ‘objectification and

conceptualization’, ‘categorization and systematization’, and ‘objectification and

specialization’. The ‘use-focused’ content is the procedural knowledge that forms the

central pillar of usage of the semantic functions, such as ‘classes of creating

propositional contents’, ‘classes of connection propositional contents’, and ‘classes of

examining propositional contents’ of nominalization in the context.

The significances of this study are that it researches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in detail, and establishes the guidelines and pedagogical contents for

grammar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emantic functions and the usage of nominalization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abilities to apply this grammatical skills appropriately and correctly. Moreover,

the analytical process of differentiating various forms of nominalization can improve

students’ ability of logical thinking.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nominalization,

semantic function, meaning construction, register

* Student Number: 2013-23360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Ⅱ.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전제
	1. 명사화의 개념 및 특성 고찰
	1.1. 형식적 개념 및 특성
	1.2. 의미적 개념 및 특성

	2. 명사화 의미 기능의 범주
	3.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필요성
	3.1. 언어 사용 측면
	3.2. 문법 교육적 측면


	Ⅲ.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
	1. 명사화 실현 양상 분석의 기준
	1.1.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
	1.2. 숙련자의 명사화 의미 기능 실현 층위

	2. 학습자의 명사화 실현 양상
	2.1. 명제 내용 표현 측면
	2.2. 명제 간 논리적 관계 형성 측면
	2.3.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 표현 측면


	Ⅳ.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내용 설계
	1.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의 목표
	2.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의 구성
	2.1. 교육 내용의 체계
	2.2.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

	3.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3.1. 명사화 의미 기능 유형
	3.2. 명사화 의미 기능 사용 층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