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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하
게 하는 데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객관화하여 다시 바라보고, 이를 토대
로 탐구해 보는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된다. 그간의 문법교육은 그 목표를 학습
자의 ‘스스로 사고’에 초점을 두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제 이런 목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논자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방법
으로 해결해 가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탓에 학습자들은 스스로 사
고하는 힘을 기르지는 못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거나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
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문제발견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학습 층위
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 탐구학습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교
육과정상의 탐구학습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문제발견을 제외한 문제해
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법 탐구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
발견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여 문제발견 학습이 문법 탐구의 방향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강조하였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력과 고등 사고력의 신장까지 아울러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탐구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
하여, 문제발견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탐구 과정과 문제발견 유형을 살폈다. 학
습자는 총 10명으로, 국어과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상위권 3명, 중위권 4명,
하위권 3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수준을 달리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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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급적 다양한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 유형을 추출하기 위함이었다. 학습자
들에게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 학습자들이 발견한 문제
들은 크게 문제를 발견한 목적에 따라, 문제를 발견하는 데 활용된 방법에 따
라, 그리고 그 발견된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의 방향에 따라 총 9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첫째,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하는 목적은 재인, 적용, 체계화로 나누
어 범주화되었다. 둘째,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은 직관,
경험, 지식으로 나뉘었다. 셋째, 학습자들이 발견한 문제들이 사고의 방향에 따
라 수렴, 확산, 평가로 나뉘었다.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 자료들을 양적·질적으로 통계 분석한 결
과, 목적 변인에 있어서는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이, 방법 변인에 있어서는 지
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이, 사고의 방향 변인에 있어서는 수렴적 문제발견이 다
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 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수준이 매우 낮고 그 분포가
다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자료와
문법 탐구의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
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
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실제
교수·학습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고는 문제해결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던 그간의 문법 탐구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발견 교육까지 문법 탐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 실제 학습
자의 문제발견 사례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문제발견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관
찰하고 그 유형을 다각도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국어교육, 문법교육, 문제발견, 탐구학습, 문법 탐구
학 번: 2014-20888
※ 이 논문은 국가장학재단의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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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법교육 무용론1)에 대해 국어교육이 답한 방식은 탐구학습2)이었다. 문법
이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 지식의 쓸모에 관해 의문을 품는 논자들도 언어에
대한 탐구를 통한 사고력의 증진에 대하여는 반박할 수 없었다. 문법교육이
란 언어의 구조를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역동적인 대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분석
해 낼 수 있는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교육에서 수많은 학자들
이 탐구학습을 강조해 온 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법교육에서 탐구학습의 본질적인 목표는 작은 언어학자를 양성하고자 하
는 데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문법을 연구하고 실제의 언어 자
료로부터 귀납적으로 문법의 개념 및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탐구학습은 주체성의 측면에서도, 실제성의
측면에서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주체성의 측면에
1) 문법교육을 ‘의사소통 능력과 문법’의 관계에 의거하여 논의하는 경우 문법교
육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곤 하였다. 문법교육 무용론자들은 모어 화자인 학습자
들이 이미 이른 시기에 문법 구조에 숙달했다는 점을 들어, 국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최미숙 외, 2014: 289). 이러한 주장은
‘언어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고 언어를 가르치라’는 등의 언어 교육과 관련된 일
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상통한다(박영목,
2009: 273).
2) 탐구학습은 문법교육관을 바꾼 철학이자 모형이었다. 탐구학습의 핵심은 ‘학습
자 스스로 지식 그 자체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시
킬 수 있도록 구안’하는 것(김광해, 1995: 218)이었다. 문법을 탐구할 때 학습
자가 지녀야 할 태도로 의문, 호기심, 이성적 사고, 증거 존중, 객관성, 판단의
연기, 모호성에 대한 용인 등이 있다(김광해, 1995: 225-227). 이러한 태도들
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문제발견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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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탐구 문제를 학습자들이 직접 발견하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해야 할 문제가 이미 제공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의미의 주체적 학습이
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에 제공되던 탐구의 자료들도
실제성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학습자 자신이 생각해 낸, 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료보다는 실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탐
구의 과정을 크게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두 단계로 볼 때, 기존의 탐구학습
은 문제발견의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정한 의미에
서의 문법 탐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고는 문제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던 문법 탐구학습에서의 논의를 문
제발견으로까지 확장하여 문법 탐구의 영역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문제발견
은 문법 탐구의 단계 상 시작 단계에 위치한다는 점, 문제발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의 기저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점,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
법 탐구학습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자신이 의문을 품은 부분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는 다시 학습 동기의 고취로 이어져 종래에 학습자들이
가졌던 문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법 탐구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법을 연구하고 실제 자신들의 언어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문
법의 개념 및 체계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
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법 탐구학습의 실태를 고찰하고,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개념과 특징, 과정과 변인을 밝힌다.
둘째. 학습자의 문제발견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뒤, 교육적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탐구학습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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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문법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맥스웰(Maxwell, 2009)은 질적 연구에 적합
한 연구 목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행위나 상
황,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
해하고자 할 때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질적 연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검증
보다는 발견에 관심이 있으며, 사람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인식을 구성해 가는 ‘간주관성의 형성’에 관심을 둔다(조용환, 1999).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 문제발견의 과정에서 그 유형 및 요인을 밝히고
자 한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간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를 지향해 왔다. 하지만 문
제발견 과정은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Starko, 1999). 기
존의 연구방법을 보면, 학습자들의 실생활에서의 문제발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발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적어보게
하는 방법(Chand & Runco, 1993; Okuda et al., 1991), 작업실이나 실험
실에서의 실제 활동을 녹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발견행동을 측정하는 방
법(Csikszentmihalyi & Getzels, 1971; Jay, 1996), 특별한 검사나 장면을
통해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 등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Hoover, 1994;
Hoover

&

Feldhusen,

1990;

Similansky,

1984;

Similanski

&

Halberstadt, 1986; Wakefield, 1985).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발견 능력을 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유용할 수 있지
만, 양적인 측정 자체가 지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문제발견 능력의
양적 측면은 문제발견의 특수한 과정을 면밀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문제발견
과정은 문제발견의 역동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양적 연구로 밝혀지기 어려운
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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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고(강유진 외, 2012; 류시경 외,
2006; 정주혜 외, 2013; Mumford et al., 1994) 본고에서도 이들의 논의에
이어 문제발견을 주로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법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
가에 대해 밝히기 위해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문법교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인 고등학생들의 문제발견 과정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발견을 하는지에 대
해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교
사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교사 대상의 설문 및 심층 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제발견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
집을 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예비 조사에서 3명,
본 조사에서 5명, 추가 조사에서 2명, 총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문제발견 상황 제공을 위해 문법 영역의 ‘단어’
단원을 직접 교수법으로 교수·학습하고,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연구자에게 알리거나, 혹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그 수업 장면에서 발생한 모
든 문제발견이나 질문들을 써 주거나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 수집 방법과 생성 주체, 분석 시점에 따른 분석의 방법
수집 방법

쓰기

말하기

생성주체

자료 생성 시점
교수·학습 중 생성

교수·학습 후 생성

학생

실시간 자기 기록법

직후 자기 기록법

교사

관찰 기술법

학생

사고 구술법

자기 회상법

교사

실시간 질문법

직후 면담법

연구대상의 범위를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자신의 문제발견을 기술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설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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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3 차례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한 것은 학습자의 문제발견 유형이 포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3 차례에 걸친 자료 수집을 통해 문제발견의 유형이 완전히
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목적표집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
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Merriam,
2009). 그러나 연구자가 직접 학습자의 교과 이해도와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작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독서와 문법’ 교과목을 이수한 고등학교 학습자
들 중 문제발견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이다. 기준에 만족하는
연구 대상 중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주요 정보와 분류 기호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예비 조사

본 조사

추가 조사

구분

성별

학교

학년

분류기호

H군

남

I고등학교

2

S-1

P군

남

B고등학교

2

S-2

D양

여

H고등학교

2

S-3

M군

남

E고등학교

1

S-4

N양

여

E고등학교

1

S-5

J양

여

E고등학교

1

S-6

B군

남

E고등학교

1

S-7

A군

남

E고등학교

1

S-8

A양

여

B고등학교

2

S-9

Y양

여

S고등학교

2

S-10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달에 걸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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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심층 면담을 위한 연구 대상을 전술한 표집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사전에 연구대상에게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심층면담을 요청
하였다. 학습자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방문하여 이루어졌
으며, 1회 면담에 2시간-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의 주된 내용은
연구자의 교수 내용에서 연구 참여자가 본인의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점을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문제발견 내용은 전부 참여자 스스로에 의해, 혹
은 연구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서는 전화 통화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자료 수집 과정

1차

시행 시기

내용

방법

2015.4.28.
-2015.5.3.

탐구학습의 현황
및 필요성-교사

인터뷰

서울 소재 고등학교
T-n-경력
교사 10명

학습자
문제발견의 양상

인터뷰

서울 소재 고등학교
T-n-경력
교사 10명
(위와 동일한 교사)

2015.7.22.
2차
-2015.8.29.

대상

경기 소재 I고등학교
질문지법
문법 탐구의
1학년 174명
필요성과 인식 (리커트척도/
(남30,여144)
서술형)
및 태도
서울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3명
(남1,여2)

분류기호

S-H-n

S-n교과서-p

문제발견 예비
자료 수집

개별 심층
면담 녹음

문제발견 본
2015.10.08.3차
2015.10.16. 실험 자료 수집

개별 심층
면담 녹음

경기도 소재
S-n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p
학습자 5명 (남3,여2)

문제발견 추가
자료 수집

개별 심층
면담 녹음

서울 소재 고등학교
S-n1학년 학습자 2명
교과서-p
(여2)

2차시 수업

서울 소재 고등학교
S-비/실1학년 48명
n-p
(비교 집단 24명 /
실험 집단 24명)

4차

2015.10.17.2015.10.20.

2015.10.23.5차
2015.10.26.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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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본고는 크게 두 측면에서 연구사를 고찰하였다. 첫째는 문법교육에서의 탐
구에 관한 연구이다. 탐구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
는 연구로서 문법교육에서의 탐구의 개념과 범주, 교육적 의의를 명확히 하
고, 본고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는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의 핵심 개념인 문제발견의 개념과 유형, 제 변인들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로서 본고에서 문제발견 요인 분석의 틀을 설정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과에서는 문제발견에 관해
연구된 바가 없어 비교적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과학과의 연구를 함께
고찰하였다.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논의들이지만, 본고의 연구사적 위상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
들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3.1. 문법 탐구에 관한 연구
김광해(1992, 1997)에서 처음으로 ‘탐구’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로 ‘탐구학습’은 문법교육 연구를 활발히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광해(1997)에서는 탐구학습을 ‘문제의 제기-가설의 설정-가설의
검증-결론 도출-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의 과정으로 보았고, 이후 이관규
(2001)에서 기존의 5단계 과정을 ‘문제제기 및 가설 설정-자료수집 및 분석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의 3단계로 축소하여 절충식 탐구학습 모형을 개발
하였다.
그러나 김광해(1997)와 이관규(2001) 이후에 얼마간은 탐구학습의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의미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했다. 국어 교수·학습의 한
방안으로서 소개하는 연구(정진하, 1999; 김강희, 2003; 오덕근, 2003; 이상
훈, 2004)나 국어문법을 탐구학습모형에 적용해 보려한 연구(한영목, 2003;
이서경, 2004)처럼 탐구학습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적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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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 의미 있는 후속연구로, 남가영(2008)은 ‘방법’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탐구학습을 ‘내용’으로서 재개념화하였고, 탐구를 구체적인 내용 요소의 형
태로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세형(2008)은 학자들의 머
릿속에 있는 탐구의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학교 문법 기술 시 최대한 노
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남가영(2008)에서는 ‘내용으로서의 탐구’를, 주세
형(2008)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탐구’의 ‘방법’까지를 제시하여 기존의
문법 ‘탐구학습’을 확장하여 문법 탐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탐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린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구본관(2009)은 탐구를 문법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탐구학
습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원리나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탐구의 목표를 문법적 사고 과정을 통한 탐구적 문법
지식의 습득으로 본 것이다. 김은성 외(2013)도 역시 탐구의 과정을 문법적
사고의 과정으로 전제하면서, 문법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문법 탐구 과제
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설계된 문법적 사고의 과정과 흐름을 반영한 것이어
야 하며, 문법 탐구 과정에 작동하는 사고의 특성과 과정에 대한 앎이 뒷받
침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앞선 연구들의 흐름에 깊이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문법 탐구의 교
수·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법 탐구 과정 중 ‘문제발견’
에 주목하여 학습자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문법적 사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3.2.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
문제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칙센트미하이와

겟젤스

(Csikszentmihalyi & Getzels, 1971)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촉발되었다. 시
카고대학의 미술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발견 과정에 비교
적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의성 점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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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발견 이후 90년대 초부터 런코(Runco)를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문제발견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하주현, 2005). 이들은 문제발견이 문제해
결과는 구분되는 활동이며, 나아가 문제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라고

주장한다(Runco

&

Chand,

1994;

Runco

&

Nemiro,

1994;

Treffinger et al., 1994; Jay & Perkins, 1997; Starko, 1999; Wakefield,
2003).
이와 같은 해외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내에서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문제발견
연구는 주로 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학자들은 과학 분야
에서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문제발견이 과학분야의 창의적 업적을
내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전윤식 외, 2003; Hu et al., 2010). 한기
순(2001)은 과학과의 문제발견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밝혔고, 하주현(2003)
은 과학과 문제발견의 발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전윤식 외(2003)는 문제발
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윤경미(2004)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문제발
견의 차이 및 변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기점으로 하여 일반 학생과
영재의 문제발견의 차이를 밝힌 논문들(김민희 외, 2013; 정주혜 외, 2013)
이 등장하였고, 문제발견의 단계를 밝힌 연구(류시경 외, 2006; 하주현 외,
2010; 한원 외, 2013; 정주혜 외, 2013)들과 문제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김명숙 외, 2008; 강유진 외, 2012; 조대기 외, 2012)에 관한 연구 등이 수
행되었다.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하여,
문제발견의 중요성이 과학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양한 영역
에서의 문제발견을 보여 주는 연구로는 트레핑거(Treffinger et al., 2000)와
이상훈(2014)이 있다. 트레핑거(Treffinger et al., 2000)는 인지심리학자로
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과정이 일
어남을 전제하고, 그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3) 한편, 이상훈(2014)은 자연
3) 트레핑거(Treffinger)는 인지심리학에서 창의성과 관련한 연구의 대가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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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분야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문제발견 과정의 차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국어학자의 문제발견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
는데, 이는 문제발견의 대상이 자연과학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발견에 관해 밝힌 연구의 결과들은 과학분야에만 치중
해 있기 때문에 문법교육에 곧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가 어렵다. 학문 분야
에 따른 차이로 인해 각 교과 영역마다 필요한 창의적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Feldman, 1980; Csikszentmihalyi, 1990; Bear, 1993; Weisberg,
1993)이 밝혀졌는데, 이는 곧 교과영역마다 문제발견의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과학영역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최일호
외, 2001). 하지만 과학영역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영역
을 초월한 문제발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4)5) 이상훈
(2014)에서도 큰 틀에서는 영역 간 문제발견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듯
이, 사고 과정으로서의 문제발견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어과만의 영역 특징적인 문제발견을 밝히기 위해 과
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문제발견에 관한 연구 결과를 원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힐
적 문제해결법(CPS)모형을 개발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상황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고의
4장에서 다뤄질 문제발견의 실제에 도움을 주었다.
4)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학, 과학, 사회과 교과들의 경우,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방안이나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인지 과정 분석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김광해(1997)에서 제안된 탐구학습 역시
사회과, 과학과 등 교과 교육학에서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소통되던 탐
구학습 혹은 발견학습의 의미를 대부분 승계한 것(남가영, 2008: 22-23)임을
고려할 때, 연구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
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허드슨(Hudson, 2012: 20-21)에 따르면 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 다
섯 가지 이유 중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와 라틴 세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
인 ‘사고하기(Thinking)’을 들면서, 수학적 사고와 문법적 사고의 상동성을 설
명한 바 있다(김은성, 2012: 3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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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그 문제들을 유
형화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지 그 양
상을 유형화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추후의 연구에서 그 유형들을 기준으로
문제발견의 단계나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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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 탐구학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안하기 위해서 탐구학
습의 여러 단계 중 문제발견의 단계에 주목하여 그 개념과 요소를 밝히는 데 있
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개념과 범주를 확립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제발견의 일반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
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필요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교사 등에서 문제발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법교육
안에서 문제발견 교육이 어떻게 규정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탐구학습의 실태
1.1. 교육과정 층위
탐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7차 교육과정부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시
기까지 비교적 최근에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이해와 탐구’라는 명칭으로 내용 체계 표에 처음 등장한 것은 김광해(1995,
1997)의 연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탐구란 이름뿐인 것이
어서, 그 하위 내용으로는 탐구의 내용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서 ‘음운, 낱
말, 어휘, 문장, 담화’가 들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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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차 교육과정의 ‘탐구’ 관련 내용체계(음영은 연구자)
국어의 본질

국어지식

국어의 이해와 탐구

-언어의 특성

-음운

-낱말

-국어의 특질

-어휘

-문장

-국어의 변천

-의미

-담화

국어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국어의 규범과 적용
-표준어와 표준 발음

-맞춤법

-문법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 표에서 ‘탐구’가 ‘지식’과 같은
층위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 내용으로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라는 탐구의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이해와 탐구’에서 제시했던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는 ‘탐구’ 범주가 아니라 ‘국어 사용의 실제’로 옮겨졌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 ‘탐구’라는 범주 아래 탐구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탐구
의 ‘대상’만을 제시했던 것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탐구’로 범주명을 바
꾸면서 ‘탐구’의 하위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넣고, 대상은 다른 자리로 이동
시킨 것이다. 이러한 2007 교육과정의 ‘탐구’ 범주는 본질적인 ‘탐구’의 성격
을 보다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탐구’의 내용이 ‘학년
별 내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과연 ‘탐구’가 어떤 기능
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박형우, 2010: 360).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은 실제 학년별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6)

6) ‘분석’ 정도가 학년별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한다, 안다’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 있어서 내용 체계의 ‘탐구 범주가 학
년별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학년 (2) 소리가 동일
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4학년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7학년 (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정도만이 탐구와 연관된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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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탐구’ 관련 내용체계(음영은 연구자)
국어 사용의 실제
-음운

–단어

–문장

–담화/글

지식

탐구

언어의 본질

관찰과 분석

국어의 특질

설명과 일반화

국어의 역사

판단과 적용

국어의 규범
맥락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서는 문법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탐구학습이 체계적
으로 교수·학습되기 어렵다.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탐구 과제를 제시하고 탐
구학습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의 연계성에서 문제를 보인 것이라
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내용 체계’의 설정 자체가 현실 교육에서 반
영되는 바가 극히 적고 미약하다는 점에서 ‘내용 체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박형우, 2010: 361-362).
또한 탐구의 방법, 즉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을 ‘지식’
과 같은 층위로 설계하였다. 이것은 탐구의 방법을 문법교육 내용 중의 하나
로 삼았다는 것이며(안주호, 2011: 228), ‘탐구’부분은 종전에도 중시해 왔으
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지식’과 함께 문법 영역의 주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탐구와 적용’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생기
고, 탐구를 통한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2007 교육과정에서 관찰, 분석 등으로 구체화 되었던 탐구의 절차가 다시
‘분석과 탐구’로 합쳐졌으며, 추상화되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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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1 개정 교육과정의 ‘탐구’ 관련 내용체계(음영은 연구자)
실제
국어 문화와 자료 – 구어자료, 문어자료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

언어의 특성

국어의 분석과 탐구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국어의 구조

국어 지식의 적용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국어의 규범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이러한 ‘탐구’ 관련 교육과정의 논의를 이어받아, 최근에 개정된 2015 교
육과정에서는 ‘탐구’의 내용과 방법 두 가지 모두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였
다. 우선 핵심개념으로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을 신설하고, 그 하위에 탐
구의 내용으로서 ‘음운, 단어, 문장, 담화’를 넣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체계를 따른 것으로, 문법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탐구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표의 맨 오른쪽에 위치한 ‘기능’에서는
‘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
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의 7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을 심화·발
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문법 영역의 핵심개념 및 성취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교육과정들에서는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발견하기’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는 점이다. 이는 문법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
스로 문제를 발견해 내는 것까지를 문법교육에서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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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탐구’ 관련 내용체계(밑줄, 음영은 연구자)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국어의 본질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한 국어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국어 구조의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문제 발견하기

탐구와 활용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료 수집하기

•음운

•단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비교·분석하기

•문장

•담화

활용할 수 있다.

•분류·범주화하
기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발음과 표기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어휘 사용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

•문장·담화의 사용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어를 바르게

•국어 사랑

사용할 때 국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국어 의식

신장된다.

1.2. 교과서 층위
교과서 분석은 ‘탐구’의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6차 교육과정
에 따른 문법 교과서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았고, 가
장 최근에 출간된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교과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을 통해 ‘탐구’가 강조된 이
후에 교과서 구성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탐구’ 이전의 교과서는
대부분 서술과 약간의 내용확인 문제가 전부였으나, 점차 내용학습과 학습활
동의 구성으로 변하였고, ‘탐구해 보자’는 식의 학습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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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림 1] 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 ‘탐구’ 예시
위의 그림은 7차 교육과정으로 만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탐구’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학습자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귀납적인 방법으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가능케
했다는 큰 의의가 있으나 활동이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 위주라는 점, 학습
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거나 해당 단원의 지식 및 개념에 대해 스스로 의문
을 제기할 만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교과서에서의 ‘탐구’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림 2>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Ⅰ의 일부인데, 7차 문법 교과서의 ‘탐구’에
비해 학습자가 실제로 문제를 귀납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내용과 범위가
한층 넓고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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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앞서 배운 개념들(동사와
형용사의 정의 및 예시를 통한 학습)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새
로운 지식(여기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림 2]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Ⅰ 교과서 ‘탐구’ 예시(박영목 외,
2012: 210, 천재교육)

하지만 여전히 ‘내용학습+탐구학습’이라는 정형화 된 교과서의 구성은 학
습자들이 온전히 탐구할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이미 내
용 학습에서 가르쳐 준 것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도록 한다는 점에서 탐구학습의 본 모습과 괴리가 있었다.
한편, 2011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탐구’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과서
의 구성이 ‘내용 제시 + 탐구(학습 활동)’의 전형적인 틀을 깨고 학습의 시작
부터 학습의 마무리까지를 ‘탐구’로 꾸려나간 데 있다. <그림 3>의 교학사
교과서7)는 ‘탐구 전에-탐구-학습활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탐구 전에’
에서는 단어가 아닌 반 친구들을 여러 기준으로8) 분류해 보게 함으로써 단
어를 분류한다는 것이 낯선 행위가 아님을 알게 하고, ‘탐구’에서 본격적으
7) 교학사 교과서 외에도, 지학사 교과서는 ‘다가서기-친해지기-담아보기-펼쳐
보기-엮어보기’의 구성으로 ‘다가서기’와 ‘친해지기’에서 교학사 교과서와 비슷
한 모습의 탐구학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생각 열기-탐
구-학습활동’의 구성으로, 탐구학습이 교과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8) 예컨대, 안경을 쓴 친구, 머리가 짧은 친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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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 ‘탐구’ 예시(한철우 외, 2014:
87, 교학사)

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목표하고자 하는 문법 내용을 학습자가 스
스로 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서들과는
차별적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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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탐구학
습은 답이 정해진 문제를 학습자에게 빈칸만 채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구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포착하
고 이를 적용하여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
기 때문이다.

9)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탐구’를 도입하여 귀납적으로 교과서를 꾸리는 데 성공
한 것은 아니다. 이관규 외(2014)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비상교육)는 교과서의
구성을 ‘들어가기-활동하기’로 이분화하고, 마치 학습활동만 모두 수행하면 모
든 문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목표로 하는 교육적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것처
럼 보이게 해 놓았다. 하지만 다음의 교과서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탐구
해 보자’라는 이름 아래 형태소의 개념을 기술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존
의 7차 교과서와 그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4]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탐구’ 예시(이관규 외,
2014: 81, 비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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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 ‘탐구’ 예시(이관규 외,
2014: 105, 비상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는 계속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탐구’를 수
용하고 진화시켜 그 구성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교과서의 탐
구학습에서 ‘문제발견’에 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문
제발견’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교과서에서는 어떻
게 이를 반영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1.3. 교수·학습 층위
문법 탐구학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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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재직 경력은 1년에서 17년으로 다양했으며, 평균 재직 경력은 8년으
로 나타났다.
먼저, 현행 교육과정에 ‘탐구’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0%의 교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현직 교
사들은 교육과정에서 탐구학습이 잘 다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탐구학습과 관련된 교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0%의 교사들이 ‘자주 활
용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0%의 교사들은 ‘가끔 활용한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탐구학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인식과 교수 경험과의 괴리가 심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
업을 진행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가
60%,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가 40%로, 교과서를 활
용하여 탐구학습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교수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80%의
교사가 ‘탐구로 수업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0%의
교사는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문법교육에서 탐구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의 교사들이 공감
하고 있었으며 탐구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보다 세
분화되어 교육 현장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0)

10)【교사-1-3】 (연구자: 문법 수업을 탐구학습에 맞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요?) 아니요, 당장은 없지만 언젠가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7-6】 (연구자: 어떤 점이 개선이 된다면 탐구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탐구학습이 뭔지, 탐구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점에서 탐구가 좀 더 세분화되고, 교육 설계도 더 좀 되고, 구체화된다면 현장
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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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의의
2.1.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브라운과 왈터(Brown & Walter, 1983)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하면서,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들은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관계를 사전 효과와 사후 효과로 구분해서 설
명하였다. 사전 효과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새
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새롭게 의문점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 활
동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제
(Task)를 재구성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후 효
과란 문제를 풀고 난 후에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불충분해서 새로
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문제발견은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연구들이

있다(Dori

&

Herscovitz,

1999;

King,

1991;

Pizzini

&

Shepardson, 1991). 킹(King, 1991)은 학습자의 문제발견 전략은 문제해결
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 답을 구성하고 과제에 적절한 정교화를 제공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습자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제발견, 과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제발견, 그리고 문제해결의 전체 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문제발견
을 하도록 독려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고차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켰음을 밝혔다. 또한 패이트 외(Pate et al., 2011)
와 길리스 외(Gillies et al., 2012)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인지적 문제발견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고차적인 추론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밝혔다.
이처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문법 탐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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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을 직접적인 교육 내용으로 삼고,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2. 고차적 사고력 신장
사고력, 특히 고차적 사고력의 함양은 국어과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목표
이다. 고차적 사고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레스닉(Resnick, 1987)에 따
르면, 고차적 사고는 “의미의 부여, 명백한 무질서에서 구조의 발견을 포함
한다.”(이종일, 2006: 62에서 재인용)라고 하였다. 차경수 외(2008: 270)에
따르면, “고차 사고력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암기나 과거에
자기가 행동하던 방법을 넘어서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
작용”이다. 또한, 박상준(2011: 180)은 “고차적 사고력은 사회 현상이나 문
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으로 평가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고차적 사고력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작
용이나 사고 능력으로 볼 수 있다(이동훈, 2013: 25)는 것이다.
고차적 사고에 관한 사회맥락적 접근을 한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고등정신기능은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
고의 계발에 있어서 ‘언어’와 ‘스캐폴딩(scaffording)’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
았다. 즉, 언어를 통해 사고를 하고 행동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교수자나
학습자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는 조력인 스캐폴딩을 통해 학습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김수란, 2013).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질
문을 생성하는 식의 교육법은 학습자들의 초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
어서 효과적이며(King, 1989),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Dillon, 1986).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로운 정보 간의 불일치를 지각하고 문제를 발견하
면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Kin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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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담론의 과정이 형성된다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능력이 향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 문제발견과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의문을 제기하
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해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질
문을 제기하는 것이다(박상준, 2006). 또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King, 1995), 이처럼 문제발
견과 비판적 사고와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문제발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윤옥(2002)은 수
업 시간에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내용과 선행지
식 및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켜 질문생성을 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질
문을 생성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비판적 사고 성
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킹(King, 1990)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스
로 문제를 질문하게 했을 때,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발견이 더욱 많이
증가했음을 검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학습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유도한 수업
이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 또한 학습자
에게 스스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판적 사고의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2) 문제발견과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
타인에 의해 문제가 주어지거나 문제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문제발견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문제, 창의적인 문제, 잘 정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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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문제들에서는 문제발견이 필요하며, 실생활에서나 연구 장면에서 종종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고, 이때 적절한 문제를 규정하거나 독창적이고 특별
한 문제를 발견함에 따라 위대한 산물이 산출되기도 한다(윤경미, 2004:
27).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보다 문제발견 능력이 창의적
산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Getzels

&

Csikzentmihalyi, 1976; Kay, 1991; Moore, 1985; Runco & Okuda,
1988). 문제발견 능력과 창의성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심리학자는

겟첼스와

칙센트미하이(Getzels

&

Csikzentmihalyi, 1976)이다. 이들은 미술분야에서 문제해결보다 문제발견
에 더 많은 비중의 시간을 투자한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창
의적인 작품을 생산해 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발견 능력도 창의적 사고와 관련성이 깊다. 런코와
오쿠다(Runco & Okuda, 1988)는 청소년의 문제발견 능력을 연구하면서,
문제해결 점수보다는 문제발견 점수가 창의적 성취의 다섯 가지 지수와 더
욱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한편, 독해와 작문 분야의 연구
는 에세이 작품의 독창성과 문제발견 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창
의적 학생작가들은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제형성 장면에서 보다 발견
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oore, 1985).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문제발견은 창의적 산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대 사회, 미래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예측 불가성을 고려
할 때 특히 요청되는 역량으로 보인다.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력은 언
어를 통해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국어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반드
시 필요한 능력이며,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본고는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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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탐구적 태도(과제 집착력)의 형성
한편, 문제발견은 과제 해결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과제를 성급하게 끝내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정미선, 2010: 51). 맥키넌(Mackinnon, 1960)은 창의
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펄킨스
(Perkins, 1994)는 창의적인 발전은 많은 경우에 몇 해 동안의 끊임없는 노
력의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즉, 문법 탐구에서 문제발견을 하는 동안 학습
자는 계속해서 과제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학습자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에 비해서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 다음 인용문은 학습자의 문제발견이 탐구의 과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보여 준다.
가능성 있는 발견은 그것을 드러낼 정신을 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
리고 과학자의 창조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하나의 실마리로부터 다른
실마리로, 추측으로부터 추측으로 움직이게 하는 암시를 그에게 던져준다. 테스
트를 하는 손, 크게 뜬 눈, 구석까지 탐구하는 두뇌, 이런 것들은 모두 공통으로
현실로 나오려고 하는 가능성 있는 발견의 마력에 이끌려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Polanyi, 1964: 22; 양미경, 2007: 7에서 재인용).

탐구의 모든 단계는 탐구자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강한 힘에 이끌
려 이루어진다는 폴라니(Polanyi, 1958)의 이러한 지적은 ‘발견적 열정
(heuristic pass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가 문제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의해 기존의 논리적 간극을 극복해 가는 학문 추구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상호(2000: 475)에서는 스스로 배움의 열정을 가지게 하지 않
는 문제는 탐구 문제로 부적격하다는 논지의 지적을 하였다. 장상호(2000)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상정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탐구에 매진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자신의 지식이 진보해 가고 있음을 체감하라는 의미로 ‘자증(自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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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이는 학습자가 문제발견을 하면서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문법 탐구에서 학습자가 해결할 과제를 교수자가 제시해 주
었던 것과 달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해결할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함
으로써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과 과제에 대한 집착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탐구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3.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육적 고찰
학문적 지식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발견과 해석에 대한 인간의 내재적 열정 덕분이며, 그 과정에서 탐구자의 질
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양미경, 2007). 일찍이 콜링우드(Collingwood,
1924)는 “정보는 지식의 육체이나, 질문은 그것의 정신(soul)이다”라고 하였
고, 스턴버그(Sternberg, 1987)는 현재의 지능검사들이 오직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능의 절반의 영역을 잃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남보다 뛰어났다기보다는 의미 있고 독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남과 달랐다고 강조하였다(양미경, 2007에서 재인용).
실제로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스스로도 문제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인슈타인(Einstein, 1938)은 “문제형성은, 단지
수학적 혹은 실험적인 기술의 문제인 문제해결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것이
다.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옛 질문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
망하는 것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요구하며, 과학에서 실제적인 진보를 이룩하
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윈(Darwin)은 “되돌아 보건대, 문제를 해결하
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된
다”고 하였으며(양미경, 2007: 2에서 재인용), 워데이머(Wertheimer, 1945)
역시 “사고의 기능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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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며, 보다 깊은 문제로 발전시켜 가는 데 있다.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Getzels, 1982; 이상훈,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법 탐구에서 학습자들의 문제발견의 유형과
그 양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발견이 만들어지는 요건을 밝혀, 앞으로 그
러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3.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개념 및 특징
(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개념
최근 문법 탐구에 관한 연구는 탐구 활동의 구체화를 위하여 문법 탐구
주체의 문제 해결과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탐구 주체가 문법 탐구 과제
의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 행위를 수행하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
한 고찰은 문법 탐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되어야하기 때
문이다(김은성 외, 2013; 최신인 외, 2014; 문영은 외, 2014; 최은정 외,
2014). 김은성 외(2013)는 탐구할 만한 내용과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방법이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문법 탐구가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이 두 가
지를 아우르는 탐구 과제의 사례로 ILO문항11)을 분석하였다. 최신인 외
(2014)는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탐구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될 사고의 종류가 달라질 것을 전제하고, ILO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
하여 탐구의 유형을 밝혔다. 문영은 외(2014)는 탐구의 주체인 학습자에 대
11) ILO는 International Linguistics Olympiad의 약자로, 언어를 재료로 과학적
사고력을 견주는 국제적인 경쟁대회이다. ILO 문항은 다양한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언어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전반적인 과제 설계 패턴인데, 해결 과정에
고차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며 언어를 통한 지적인 통찰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탐구 과제라 하였다(김은성 외,
2013: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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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 없이 문법 탐구 활동의 속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
법 탐구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얻게 되는 효과를 사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은정 외(2014)는 문법교육에서 탐구의 본질을 탐
구학습 모형을 따랐느냐가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의 원리를 찾아내는
개념화된 활동을 경험하게 했는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들
의 문법 탐구 과제의 해결 과정 및 사고 흐름을 PBG 분석12)을 통해 파악하
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
의가 있으나 탐구의 각 과정에 관여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정밀하게 들여
다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문제발견의 단계는 탐구
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영역의 교육에서 다루
어진 바 없다.13) 이에 본 연구는 탐구의 사고 과정 중 문제발견에 국한하여
학습자들의 탐구 양상을 밝히고 그 요인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문제발견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어떤 문제(problem)14)15)
12) PBG(문제행동도표, Problem Behavior Graph)는 1972년 인지심리학자인
Newell과 Simo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정보처리 체계를 여
러 개의 처리 구조와 과정들의 통합체로 파악하여, 정보처리가 수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점 또는 단계에 있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보, 즉 표상
의 상태나 본질, 또는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구성요소 체계와 그러한 구성 요
소들 간의 관계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강은주 외, 2009: 549).
13) 국어과에서 문제발견과 유사하게 ‘질문 생성’이라는 학습 전략이 소개된 바
있으나 이는 탐구의 맥락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4) 문제발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발견’을 ‘문제’와 ‘발견’으로 나누
어 설명할 수 있다(하주현, 2005). 우선 ‘문제’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어려움 또는 장애’이고, 나머지 하나는 ‘탐
색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다. 전자는 장애(obstacle)로 정의되며, 후자
는 도전(challenge)으로 받아들여진다(하주현 외, 2010: 153). 본고에서 다루
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후자가 보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은 학습자의 문제발
견의 수준이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5) ‘문제’에 관한 정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전윤식 외(2003)의 분류이
다. 전윤식 외(2003)는 문제의 의미가 개념이 활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문제를 여섯 가지 의미로 구분하였다. 첫째, 어려움이나 장애물
로서의 문제이다.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의 문제로서 불편한 상황이나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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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거나 혹은 생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펭과 레기아(Peng & Reggia,
1990)는 문제해결을 “곤란을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추측하고, 가설
을 형성하고, 개선점을 찾고,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함으로
써 문제에 민감해지는(sensitive)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중 ‘곤란을
확인’하는 부분이 문제의 발견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이(Jay, 1996)는 문제
발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제를 창안(initiating)하고, 상상
(conceiving)하고, 생성(formulating)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정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발견은 문제해결과는 구분되는 단계이며, 문제해결
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발견과 비슷한 전문적인 용어로, 문제제기(problem posing), 확인
(identification), 인식(recognition), 발견(discovery), 표현(expressing), 구
성(construction), 정의(definition), 형성(formulation), 창출(creation or
invention), 재구성(reformulation) 등이 있는데(윤경미, 2004), 이러한 용어
들은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어떠한
문제 상황인가에 따라 문제의식, 문제발견, 문제형성, 문제확인 등의 용어가
지 못한 상태를 위미하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Getzels, 1979). 둘째, 모순
으로서의 문제이다. 주로 학문적 문헌에서 문제를 기술할 경우 모순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Lai, 1991), 모순은 바람직한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
이를 의미한다(Pounds, 1969). 셋째, 놀라운 사실로서의 문제이다. 주로 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의미로서 쿤(Kuhn, 1962)이 말하는 정상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을 말한다. 쿤(Kuhn)에 의하면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넷째, 질문으로서의 문제
이다. 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 의미로서 불편한 상황이나 바람직하
지 못한 상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질문이 있어야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Getzels, 1979). 다섯째, 기회로서
의 문제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며 기회와 상반된 것이라고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래이(Lai, 1991)는 문제와 기회를 상호보완적인 것
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제를 재구조화하고 변형하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와 기회는 동일한 것의 다른 형태이며 서로 호환 가능한 것으
로 여겼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다양한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의
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 기회 중 어느 것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 그 자체도 의사결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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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덧붙여, 여기서 ‘발견’이라는 용어는 의도와 노력을 가진
‘finding’으로서, 우연히 발견한다는 의미의 ‘discovery’와는 구별되어야 한
다(류시경, 2008: 15).
즉,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민감성과 문제를 찾는 과정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추구할 가
치가 있는 문제를 선택하기 위한 평가적 사고 요소도 포함한다.

(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상황
문제발견에 관한 논의에 앞서 우선 문제 자체의 유형에 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제이와 펄킨스(Jay & Perkins, 1997)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문제
유형을 고찰한 뒤, 문제를 강하게 구조화된(highly structured), 중간 수준
으로 구조화된(moderately structured), 낮게 구조화된(ill-structured) 문
제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발견은 중간으로 구조화된 문제와 낮게 구조화된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류시경, 2008: 16). 여기서 강하게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
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나 방법이 알려
져 있거나 미리 주어지며 해결을 검증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주가 존재한다.
반면 낮게 구조화된 문제일수록 문제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올바
른 해결을 보장하는 절차와 해결을 평가하는 범주가 부족한 편이다(이혜주,
2005).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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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 비교(Jonassen, 1997); 이상훈, 2014:
15에서 재인용)
구분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목적

명확함

불명확함

특징

문제의 모든 요소가 제시됨

문제의 하나 이상의 요소가 밝혀져
있지 않음

해결책

고정적 해결책
(고정된 규칙, 원리)

다양한 해결책
(해결책이 없을 수 있음)

문제해결
단계

고정적인 문제해결 과정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

평가

올바른 수렴적 해답이 존재

문제해결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보유

강하게 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발견을 위한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상황에서의 탐구력을 기르기
에 적당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에 중간 수준으로 구조화된 문제를 제
시하는 것은 전체 목표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암시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 발견하거나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발견은 문제 상황에 대
한 민감성, 불일치 사건에 대한 밀접한 관찰, 질문하는 태도, 상상을 이용한
형성과 같은 창의적인 기술과 태도를 이끌어 낸다(Jay & Perkins, 1997)는
점에서 교육의 상황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낮게 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 상황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Reiter-Palmon et al., 1997) 문제
발견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낮게 구조화된
문제일수록 실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제 상황과 유사하다
(류시경, 2008).
따라서 덜 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문법교육에서 지향하는 탐구의
방향과 유사하다. 문법 탐구에서는 경험 중심, 실제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
조하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식의 구성주의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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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지향해왔다. 덜 구조화된 문제의 제시는 이러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
법 탐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의 목표와 닿아 있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문법 교과서의 탐구학습에서 제시한 것은 ‘강하게
구조화된 문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을 문제발견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도록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상황
문제의 유형

강하게 구조화된 문제

문제발견 여부
문제발견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중간 수준으로 구조화된
문제
낮게 구조화된 문제

문제발견이 잘
일어나는 상황

문법 교육에서의 문제발견
상황
기존의 문법 탐구학습에서
강하게 구조화된 문제를
제공하는 상황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상황

(3)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유형
문제발견의 유형에는 새로운 문제의 생성, 문제의 재구성, 문제의 정교화
가 있다(전윤식 외, 2003). 일반적으로 문제를 발견한다고 하면 문제를 생성
하는 것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전윤식 외(2003)에서는 문제의 재구
성, 문제의 정교화 또한 문제발견의 부분으로 본 것이다. 이는 문제의 융통
성 측면을 바탕으로 최초의 문제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역시 문제발견의 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를 재구성하
는 것에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변형(transformation)과 재구조화
(restructuring)가 속한다. 문제의 정교화는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지만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다시 생겨나
가는 경우의 문제발견을 뜻한다. 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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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이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정교화에 속한다.
따라서 정교화는 본래의 문제보다 더 깊이 있는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는 것
과 관련되며, 이렇게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성함으로써
과학의 발전이 가능하다(전윤식 외, 2003)고 하였다. 문제발견에 관한 이상
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문제발견의 유형 및 특성(전윤식 외, 2003: 229)
문제발견 유형
새로운 문제의 생성
(producing new problem)
문제의 재구성
(reformulating problem)
문제의 정교화
(elaborating problem)

문제발견 활동

특성

문제 인식

명시적 문제 인식하기

문제발견

암시적 문제발견하기

문제 창출

잠재적 문제 창출하기

변형

‘어려움’을 ‘기회’와 ‘의사결정’
으로 이끌어 내기

재구조화

목표 상태를 분명하게 정의하기

정교화

더 높은 수준의 문제 생성하기

이를 통해 볼 때, 그동안 문법교육에서는 문제발견의 유형 중 ‘새로운 문
제의 생성’ 부분에만 국한되어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
제의 재구성’이나 ‘문제의 정교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문제발견 학습의 최종
목표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발견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새로운 문제의 생성’에서도 명시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만 머
물고 있을 뿐, 암시적인 문제를 발견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창출하도록 하
는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못했다. 이는 문법 탐구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명시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어 교수·학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으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
순한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발견, 문제 창출, 더 나아가 문제의 재구성
과 정교화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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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과정
(1) 문제해결 모형에서의 문제발견 과정
문제발견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거나 상상하고, 실질적인 문제
로 정의하거나 진술하고, 진술한 문제의 질을 측정하고, 때로는 문제를 재진
술하는 행동, 태도, 사고과정을 말한다(Jay & Perkins, 1997, 이상훈, 2014:
31에서 재인용). 문제발견은 다양한 행동, 태도, 사고과정의 복합체이기 때문
에 단순히 문제를 찾는 활동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
하고 진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단계 및 절차들을 의미한다(정미선,
2010: 21). 문제해결 모형에서 드러나는 문제발견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발
견의 과정은 상황이나 혼란에서 오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료
를 찾고, 분석하며,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으며, 그 문제
를 진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정미
선(2010)은 문제발견의 과정을 ‘문제 인식’, ‘자료 찾기’, ‘문제 확인’, ‘문제
진술’의 4단계로 설명하였다.
먼저 문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단계를 말한다(Kobe, 2001, 정
미선, 2010: 22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 인식은 대체로 혼란으로 시작된
다. 혼란은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자가 중점을 두는 도전이나 기본적인 욕구의
영역을 묘사한 것으로(Treffinger & Isaksen, 2005, 정미선, 2010: 22에서
재인용), 문제해결자가 바라는 결과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
어 비전을 탐색하는 단계로도 볼 수 있다(Puccio et al., 2005, 정미선,
2010: 22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항상 그 문제를 해결
하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동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효능감을 말한다(Kobe, 2001, 정미선, 2010: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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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기는 문제의 장면에서 잠재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활동적으로 모으
고 수렴하는 과정을 말한다(정미선,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실들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자료 찾기를 통해 문제해결자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자료 찾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 것이고, 또한 문제
해결에 앞서 문제를 세련되게 정의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찾는 노력이며,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문제를 검토하게
한다(Treffinger et al., 2000, 정미선, 2010: 23에서 재인용).
문제 확인 단계는 문제를 많이 생성한 후 그것을 선택, 정리, 판단해 나가
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심 영역이나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나
도전들을 찾아내어 명료화한다. 이러한 활동은 발산적 사고를 충분히 한 후
에 수렴적 사고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들은 교행적으로 이루어진다(정
미선, 2010: 24).
마지막으로 문제 진술 단계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가능한 많은 방법들을 찾아본 후, 언어로 된 문제를 진술하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Treffinger et al., 2000, 정미선, 2010: 26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목적을 확인하고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조직화
하게 된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진술을 통해서 문제해결자가 그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Mumford et al., 1997, 정
미선, 2010: 27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발견 과정의 특징은 선형적인 단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 인식, 자료 찾기, 문제 확인, 문제 진술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단
계적으로 거치면서 문제발견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각각의 단계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선택적
으로 이루어지며, 또는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하주현 외, 2010:
156). 이러한 비판으로 문제발견 과정을 순환적으로 보는 모형들이 등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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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적 문제발견 과정 모형
순환적 문제발견 과정 모형은 문제발견을 선형적인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
라 통합적이고 유연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은 듀덱과
코트(Dudek & Cote, 1994)의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연구를 통
해서 문제발견이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
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정해진 순서의 비현실
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Basadur, 1994; 이상훈, 2014: 34에서 재인용).
바사두르(Basadur, 1994)는 창의적 문제해결법의 6단계를 ‘문제발견-문제
해결-해결수행’의 3단계로 재정의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문제발견과 문제해
결, 해결 수행의 고착된 순서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발견 중에 문제
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 수행 중에 다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의 순
환적 과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하주현, 2005: 923).
런코와 도우(Runco & Dow, 1999)도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관계를 반복
적, 순환적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창의적 사고란 문제발견, 아이디어 생성,
평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내적·외적 동기, 절차적·
개념적·사실적 지식과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하주현, 2005: 923).
후버와 펠두센(Hoover & Feldusen, 1994; 이상훈, 2014: 35에서 재인용)
역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을 모두 통합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문제발견과 지식의 발달, 영재교육에서의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
하여 모형을 만들었다. 그들은 문제발견 행동은 존재하며, 이것은 관련 지식
의 축적과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문제발견
과 문제해결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은 네 가지 요인
들과 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개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남가영 외(2009)에서 문법 탐구 과정의 세부 구조를 밝히면서, ‘관
찰’, ‘분석’, ‘판단’, ‘조절·점검’의 네 가지 활동이 서로 상호적으로 나타난다
고 본 것과 연관된다. 특히 문제발견과 관련된 ‘관찰’ 단계의 경우,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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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언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특정 언어 형태를 ‘고르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남가영 외(2009: 372)에서는 이 단계에서 관찰, 주의, 유의, 주
목, 지적, 선택 등과 같은 사고 작용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며, 학습자가 자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조회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이 상시적이고 순
환적으로 개입된다고 보았다.
(3) 경험적 문제발견 모형
순환적 문제발견 과정 모형들은 문제발견 과정 내의 구성요소들의 순환성
과 유연함,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순환성과 유연함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모형들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제안된 문제발견 과
정 모형들을 경험적 문제발견 과정 모형이라고 한다(이상훈, 2014: 38).
먼저, 류시경 외(2006)는 낮게 구조화된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의 고등학생
의 문제발견 활동에 관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자
들은 문제발견 과정이 ‘문제 상황 탐색-기존 지식 및 경험 표출-잠정적 문
제의 적절성 논의-다양한 문제 생성-최선의 문제 선택’의 다섯 단계를 거치
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강유진 외(2012)는 낮게 구조화된 문제상황에서의
이공계 대학생들의 문제발견 과정에 대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상황 제시-문제관련 단서, 잠정적 해결책-정보 검
색, 정보 선별, 문제 명료화’로 구성된 모형을 도출했다. 이 모형은 문제발견
과정에서 이미 문제에 관한 잠정적인 해결책을 고려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원 외(2013)는 비구조화된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의 고
등학생의 문제발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개별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과정으
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정보탐색, 문제
인식, 문제발견, 해결책 생성 및 선정, 평가, 문제 재구성, 정교한 문제발견’
등의 요소들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문제발견의 과정을 선형적인 과정이 아
닌, 순환적·반복적인 유연한 과정으로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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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문제발견 과정을 실험·분석하여 경험적으로 도출해 낸 모형들은 앞
서 살펴 본 이론적인 모형들보다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되었으며,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발견의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본고는 문제발견을
탐구학습의 첫 번째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발견 자체를 문법 탐구라
는 전체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적·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학습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발견들까지도 모두 문
제발견의 개념에 포함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3.3.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문제발
견의 변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을
밝혔다.
(1) 문제발견의 변인
① 문제발견과 학습자의 인지적 변인
문제발견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에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적 특성’, ‘지능’,
그리고 ‘지식’이 있다.
첫째, 문제발견에 관계되는 인지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는 문
제발견을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린(Arlin, 1975, 1984)의 주장이다. 그
는 문제발견 능력에 피아제(Piaget)의 관점을 적용시켜 문제발견이 후형식적
조작(postformal operation)단계에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효
과적인 문제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제가 주장한 형식적 조작이 필요하지
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문제발견은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 4
단계를 넘어선 후형식적 조작 단계(5단계)의 사고로 형식적 사고보다 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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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이고 종합적이고 평가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고 하였다(하주현, 2003:
926). 제이(Jay, 1996)는 질 높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며 평
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데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위해서는 형식적 조작기 수준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한기순,
2001).
둘째, 문제발견과 지능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능이 높
은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문제발견 능력은 일반 지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많다. 웨이크
필드(Wakefield, 1985), 아틀레이 외(Artley et al., 1980), 후버와 펠두센
(Hoover & Feldhusen, 1990)은 문제발견 능력과 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밝
히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문제발견 능력은 지능 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다(윤경미, 2004: 39-41).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문제발견 능력이 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 겟첼스 외(Getzels et al.,
1982)는 낮은 지능의 학생과 높은 지능의 학생이 발견한 문제의 내용과 질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문제발견의 질에 있어서만큼은 지능과 정적 상관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윤경미, 2004: 40).
셋째, 문제발견과 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문제발견에서 지식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Starko, 1999). 하지만 창의성에 미치는 배
경지식의 영향을 스턴버그 외(Sternberg et al., 1999)는 ‘양쪽의 날을 가진
칼’로 표현하고 있다(윤경미, 2004: 42에서 재인용).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배경지식이 창의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식과 창의성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관점을
토대 관점(foundation view)과 긴장 관점(tension view)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eisberg, 1999; 이상훈, 2014: 47에서
재인용).
먼저 토대 관점은 창의적 사고는 지식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ailin, 1988; Hayes, 1989; Weisberg, 1986, 1993, 1999). 바일린(Ba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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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은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과거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
면서, 만일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것이라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웨이스버그(Weisberg, 1999)는 이러한 바일린(Bailin,
1988)의 주장을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이
해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 산물이 기존 지식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야스(Hayes, 1989)는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10년 법칙’을
제안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긴 시간의 학습과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음
악 분야에서 76명의 저명한 작곡가가 만든 500여개의 곡을 검토한 결과, 단
3개의 작품만이 작곡가들이 작곡을 시작한 지 10년 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반면에 긴장 관점은 지식이 창의성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이 관점에서는 지식과 창의성의 관계를 역 U자의 관계로 설정한다. 즉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은 창의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이 수준을 넘어가
면 지식이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로는 프렌치 외
(Frensch et al., 1989)의 실험이 있는데, 이들은 브릿지 게임의 규칙에 변
화를 주고, 전문가 집단과 초보자 집단의 적응도를 비교하였는데, 전문가들
은 초보자보다 변화 조건에서 더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장 관점에서는 지식을 기본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제약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것으로부터 벗
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문제발견과 학습자의 비인지적 변인
일반적으로는 창의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능력, 지식, 그리고 전략 등의
인지적 변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의 학자들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성격과 같은 비인지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문제발견을 연구하기도 하였다(정
미선, 2010: 49). 여기에서는 ‘창의적 태도’와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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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첫째, 사람들이 문제발견을 하게 하는 비인지적 변인으로는 창의적 태도가
있다. 문제발견과 창의적 태도에 관하여는, 겟첼스 외(Getzels et al., 1976)
가 있다. 그들은 문제발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창의적
성향이 특별히 높은 것을 발견했으며, 문제발견이 정신적 태도 또는 기질 특
성이라고 생각했다(윤경미, 2004: 43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 높은 문제발
견 행동을 나타낸 학생들은 문제발견 단계, 즉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대상을 조작하고, 대상을 탐색하고, 보다 새롭게 대상을 재배치하는 것에 보
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였다. 또한 문제해결 단계에서도 그들은 새로
운 방법이 떠오를 때마다 방향 전환을 기꺼이 하고 작품에 대한 고착된 시
각이 아닌 문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계속적인 개방성의 관점에서 문제발견
에 대한 관심 또는 주의집중을 지속적으로 보였다(윤경미, 2004).
둘째, 사람들이 문제발견을 하게 하는 비인지적 변인으로는 내적 동기가
있다. 문제발견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처음 의문을 제기하
는 것에서부터 동기가 필요하며, 문제를 형성하는 과정 동안 흥미와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동기가 필요하다(Jay, 1996; 윤경미, 2004: 45에서 재인
용).
아마빌레(Amabile, 1983)는 내적 동기, 호기심, 재미가 문제발견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강한 호기심과 이해에 대한 욕구를 가진
개인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동인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하주현 외, 2010: 157에서 재인용). 김명숙 외(2008)도 자아효
능감과 학습에 동기가 과학 문제발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제이(Jay, 1996)는 학생들의 과학적 문제발견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급 수준, 성별, 성적, 내적 동기, 선행 지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 창의적 활동, 창의적 성향, 교
사 평정 등의 다양한 요인과 문제발견 활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문제발견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예언치로서 내적 동기 요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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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과 흥미, 독립적인 숙달)과 교사 평정 중 ‘항상 의문을 제시하는 특성’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제이(Jay, 1996)는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문제발견은 힘든 작업이며, 따라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므로, 강한 내적 동
기는 문제발견을 하려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를 통해 흥미와 노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윤경미, 2004: 46에서 재인용).

(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
앞서 살펴본 문제발견의 인지적·비인지적 변인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의 변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지적 변인과 관련하여, 학
습자의 인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 형식적 조작기(만 14세 부근)를 지
난 학습자들이 다른 연령의 학습자들에 비해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독서와 문법을 배우는 고등학교 1-2학년의
학습자가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다. 둘째, 앞서 살펴본 지능과 문제발견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피험자
의 수가 적거나(Wakefield, 1985), 영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Hoover & Feldhusen, 1990) 표집의 특성으로 인해 지능과 문제발견 능력
이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
에서는 학습자들의 지능을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으로 보지 않았
다. 셋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제발견에 관한 주장은 토대 관점과 긴장 관
점으로 엇갈려 왔다. 본고에서는 토대 관점을 지지하며, 학습자들이 많은 배
경 지식을 가질수록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을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보
았다. 비록 프렌치 외(Frensch et al., 1989)의 실험에서는 지식과 문제발견
이 역의 관계를 보였지만, 이는 학문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발견과는 다소 거
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비인지적 변인은 앞서 살펴본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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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태도와 내적 동기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앞서 살펴본 창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력 또한 창의적 태도와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일반적인 문제발견에서 내적 동기가 지속적인
문제발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력
또한 내적 동기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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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양상
본 장에서는 다양한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 학습 과정 중에 나타난 학습자
의 문제발견 양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저 1절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양상
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을 밝히고, 2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
제발견 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을 추출하였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0명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 10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힌 뒤
수업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2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지식’의 여부가 문제발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학자들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충분
한 지식이 전제될 때 활발한 문제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는 토대 관점과 배
경지식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문제발견이 더욱 활발하다는 긴장 관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두 가지 입장 중 토대 관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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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한 개념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지식 습득의 여부는 문법 심화과목인 ‘독서와 문법’의 이수 여
부로 결정하였고, 다양한 문제발견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국어 성적에 따
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이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표집을 실시한 것이다. 목적표집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
한다(Merriam, 2009).
(2) 연구 절차
학습자 인터뷰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높고,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습자들이므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양상을 관찰하는 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이 학습자들은
‘독서와 문법’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므로 다양한 문제발견의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수업은 5종의 ‘독서와 문법’ 교과
서를 활용한 교수·학습이며, 다양한 교과서로 수업을 제공한 이유는 학습자
들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요인을 최대한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
다. 각 교과서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방식이나 표현에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민감하게 문제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을 어떤 예시를 들어서 제시문을 구성했느냐에 따라 학습자
들이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요인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확인하게 위해서는 다양한
제재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의 주된 내용은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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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내용에서 연구 참여자가 본인의 궁금증이나 이상한 점을 스스로 진술
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문제발견 내용은 전부 참여자 스스로 기록하거나 연
구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
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였다. 전사 자료는
학습자 별로 교과서 출판사와 문제발견이 일어난 해당 페이지를 다음과 같
이 표시하였다.
[S-1-M-1] : 1번 학습자의 미래엔 출판사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 1쪽

1.2. 자료 분석 방법
(1) 학습자 배경
학습자의 문제발견 양상을 밝히기에 앞서, 학습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
념들과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학습자들은 공
통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에서 ‘단어’단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였다. ‘품사의 개념, 분류기준, 특성을 이해한다.’와 ‘국어 단어 형성법
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라는 성취기준 아래, 품사의 개념, 기준, 종류, 특성
등을 배웠고, 형태소,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등의 개념을 익혔다.
<표 1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단어’ 관련 성취기준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8-문법-(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품사 분류하기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질 이해하기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이해하기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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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이수하였으므로, 학습자들은 중학교 때 학
습했던 개념들을 반복하면서 보다 심화된 내용의 개념 학습을 하였다. ‘품
사’에서는 ‘접사’와 ‘어미’의 차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의 종류, 용언의
종류, 관형사와 부사의 종류 등 더 세부 개념을 배웠고, ‘단어의 형성’에서는
접사의 종류, 합성어의 종류 등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였다.
<표 12> 2007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단어’ 관련 성취기준
㉮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독서와 문법
② 단어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단어 분류의 의의와 효용성을
국어 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 ‘단어’ 단원에 관한 대부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개념 이해의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분석의 방법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위해 면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거나 연구자
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개념어들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개념어들을 서로
관련되는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의미에 기
초하여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박미경, 2012: 61),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자료 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법
(line-by-lin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5개의 문제발견에서 13개의 요인에 관한 개념어를 도출하였
고, 이들을 다시 9개로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자료
를 분석하면서 학습자의 모든 질문과 문제발견에 번호를 매기고 개념어로
명명하였다. 1차적인 분류를 거쳐 나온 학습자의 문제발견 개념어로는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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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회상, 상기, 개념, 적용, 정립, 정교화, 응용, 비판, 지식, 배경지식, 문
법 지식, 직관, 경험, 언어 경험, 수렴, 확산, 평가, 예시, 잘못된 상식, 오개
념, 비전형적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중 합칠 수 있는 것들은 합쳐서 더 큰
상위 범주에 속하도록 하고, 겹치는 항목들은 겹치지 않도록 그 유형을 세분
화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문제발견은 9가지로 유형화 되었고, 이는 재
인을 위한 문제발견,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 직관
을 활용한 문제발견,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
견, 수렴적 문제발견, 확산적 문제발견, 평가적 문제발견 등이다.
이들 9가지 유형을 서로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 코딩하여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에 작용하는 3가지 변인을 추출해 내었다. 첫째, 재인, 적용, 체
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하는 목적으로 보았다. 둘
째, 직관, 경험,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할 때 활
용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셋째, 수렴, 확산, 평가적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발견한 문제들이 요구하는 사고의 방향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수집한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9가지 유형이 이론적으로 포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양상
2.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유형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발견한 탐구문제들을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문제발견을 다각적으로 분
석한 결과인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다.

ㄱ. (탐구 활동에서 ‘건강-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던 중) ⑴ 왜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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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사이에 ‘-’표시가 있지? ⑵ 그렇다면 ‘건강’과 ‘하다’가 형태소가 분리된
다는 뜻이랬지? ⑶ 그럼 ‘건강’은 명사고... ‘하다’는 뭐지? ⑷ 접미사일까 아니
면 동사일까? ⑸ 만약 ‘-하’-가 접미사면 ‘-하다’가 붙은 말들은 다 파생어라
는 걸까? ⑹ 그럼 ‘공부하다’, ‘청소하다’는 모두 파생어라는 것인가? ⑺ 만약
(‘-하다’가) 동사라면 합성어인가? ⑻ 명사와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붙기도 하
나? [S-1-M-89]

위의 문제발견 예시에는 총 8가지의 문제발견의 유형이 들어 있다. 8가지
의 문제발견 발화에는 각각 다른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의 유형에 속하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문제발견 분석의 예시
번호
(1)
(2)

문제발견
왜 ‘건강’과 ‘하다’ 사이에 ‘-’ 표시가
있지?
그렇다면 ‘건강’과 ‘하다’가 형태소가
분리된다는 뜻이랬지?

사고의

목적

방법

재인

경험

수렴

재인

지식

수렴

방향

(3)

그럼 ‘건강’ 은 명사고...‘하다’는 뭐지?

재인

지식

수렴

(4)

접미사일까 아니면 동사일까?

적용

지식

수렴

적용

지식

수렴

체계화

경험

수렴

적용

지식

수렴

재인

지식

수렴

(5)
(6)
(7)
(8)

만약 ‘-하’-가 접미사면‘-하다’가 붙은
말들은 다 파생어라는 걸까?
그럼 ‘공부하다’, ‘청소하다’는 모두
파생어라는 것인가?
만약 (‘-하다’가) 동사라면 합성어인가?
명사와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붙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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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의 유형
①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
학습 상황에서 많은 경우 학습자들은 자신이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릴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떠올
리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경우
는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혹은 아예 즉각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문제발견 없이 문제해결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 행동은 문제발견-문제해결의 구조를 가지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ㄱ. (대명사를 공부하던 중) ‘당신’이 3인칭으로 쓰이기도 했었나? 맞다, 어른
들. 할머니 당신. [S-2-M-85]

ㄴ. (관형사를 배우던 중, ‘봄이면 온갖 꽃들로 뒷산은 온통 꽃들의 궁전을
이루었다.’를 보고) ‘온갖’은 관형사고, ‘온통’은 뭐지? 관형산가? (‘온통’이 무엇
을 수식하는지 연결해 보라는 연구자의 물음을 듣고) 온통..이루었다. ‘이루었다’
는 동사. 그럼 동사를 꾸미는 건? 아, 부사다! [S-2-M-87]

ㄷ. (학습활동에서 ‘밝다’의 품사를 분류해 보는 문제를 보고) ‘밝다’가 동사
로 쓰인다고? 밝다, 밝다, 밝는다, 밝아라, 이상한데.. 밝는다, 밝아라.. 아! ‘날이
밝는다’라고 쓰지! 그럼 밝는다는 동사일거야. [S-2-M-92]

ㄹ. (탐구 활동에서 ‘건강-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던 중) 왜 ‘건강’과 ‘하다’
사이에 ‘-’표시가 있지? 그렇다면 ‘건강’과 ‘하다’가 형태소가 분리된다는 뜻이
랬지? [S-1-M-89]

ㅁ.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옥희야’, ‘아’, ‘응’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것
을 고르는 탐구 문제를 보고) 따로 쓰이면 다 감탄사인가? 아니지. 독립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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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어? 어쨌든 무조건은 아니고. 음. 그럼 품사가 감탄사인거. [S-1-M-88]

(ㄱ)은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3인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배운 뒤, ‘당신’
이 3인칭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떠올리기 위한 문제발견을 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는 이미 ‘당신’이 3인칭으로 사용된다는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으며,
단지 그 사용 예시 및 배운 내용을 복기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
라서 거의 즉각적으로 ‘할머니 당신’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예시를 떠올릴 수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ㄴ)은 ‘온통’의 품사를 떠올리기 위한 문제발견을 하였다. 이는 ‘동사
를 꾸미는 것은?’이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문법 지식을 재생하려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이어지는 ‘아, 부사다!’라는 서술을 보면, 문제해결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은 ‘밝다’라는 단어의 품사가 동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느
끼고 있다. 이는 이 학습자가 기존에 ‘밝다’를 형용사로만 인식했기 때문인
데, 비록 문제해결의 과정에서는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현재형과 명령형으
로 쓰일 수 있다’는 문법적 지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밝다’를 동사로 사용했던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문제발
견한 경우이므로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으로 보았다.
(ㄹ)에서는 사전에서 ‘-’가 쓰이는 상황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뒤
이어 나오는 서술로 볼 때 이미 앞서 ‘-’가 형태소간의 분리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재생하기 위한 문제발견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ㅁ)에서도 ‘따로 쓰이는 것은 모두 감탄사인가?’라고 하여 감
탄사의 정의 및 특성을 반추해 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뒤이어 그것이 맞
지 않다고 문제해결을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었던 셈이다.
즉, (ㄱ)~(ㅁ)의 문제발견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다시 떠올리기 위한 물
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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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이는 자신이 배우거나 알고 있던 배경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발견이다. 또한 기존의 지식과 개념들을 서로 연관시켜
보고자 하는 문제발견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에 맞
는 새로운 예시를 생각해 내는 문제발견이면서 동시에 발견해 낸 예시가 자
신이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발
견인 셈이다. 새로운 예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기존의 지식들을 서로 연관시켜 파악하려고 하
는 것 모두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다.

ㄱ. (그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문장을 보면서) 밖에가 ‘밖’, ‘에’로 나뉘고
‘밖’은 명사니까 ‘자기’와 ‘밖에’를 띄어서 ‘자기 밖에’로 적어야 하는 게 아닌가?
[S-1-M-92]

ㄴ. (탐구 활동에서 ‘건강-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던 중) 왜 ‘건강’과 ‘하다’
사이에 ‘-’표시가 있지? 그렇다면 ‘건강’과 ‘하다’가 형태소가 분리된다는 뜻이
랬지? 그럼 ‘건강’은 명사고... ‘하다’는 뭐지? 동사일까 아니면 접미사일까?
[S-1-M-89]

ㄷ. (품사분류를 하는 탐구활동을 하던 중, ‘그곳’의 품사를 묻는 질문을 보
고) ‘그곳’은 ‘그’와 ‘곳’이 합쳐진 말인데 왜 하나의 품사로 물어 보지?
[S-1-M-83]

ㄹ. (용언의 불규칙 활용 표를 보면서, 어간어미 불규칙 활용 중 ‘ㅎ’불규칙의
예시로 ‘빨갛다’와 ‘까맣다’가 제시됨) ‘ㅎ’이 탈락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중략) 놓다..는 놓아.. 탈락 안하네. (중략) 좋아. 좋아도 탈락 안하네. 빨개, 까
매, 파래, 보래? 보래..? 이상한데, 주황.. 안되네. 노래, 초래..도 안 되고..(중략)
[S-3-C-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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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옥희야’, ‘아’, ‘응’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것
을 고르는 탐구 문제를 보고) 따로 쓰이면 다 감탄사인가? 아니지. 독립언? 독
립어? 어쨌든 무조건은 아니고. 음. 그럼 품사가 감탄사인거. 그럼.. 그럼? 그럼
은 뭐지? 그럼..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독립어인건가? 감탄사인건가? 그럼
요. 라고 ‘요’가 붙기도 하는데? 보조사가 붙은 건가? 감탄사에도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가? [S-1-M-88]

ㅂ. (학습활동에서 조사 ‘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던 중) ‘갈까요’와 ‘갈까’,
‘늦었어요’와 ‘늦었어’ 둘 다 가능하니까, 조사 ‘요’는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
다는 거. 그럼 이건 보조사. 근데, ‘하세요’의 ‘요’는 뭘까? [S-1-M-90]

(ㄱ)에서 학습자는 ‘명사와 명사 사이는 띄어 쓴다’는 원칙을 사전에 습득
한 상태이다. 또한 ‘자기’와 ‘밖’이 각각 대명사와 명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
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던 원칙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한
문제를 생성하였다.
(ㄴ)에서 학습자는 ‘하다’가 품사분류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알고
싶어졌다. 따라서 ‘하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활용을 한다는 점, 다른 명
사와 붙어 쓰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하다’가 활용을 하는 ‘동사’일지, 다른
명사와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접미사’일지 궁금해 한다. 즉, ‘건강하
다’를 ‘어근+어근’의 합성어로 볼지, ‘어근+접사’의 파생어로 봐야 할지에 대
한 물음이며, 이를 지금 배운 ‘어근+접사’의 구조로 설명해 내고 싶어 하는
적용의 문제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ㄷ)에서 학습자는 ‘그’와 ‘곳’이 각각 관형사, 명사로 단어이며, 이
둘은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배경지식에 새로운 예시를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곳’이 이미 합성어로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적용에 실패하였지만, 자신이 배운 내용으로 적용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ㄹ)에서는 ‘ㅎ’탈락에 대해 배운 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예시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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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을 한 것이다.
(ㅁ)에서는 ‘그럼’의 품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발견을 하였다. 이는 ‘그
럼’이 가지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요’가 붙기도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기존의 품사 개념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발견이다. ‘독립적으로 사
용’될 수 있으면서,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품사가 무엇이 있을지 기존의
품사 체계를 머릿속으로 검색하면서 해당 품사로 분류하려는 시도이다. 즉,
배운 내용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사이의 연관성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발견이므로 이는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다.
(ㅂ)에서는 ‘갈까요’의 ‘요’에 대해 배운 뒤, 이를 적용하여 ‘하세요’의 ‘요’
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발견을 하였다. 즉, 자신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에 맞는 새로운 예시를 생각해 내는 문제발견이면서 동시에 발견
해낸 예시가 자신이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보고
자 하는 문제발견인 셈이다. 새로운 예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지
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모두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다.
③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란 원래 알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혹은 개념에 대한 자신만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하는
문제발견을 말한다.
ㄱ.

단어..

단어....

단어가

뭐지?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지?

[S-1-M-83]

ㄴ. (조사를 배우던 중, 보조사의 예시를 보고) ‘철수는 음악만 좋아한다.’에
서 ‘만’ 자리에 원래는 ‘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보조사는 격조사 대신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나본데? 격조사랑 보조사는 같이는 못 쓰이나보다. (같이 쓰
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음.. ‘철수는 음악만을!’ 오, 음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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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격조사랑 보조사 순서는 어떻게 되지? ‘만’이 보
조사고

‘을’이

격조사니까

보조사-격조사의

순서인가?

반대로도

될까?

[S-3-C-206]

ㄷ. (의존명사의 예시로 “저기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까?”라는 예문을 보고)
같은 글자이더라도 ‘것’ 같은 것들은 띄어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차이
가 뭘까? [S-6-J-156]

ㄹ. (수 관형사의 예시, ‘세 사람, 연필 다섯 자루, 일곱째 딸, 제삼 회 대회’
를 보고) 체언인 수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 [S-6-J-161]

ㅁ. ‘돌보다’, ‘굶주리다’ 여기서 동사의 어간은 어느 부분인거지? 이게 합성어
면 이거랑 파생어의 구분법은 뭘까? [S-9-B-98]

(ㄱ)의 학습자는 흔히 사용되던 ‘단어’라는 용어가 문법적으로 등장하는 것
에 낯설음을 느꼈고, 이내 이 용어를 자신만의 정의로 재정립해 내고 싶어
했다. 이때,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지?’라는 물음은 원래 알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 즉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
견이다.
(ㄴ)에서는 학습자가 두 차례의 문제발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발견
은 보조사와 격조사가 상보적 관계인지에 관한 것이다. 보조사가 쓰이는 자
리에 격조사가 쓰이지 않는 예시를 보면서, 두 조사가 같이 쓰일 수 없는지
에 관한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문제발견은 격조사와 보조사
가 동시에 쓰일 때, 두 조사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가 떠올린 예시에
서는 보조사-격조사의 순서였지만, 격조사-보조사의 순서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발견 모두 ‘조사’라는 개념에 대한
자신만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한 것이므로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다.
(ㄷ)에서는 학습자가 의존명사에 대해 배우면서,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한
다는 것을 학습하였으나 이러한 의존명사(사실은 의존명사로 보이는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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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말에 붙여서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두 경우 간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것이다. 이는 결국 학습자가 붙여 쓸 수 있는 경우와 붙여 쓸 수 없
는 경우, 즉 조사와 의존명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의 체계를
정립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ㄹ)의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발언에서는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학습자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체계를 세우고자 하므로, 이는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다.
(ㅁ)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싶어 한다. 이 학습자는 ‘돌보다’와 ‘굶주리다’의 예시에서 ‘돌보다’와 ‘굶주
리다’가 각각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와 단일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오류에
대해 인식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합성법과 파생법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2)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의 유형
①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
학습자는 언어 자료를 볼 때, 자신의 직관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상하다고
느끼며 문제발견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비록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법성 판단의 과정에서는 직관(intuition)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김기훈, 2012: 48),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16) 문
제발견의 양상에서도 이를 다루었다.

ㄱ. (조사를 배우던 중, ‘가’와 ‘는’의 차이를 묻는 탐구 문제를 풀고 설명을
읽으며) 아니 왜 ‘은/는’은 보조사지? (연구자: 그럼 뭐 같은데?) 주격조사요.
16) 직관은 토박이 화자가 문법성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 직관은 그
가 구사하는 언어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추리하기 전에 직각적으로 판별케 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선험적 또는 본능적
인 힘이다(이승면, 198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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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음.. 그냥요. [S-1-M-88]

ㄴ. (단어는 모두 띄어 쓰지만 조사는 예외로 붙여 쓴다는 설명을 하자) 그럼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미나 접미사 같은 것처럼 아예 단
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형태소라고만 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지? (연구자: 왜 단어가 아닌 것 같아?) 그냥요.
[S-1-M-88]

ㄷ. (두 사전에서 ‘크다’를 풀이한 부분을 보고 학습활동을 하던 중. 표준 국
어 대사전에서는 ‘크다’의 형용사와 동사의 의미를 다의어로 분류했고, 연세 한
국어 사전에서는 그 둘을 각각 다른 단어로 분류함.) 오, 맞아. ‘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자라는 거고, 하는 big, 큰 거. 그럼 당연히 두 가지를
다른 단어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영어에서도 big과 grow로 두 가지 단어
로

보잖아?

명백히

다른

건데,

같다고,

다의어라고

보면

안

되지.

[S-1-M-118]

ㄹ. (전체 품사 분류 수형도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위치를 보면서) 서술
격 조사는 왜 따로 떨어트려 놓았어요? 조사면 조사고 서술어? 이면 서술어지,
뭐 동사나 그런 걸로 하면 되잖아요? 얘(‘-이다’) 때문에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분류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뜻). 문법이 너무 예외가 많고 복잡하고.. 하.. 더
딱딱 떨어지게 해야 애들이 공부할건데..(문법이 어려워서,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과목을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많다고 함.) [S-3-C-205]

ㅁ. ‘살다’는 살아 있음? 움직이는 건가? 움직이지 않는 건가? [S-8-K-89]

(ㄱ)의 학습자는 ‘은/는’이 보조사라는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
신은 ‘은/는’이 주격조사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직관에 어긋
날 때 문제를 발견한 경우로, 직관을 통한 문제발견의 예시로 볼 수 있다.
(ㄴ)에서 학습자는 ‘조사’가 ‘단어’ 분류에서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지 못한
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왜’라는 물음에 대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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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답한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자신
의 직관에 의해 품사 분류의 타당성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은 직관에 의한
문제발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ㄷ)에서 학습자는 ‘크다’의 두 가지 의미를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
어로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영어에서의 분류와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다. 즉, 이러한 문제발견을 할 때 학습자는
이미 직관적으로 두 의미를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
를 설명하기 위해 영어의 예시를 가져와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는 직관에 의한 문제발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ㄹ)에서 학습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관계언과 용언의 특징을 모두 갖
춘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때문에 국어 문법 체계가 ‘이상하다’
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적
인 생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발견 또한 직관에 의한 문제발견의 예
시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ㅁ)에서 학습자는 ‘살다’라는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의미적으로 살피고 있다. 학습자는 ‘살다’가 움직이
는 것인지,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로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살다’가 움직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직관적인 부분이므로 이러
한 문제발견도 직관에 의한 문제발견으로 분류하였다.
②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학습자들은 언어 사용을 하는 과정, 혹은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이 알
고 있던 문법적 배경지식들을 총동원한다. 자신이 알고 있던 문법 개념, 지
식과 새로이 맞닥뜨리게 된 언어 법칙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문제발견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발견을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이라고 한다.
ㄱ. (그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문장을 보면서) 밖에가 ‘밖’, ‘에’로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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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은 명사니까 ‘자기’와 ‘밖에’를 띄어서 ‘자기 밖에’로 적어야 하는 게 아닌가?
[S-1-M-92]

ㄴ. (탐구 활동에서 ‘건강-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던 중) 왜 ‘건강’과 ‘하다’
사이에 ‘-’표시가 있지? 그렇다면 ‘건강’과 ‘하다’가 형태소가 분리된다는 뜻이
랬지? 그럼 ‘건강’은 명사고... ‘하다’는 뭐지? 접미사일까 아니면 동사일까? 만
약 ‘-하’-가 접미사면 ‘-하다’가 붙은 말들은 다 파생어라는 걸까? 그럼 ‘공부
하다’, ‘청소하다’는 모두 파생어라는 것인가? 만약 (‘-하다’가) 동사라면 합성
어인가? 명사와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붙기도 하나? [S-1-M-89]

ㄷ. (품사분류를 하는 탐구활동을 하던 중, ‘그곳’의 품사를 묻는 질문을 보
고) ‘그곳’은 ‘그’와 ‘곳’이 합쳐진 말인데 왜 하나의 품사로 물어 보지?
[S-1-M-83]

ㄹ.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옥희야’, ‘아’, ‘응’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것
을 고르는 탐구 문제를 보고) 따로 쓰이면 다 감탄사인가? 아니지. 독립언? 독
립어? 어쨌든 무조건은 아니고. 음. 그럼 품사가 감탄사인거. 그럼.. 그럼? 그럼
은 뭐지? 그럼..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독립어인건가? 감탄사인건가? 그럼
요. 라고 ‘요’가 붙기도 하는데? 보조사가 붙은 건가? 감탄사에도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가? 우선 ‘그럼’이 감탄사라고 치면, 감탄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단
거고, ‘그럼’이 감탄사가 아니면.. 부사? 아니지, ‘그렇다’에서 온건가? 형용사라
고 배웠는데? ‘그럼’은 형용사의 활용이라고? 형용사가 활용해서 명사화가 되어
서 독립어로 쓰인 거? 거기에 ‘요’가 붙을 수 있다고. 그건 가능하지.
[S-1-M-88]

ㅁ.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 또 동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 없다.’에서 선어말 어미 ‘-는-/-ㄴ-’랑 전성어미 ‘-는-’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왜 형용사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는 예가 뭐지? ‘먹는’은 되는데 ‘착
하는’은 안된다 뭐 이런건가? [S-7-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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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서의 학습자는 ‘조사를 제외한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을
알고 있으며, ‘자기’와 ‘밖’과 ‘에’의 품사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원칙에 위와 같은 단어들을 적용하여 ‘자기’와 ‘밖에’가 띄어 써져야 한
다고 추론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문법적 추론과 다른 새로운 상
황을 맞닥뜨리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이다.
(ㄴ)에서 학습자는 ‘건강하다’의 ‘하다’가 동사인지 접미사인지 의문을 가졌
다. 이는 ‘건강하다’가 합성어와 파생어 둘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건강하다’에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학습자의 예시는 과거에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 배웠으나, 이를 적용하
는 데 곤란을 겪고 문제를 발견한 경우이므로, 기존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ㄷ)도 마찬가지로 ‘그’와 ‘곳’ 각각의 품사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 둘이
합성어가 되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적 지식과 비교·대조를 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발견의 예로
볼 수 있다.
(ㄹ)에서 학습자는 ‘그럼’의 품사를 밝히고 싶었으나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럼’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
다는 것, 보조사 ‘요’가 붙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의 활용일 수 있다는 것
등을 자신의 문법적 지식들과 비교·대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가 기
존의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발견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ㅁ)에서 학습자는 선어말 어미 ‘-는-/-ㄴ-’과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이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적 지식들인 ‘선어
말 어미’, ‘전성어미’의 개념과 특징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예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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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
학습자들은 문제를 발견할 때,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을 떠올리면서 새로
운 언어 자료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점이 있을 때 의문을 느낀다.
ㄱ. (용언의 불규칙 활용 표를 보면서, 어간어미 불규칙 활용 중 ‘ㅎ’불규칙의
예시로 ‘빨갛다’와 ‘까맣다’가 제시됨) ‘ㅎ’이 탈락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왜 색깔만 ‘ㅎ’ 탈락이 일어나는 거지? 놓다..는 놓아.. 탈락 안하네. 동사라서
그런가? 그럼.. 음.. 형용사로.. 음.. 좋아. 좋아도 탈락 안하네. 빨개, 까매, 파래,
보래? 보래..? 이상한데, 주황.. 안되네. 노래, 초래..도 안 되고, 뭘까? 왜 같은
형용사인데도 탈락 안하기도 하고, 색깔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게 똑같지가 않은
게 왜지? [S-3-C-211]

ㄴ.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옥희야’, ‘아’, ‘응’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것
을 고르는 탐구 문제를 보고) 따로 쓰이면 다 감탄사인가? 아니지. 독립언? 독
립어? 어쨌든 무조건은 아니고. 음. 그럼 품사가 감탄사인거. 그럼.. 그럼? 그럼
은 뭐지? 그럼..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독립어인건가? 감탄사인건가? 그럼
요. 라고 ‘요’가 붙기도 하는데? 보조사가 붙은건가? 감탄사에도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가? 우선 ‘그럼’이 감탄사라고 치면, 감탄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단
거고, ‘그럼’이 감탄사가 아니면.. 부사? 아니지, ‘그렇다’에서 온건가? 형용사라
고 배웠는데? ‘그럼’은 형용사의 활용이라고? 형용사가 활용해서 명사화가 되어
서 독립어로 쓰인 거? 거기에 ‘요’가 붙을 수 있다고. 그건 가능하지.
[S-1-M-88]

ㄷ. ‘셨’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 왜 ‘시+었’으로 나누는 거지? 셨은 그 자체로
셨이라고 쓰는데? 한 번도 ‘시었’이라고 나누어 쓰지를 않잖아? [S-4-C-200]

ㄹ. 수 관형사와 수사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숫자 나
타낼 때, 양 나타낼 때 쓰잖아. [S-7-C-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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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직접구성성분에 대해 배우는 중 ‘미끄럼틀’을 두 조각으로 나누는 학습
활동을 하면서) ‘미끄럼틀’은 ‘미끄럼+틀’로 나눌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음..
‘단팥죽’은 ‘단+팥죽’? 아님 ‘단팥+죽’? [S-6-J-172]

(ㄱ)에서는 ㅎ탈락의 예시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열해 보면서 ㅎ탈락
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며 문제발견을 하였다. 이
때, ‘초래, 보래, 주황’ 등의 경우에서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과 다르다는 것
을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발견이 발생한 것이다.
(ㄴ)의 경우, ‘그럼요, 라고 ‘요’가 붙기도 하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
험에 비추어 ‘그럼’의 품사를 추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사용을 떠올리면서 문제발견을 한 경우이므로,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이다.
(ㄷ)에서 학습자는 선어말 어미 ‘시’와 ‘었’의 준말인 ‘셨’을 하나의 형태소
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데, 한 번
도 ‘시었’이라고 따로 적거나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ㄹ)의 학습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관형사와 수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학습자는 수관형사와 수사가 숫자를 나타낼 때,
사물의 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점, 즉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
는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며 문제를 발견한 것이다.
한편, (ㅁ)에서 학습자는 직접구성성분에 대해 배우면서 교과서 예시인
‘미끄럼틀’ 외에 다른 예시를 찾아 이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때 ‘단팥죽’
이라는 새로운 예시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듯 자신의 언어 경험 속 어휘를
사용하는 문제발견이므로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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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의 유형17)
① 수렴적 문제발견
수렴적 문제발견은 제시되거나 기억된 자료의 분석과 종합을 이루게 하는
문제발견이다. 이러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전에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어
떤 것을 설명하거나, 사실을 연상하거나, 관계를 지으며, 구분·예시·재편성하
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조건이나 증거에 의해 부
과된 범위 안에서 예측하게 하고, 제시된 수준이나 기준을 사용하여 비판적
으로 판단하게 한다. 이 단계의 문제발견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옥희야’, ‘아’, ‘응’ 중에서 감탄사가 아닌 것
을 고르는 탐구 문제를 보고) 따로 쓰이면 다 감탄사인가? 아니지. 독립언? 독
립어? 어쨌든 무조건은 아니고. 음. 그럼 품사가 감탄사인거. 그럼.. 그럼? 그럼
은 뭐지? 그럼..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독립어인건가? 감탄사인건가? 그럼
요. 라고 ‘요’가 붙기도 하는데? 보조사가 붙은 건가? 감탄사에도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가? [S-1-M-88]
ㄴ.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던 중 ‘지시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
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등’이라는 서술을 보고) ‘이러하다’가 형용사라고?

지시형용사? 뭘 지시한다는 건지? [S-1-M-86]
ㄷ.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의 활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서술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예뻐라,
고요해라, 향기로워라 등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바꾸는 것이 맞나? 명령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S-6-J-158]

17)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의 유형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모습이 수렴
적이거나 확산적이거나 평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수렴적인지 확산적인지 또는 평가적인지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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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교과서 날개에 쓰인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을 보고) 문장성분과 품사의
차이가 뭐지? [S-7-C-64]
ㅁ. ‘읽다’라는 단어는 ‘읽어, 읽고, 읽으면’ 등으로 모습을 바꾸는데, 그럼 이
것들의 품사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S-9-B-82]

(ㄱ)에서 학습자는 ‘그럼’은 뭐지?’, ‘독립어인가?’, ‘감탄사인건가?’, ‘감탄
사에도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가?’ 등의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전부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발견이므로 사고의 수렴적 문제발견이라 할 수
있다.
(ㄴ)에서 학습자는 ‘이러하다’가 형용사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는 ‘이러하다’가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사고의
수렴적 문제발견이라 할 수 있다. 지시형용사에 대해 무엇을 지시한다는 것
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 또한 지시의 대상을 알고자 하는 질문으로, 수렴적
문제발견이라 할 수 있다.
(ㄷ)에서 학습자는 교과서의 서술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에 대한 문제
발견을 하고 있는데, 형용사에 종결어미 ‘-라’를 붙이면 명령형이 되는 것인
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는 그렇다, 아니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수렴적 문제발견이다.
(ㄹ)에서 학습자는 문장성분과 품사의 차이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는 문
법 체계상 품사가 갖는 위상과 문장성분이 갖는 위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
는 문제발견으로, 수렴적 문제발견에 해당한다.
(ㅁ)에서 학습자는 ‘읽다’의 활용형이 서로 다른 품사를 가지는 것인지 아
닌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을 할 때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발견이라는 점에서 수렴적
문제발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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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의 확산적 문제발견
이 유형은 특정한 상황(예외 등)의 동기, 이유, 원인을 확인하거나 결론이
나 추론에 도달하기 위한 문제발견, 혹은 어떤 사실, 정보 등에 대해 반박하
거나 옹호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문제발견이다. 이 단계의 문제발견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용언의 불규칙 활용 표를 보면서, 어간어미 불규칙 활용 중 ‘ㅎ’불규칙의
예시로 ‘빨갛다’와 ‘까맣다’가 제시됨) ‘ㅎ’이 탈락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왜 색깔만 ‘ㅎ’ 탈락이 일어나는 거지? 놓다..는 놓아.. 탈락 안하네. 동사라서
그런가? 그럼.. 음.. 형용사로.. 음.. 좋아. 좋아도 탈락 안하네. 빨개, 까매, 파래,
보래? 보래..? 이상한데, 주황.. 안되네. 노래, 초래..도 안 되고, 뭘까? 왜 같은
형용사인데도 탈락 안하기도 하고, 색깔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게 똑같지가 않은
게 왜지? [S-3-C-211]

ㄴ. (조사를 배우던 중, 보조사의 예시를 보고) ‘철수는 음악만 좋아한다.’에
서 ‘만’ 자리에 원래는 ‘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보조사는 격조사 대신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나본데? 격조사랑 보조사는 같이는 못 쓰이나보다. (같이 쓰
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음.. ‘철수는 음악만을!’ 오, 음악‘만
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격조사랑 보조사 순서는 어떻게 되지? ‘만’이 보
조사고

‘을’이

격조사니까

보조사-격조사의

순서인가?

반대로도

될까?

[S-3-C-206]

ㄷ. (품사 단원을 배우던 중 ‘얽매이지’라는 단어를 보다가 ‘음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고) ‘얽매이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더라? [얼매이
지]? [엉매이지]? 겹받침 ‘ㄺ’이니까 뒤에 걸로 읽고, 그럼 [억매이지]이고, 그
러면 뒤에껄로 비음화 돼서 [엉매이지]! [S-5-P-70]

ㄹ. 의존명사가 관형어와 함께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의존명사와 관형
어가 함께 쓰여야 하는 이유가 뭐지? [S-7-C-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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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부정부사가 있는데, 그럼 긍정부사도 있을까? [S-8-K-91]

(ㄱ)에서 학습자는 ‘왜 색깔만 ‘ㅎ’ 탈락이 일어나는 거지?’라거나 ‘왜 같은
형용사인데도 탈락 안하기도 하고, 색깔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게 똑같지가
않은 게 왜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
는 예외를 찾아내어 탐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발견하면서 확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해결을 전제한 것이므로 확산적 문제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ㄴ)에서 학습자는 조사에 대해 공부하다가, ‘보조사와 격조사의 순서’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하지 않은 내용까지 나
아가기 위한 발견이므로 사고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발견이라 할 수 있다.
(ㄷ)은 일견 ‘얽매이지’의 발음법에 의문을 가지는 수렴적 문제발견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사고의 흐름을 살펴보면, 품사에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던 중 다른 단원의 내용을 연계하여 떠올렸다는 점에서 확산
적 문제발견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ㄹ)에서 학습자는 의존명사가 관형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
여 의존명사와 관형어가 함께 쓰여야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게 되었다. 이는
제시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 생각해 봄으로써 더 깊은 이
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적 문제발견의 예시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ㅁ)에서 학습자는 ‘부정부사’라는 용어에서 ‘긍정부사’라는 용
어를 유추해 내어 그 존재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학습한 개념
과 대응되는 새로운 개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확산적 문
제발견이다.
③ 평가적 문제발견
평가적 문제발견은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확인하면서 직관, 경험,
혹은 자신의 배경지식 등과 비교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등 평가 및 태
도형성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발견이다. 이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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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하는 가치나 문제해결 방법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정
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정답만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응
답이나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요구하는 문제발견을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문제발견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조사를 배우던 중, ‘가’와 ‘는’의 차이를 묻는 탐구 문제를 풀고 설명을
읽으며) 아니 왜 ‘은/는’은 보조사지? [S-1-M-88]

ㄴ. (단어는 모두 띄어 쓰지만 조사는 예외로 붙여 쓴다는 설명을 하자) 그럼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미나 접미사 같은 것처럼 아예 단
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형태소라고만 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지? [S-1-M-88]

ㄷ. (두 사전에서 ‘크다’를 풀이한 부분을 보고 학습활동을 하던 중. 표준 국
어 대사전에서는 ‘크다’의 형용사와 동사의 의미를 다의어로 분류했고, 연세 한
국어 사전에서는 그 둘을 각각 다른 단어로 분류함.) 오, 맞아. ‘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자라는 거고, 하는 big, 큰 거. 그럼 당연히 두 가지를
다른 단어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영어에서도 big과 grow로 두 가지 단어
로

보잖아?

명백히

다른

건데,

같다고,

다의어라고

보면

안

되지.

[S-1-M-118]

ㄹ. (전체 품사 분류 수형도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위치를 보면서) 서술
격 조사는 왜 따로 떨어트려 놓았어요? 조사면 조사고 서술어? 이면 서술어지,
뭐 동사나 그런 걸로 하면 되잖아요? 얘(‘-이다’) 때문에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분류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뜻). 문법이 너무 예외가 많고 복잡하고.. 하.. 더
딱딱 떨어지게 해야 애들이 공부할건데..(문법이 어려워서,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과목을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많다고 함.) [S-3-C-205]

ㅁ.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지? 품사를 나누는 이유는? [S-7-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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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서 학습자는 ‘은/는’이 왜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인지 의문을 품었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은/는’을 ‘격조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학교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ㄴ)에서 학습자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학교 문법에 대한 의문을 품는
다. 이 학습자는 조사 때문에 ‘단어는 모두 띄어 쓴다.’라는 조항에 예외가
생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ㄷ)에서 학습자는 ‘크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
음에도 하나의 단어로 분류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발견을 하
였다. ‘크다’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기존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문법적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체계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ㄹ)에서 학습자는 서술격 조사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조사이면서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품사의 체계를 어그러트린다는 판
단을 한 것이다. 문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통해 지금의 품사
체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ㅁ)의 학습자는 ‘품사’ 자체를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
는다. 이는 국어에서 품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발견으로, 이러한
문제발견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는 품사체계에 대한 평가, 더 나아가 국어 문
법 전반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듯 ‘왜’ 이러한 체계
를 세우는지, ‘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문제발견 또한 평가 및
태도 형성의 문제발견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배우게 되는 학교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지 않고 평가 및 태도형성의 문제발견을 통해 다시 한 번 날카롭게 비
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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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양상 분석
(1) 상-중-하 집단별 양상 분석
① 상 수준의 학습자 집단
상 수준의 학습자는 3명으로, 국어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1-2등급 이내이
므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은 총 84개의 문제발견을 생성하
였다. 변인에 따른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4> 상 수준 학습자의 문제발견 유형별 빈도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

재인

12(14%)

직관

10(12%)

수렴

69(82%)

적용

39(46%)

지식

68(81%)

확산

9(11%)

정립

33(40%)

경험

6(7%)

평가

6(7%)

계

84(100%)

계

84(100%)

계

84(100%)

위의 표를 보면, 우선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은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 39
건(46%)으로 가장 많고,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 33건(40%)으로 비슷한
정도로 많이 등장하였으며,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은 12건(14%)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은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이 10건
(12%),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이 6건(7%)으로 적게 나타났고, 문
법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68건(8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
편,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에서는 수렴적 문제발견이 69건(8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은 각각 9건(11%),
6건(7%)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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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수준의 학습자 집단
<표 15> 중 수준 학습자의 문제발견 유형별 빈도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

재인

14(18%)

직관

1(1%)

수렴

61(79%)

적용

35(45%)

지식

69(90%)

확산

11(15%)

정립

28(36%)

경험

7(9%)

평가

5(6%)

계

77(100%)

계

77(100%)

계

77(100%)

중 수준의 학습자는 4명으로, 국어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3-4등급 이내이
므로, 보통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은 총 77개의 문제발견을
생성하였다. 변인에 따른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에서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은 14건
(1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이 35건(45%)으로
가장 많고,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 28건(36%)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
타났다.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에서는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이 단 1건
(1%)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도 7건(9%)에
그친 데 비해 문법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69건(90%)에 달했다.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에서는 수렴적 문제발견이 61건(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이 각각 11건
(15%), 5건(6%)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③ 하 수준의 학습자 집단
하 수준의 학습자는 3명으로, 국어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5등급 이하이므
로 보통 이하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은 총 44개의 문제발견
을 생성하였다. 변인에 따른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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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하 수준 학습자의 문제발견 유형별 빈도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

재인

20(46%)

직관

6(14%)

수렴

39(89%)

적용

16(36%)

지식

34(77%)

확산

4(9%)

정립

8(18%)

경험

4(9%)

평가

1(2%)

계

44(100%)

계

44(100%)

계

44(100%)

위의 표를 보면,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에서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이 20건
(46%)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으며,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과 체계화
를 위한 문제발견이 각각 16건(36%), 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에서는 직관에 의한 문제발견이 6건(14%),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 문제발견이 4건(9%)밖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문법적 배경지식
을 활용한 문제발견이 34건(77%)으로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방
향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에서는 수렴적 문제발견이 39건(89%)으로 가장 많
았고,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은 각각 4건(9%), 1건(2%)으로 거
의 일어나지 않았다.
④ 수준별 비교 분석
여기서는 로그-리니어 모델(log-linear model)로 학습자 수준별로 목적을
변인으로 한 문제발견의 유형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표 17> 로그 선형 모형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표
이탈도

자유도

모델 118)

74.50881

64

모델 219)

45.32372

52

이탈도

자유도

차이

차이

29.18509

12

유의 확률

0.00370

위의 표는 집단 간의 문제발견 유형이 빈도가 같은지에 대한 우도 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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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Likelihood Ratio test) 결과이다. 모델 1은 각각의 문제발견 유형의 2차
교호작용을 의미하고, 모델 2는 모델 1에 학습자의 상-중-하 집단과 문제발
견 유형 간에 2차 교호작용이 있는지까지 포함한다. 두 모델이 서로 같은지
에 대한 유의확률이 0.03이 나오므로 유의 수준 0.05보다 낮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집단 간의 문제발견 유형에 빈도가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하게 각각의 변인 별로 상-중-하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
자. 다음은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이라는 변인이 학습자의 수준(상-중-하)과
독립적인지에 대한 우도 비 시험(Likelihood Ratio test) 결과이다. 이때의
유의확률은 0.001로 모델 3과 모델 4가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두 모델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 집단과 ‘목적에 따른 문제
발견’의 변인 간의 교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습자의 수준에 따
라 목적 변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표 18> 학습자 집단과 목적 변인 간의 교호작용
이탈도

자유도

모델 320)

497.7167

76

모델 421)

480.7624

72

이탈도

자유도

차이

차이

16.95438

4

유의 확률

0.00197

다음은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이라는 변인이 학습자의 수준(상-중-하)과 독
립적인지에 대한 우도 비 시험(Likelihood Ratio test) 결과이다. 이때의 유
의확률은 0.035로 모델 5와 모델 6이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두 모델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 집단과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
의 변인 간의 교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방
법 변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18)
19)
20)
21)

각각의 문제발견 유형의 2차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모형
모델 1*학습자 집단과 문제발견 유형의 2차 교호작용을 포함한 모형
학습자 집단과 ‘목적’ 변인 간의 주효과를 나타낸 모델
학습자 집단과 ‘목적’ 변인 간의 교호작용 효과까지 고려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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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습자 집단과 방법 변인 간의 교호작용
이탈도

자유도

모델 522)

293.1168

76

모델 623)

282.7828

72

이탈도

자유도

차이

차이

10.33399

4

유의 확률

0.03516

다음은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이라는 변인이 학습자의 수준(상-중하)과 독립적인지에 대한 우도 비 시험(Likelihood Ratio test) 결과이다. 이
때의 유의확률은 0.445로 모델 7과 모델 8이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한다. 즉, 두 모델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학습자
집단과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의 변인 간의 교호작용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사고의 방향 변인이 달라지지는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표 20> 학습자 집단과 사고의 방향 변인 간의 교호작용
이탈도

자유도

모델 724)

321.6698

76

모델 825)

317.9519

72

이탈도

자유도

차이

차이

3.717849

4

유의 확률

0.44554

이상의 분석은 단순히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변인별 문제발견 유형이 달라지
는지의 여부만을 보여 준다. 즉,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과 방법에 따른 문제
발견에 한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문제발견의 유형이 달라짐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수준이 높을수록 더 고급의 문제발견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2)
23)
24)
25)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집단과
집단과
집단과
집단과

‘방법’
‘방법’
‘사고’
‘사고’

변인
변인
변인
변인

간의
간의
간의
간의

주효과를
교호작용
주효과를
교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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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모델
효과까지 고려한 모델
나타낸 모델
효과까지 고려한 모델

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의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과 학습자 수준은 0.245의 상관도를 보여
학습자의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더 고급의 문제발견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이나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의 경우 상
관계수가 0에 가까우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그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기는 어
렵다.26)
<표 21> 학습자 집단과 각 변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목적

방법

사고

0.2452824

-0.03128579

0.1150752

(2) 변인별 상관 분석
<표 22> 변인별 상관 분석 결과
목적

방법

사고

목적

1

0

0.218

방법

0

1

0.021

사고

0.218

0.021

1

변인별 상관도는 목적과 방법,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이 서로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R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분석
결과 목적과 방법은 0의 상관도를, 목적과 사고의 방향은 0.218의 상관도를,
방법과 사고의 방향은 0.021의 상관도를 보였다. 목적과 사고의 방향은
0.218의 상관 계수를 가지므로 어느 정도 양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
나, 나머지 변인들 간의 문제발견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6) 상관계수가 0.2이상일 때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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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방향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탐구의 목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
제를 인식하거나 직면하고, 문법적 지식27)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그러한 문제
의식을 확대·재생산 해 나가는 것에 있다.
사고의 방향에 따른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

수렴적 문제발견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확산적 문제발견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

평가적 문제발견

문제발견

[그림 6] 학습자의 문제발견 유형
‘목적’을 변인으로 하는 문제발견 중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도 지식은 창조
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이미 배운 지식을 새로 부딪히는
언어적 상황에 적용해 보기 위한 문제발견도 중요하다. 또한 문법 체계에 대
한 학습자 나름의 정립 시도는 학습자의 종합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의 빈도가 현저히 높고, 다른 문제발견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법’을 변인으로 하는 문제발견 중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문제발견
은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어났다.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는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교육적으로 처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잘 일어나지는 않는 유형의 문제발견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언어

27) 여기서의 문법적 지식이란 학교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협의의 문법적 지식
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생활 경험에서 오는 비체계적 지식이나 직관, 경험 등
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문법적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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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잘 나타나
지 않았고, 최근의 문법교육의 목표가 문법적 체계 안에서만 지식을 구축하
는 것을 지양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에게 교육할
가치가 있다. 문법적 체계 안에서만 지식을 구축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마
주하는 언어적 실체들을 활용하여 문법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
또한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 분류에서는 압도적으로 수렴적
문제발견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법교육이 정답을 추구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해진 답을 찾아가도록 설계되는 문제발견
인 수렴적 문제발견보다는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이 열려있고, 예외적인 상
황에서의 논리적 정합성까지 추구하는 확산적 문제발견이 학습자들의 창의
적 사고력에 도움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언어생활과 학교문법 전반
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문제발견은 주체적인 국
어생활을 영위하는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어 국어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따라서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적 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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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실제
문법 탐구의 촉진을 위해서는 문법 교수·학습 상황의 다양한 국면에서 문
제발견 교육을 위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첫째로는 교사가 학습자
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유로 발견하는지 등을 파악하
고 있다면, 이를 교육의 장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제발견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거나, 혹은 학교문법 체계에 꼭 들어맞지 않는 개념
들을 소개하는 등의 발문을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학습지를 제작할 때
에도 예시구성이나 발문, 설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문법 교과서를 문법 탐구의 과정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
과서 개발자가 앞서 논의한 문제발견의 양상과 원인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의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이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발견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문제
발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법 지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지점에서 학습자가 변칙을 인식하는지 파악할 수 있
어 그 부분을 더욱 자극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문제발견은 학습자마다 수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교과서 본문의
날개 부분이나 학습활동의 보충-심화 학습을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로는 문법 탐구에 맞는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수업이 끝난 뒤 교
수·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학습이
었느냐에 따라 평가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법 탐구의 평가는
아느냐 모르느냐,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평가가 아닌, 학습자가
어떤 인식을 통해 어떤 선택을 거쳐 답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관찰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과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술식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로는 수행평가가 적합하다28). 앞서 논의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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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견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발견한 문제들은 곧 학습자의 수준
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를 고려하여 평가문항
을 수준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통해 학
습자의 이해와 적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추후 교수·학
습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Ⅲ장의 학습자 양상을 활용하여 교육의 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문제발견의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능
력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해 본 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실제 교
수·학습 상황에서의 예를 보이고, 이러한 교수·학습이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절차의 설계
1.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절차 구성의 원리
본고에서 마련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절차는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을 유도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는 바리드와 미첼(Barid & Mitchell, 1986)이 PEEL(The Project for
Enhancing Effective Learning)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인 학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
은 ‘질문틀’로서, 학습자들의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학습자질문을 촉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
한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이 느끼는 문
제의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학
28) 수행평가가 점수화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학습자들에게서 외면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평가를 작성하도록 장려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평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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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제발견의 절차를 마련하기에 앞서 Ⅲ장에서 분류한 학습자들
의 문제발견 유형을 바탕으로 문제발견의 틀을 추출하였다.

<표 23> 문제발견의 틀
문제발견의 틀

설명

~가 뭐였지?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
재인

나?
~가 무엇에 관한 것이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
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뭐지?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면 ~는 어떻게 될까?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적용

사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상황에서 경험이나 지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식의 적용을 요구한다.

가?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
까?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체계화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서로 다른 개념들을 조사·비교
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
도록 하여 문법적 지식을 종합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

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어 낼 수 있을까?

다.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
직관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여 문제

가 이상한데?

를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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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이전에 학습한 어
지식

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가?

기존에 습득한 지식의 적용을
요구한다.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
경험

시는 뭐가 있을까?

자신의 언어사용 경험을 통해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다르지?

수렴

~의 이유는 무엇일까?

과정과 개념의 분석을 요구하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는 어떻게 한 거지?

한다.

~의 예는 무엇일까?

새로운 예의 생성을 자극하고,
이전의 지식을 활성화하여 새

확산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로운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한
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
각하는가?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
학습한 문법 지식에 관한 평가

까?
평가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를 내리고 자신의 태도를 정립
하도록 이끈다.

~는 왜 중요할까?
더 배우고 싶은 것은?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의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가 뭐였지?’,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가 무엇에 관한 것이지?’, ‘내가 ~에 대해 더 알고 있
는 게 뭐지?’와 같은 문제발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던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문제발견이다.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유형에서 학습자는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면 ~는 어떻게 될까?’,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와 같은 문

- 82 -

제발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언어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발견이다.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 유형에서 학습자는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일
까?’,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를 다른 말로 뭐라
고 표현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발견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개념들을 조사·비교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자극함으로
써 문법 개념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문제발견이다.
직관을 통한 문제발견 유형에서 학습자는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여 문
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유형에서 학습자는 ‘~는 내가 이전에 학습
한 어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식의 문제발견을 하는데, 이는
자신이 기존에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 유형에서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와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
지?’와 같은 문제발견을 한다. 이러한 문제발견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사
용 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의 방향에 따라 수렴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문제발견 유형으로는 ‘~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는 어떻게 한 거지?’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 개념의 원리
나 과정을 분석하면서 발생한다.
확산적 문제발견에서는 ‘~의 예는 무엇일까?’,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는데, 이는 새로운 예시의 생성을 자극하고, 이전의
지식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는 문제발견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문제발견 유형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
는가?’,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는
왜 중요할까?’,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등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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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식에 관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태도를 정립하도록 이끈다.

1.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절차
학습자들의 자료로부터 추출한 문제발견의 틀을 단지 문제발견의 유형으로
나누기만 해서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각 유형들이 병렬적인 것도
아닐뿐더러 그 유형 각각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발견이 교육적인 처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교
육적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수자가 단계를 나누어 시행할 수 있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의 설계를 위해 김광해(1997)에서 제안한 문법
탐구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김광해(1997)에서는 탐구의 절차를 ‘문제의 제기
-가설의 설정-가설의 검증-결론 도출-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로 나눈 바 있
다. 이는 문법 분야에서 그 타당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탐구의 각 과정에는 문제발견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문법 탐구의
대상에 대해 탐구를 진행할 때, 탐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발견이 지속적
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비록 Ⅲ장에서 밝힌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양상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들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의 틀을 만들고, 이를 절차화하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탐구의 절차를 참고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발견의 틀
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절차화하였다. 탐구의 절차를 참고하여 문제발견
의 절차를 ‘기초 문법 지식 떠올리기-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문
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예외 찾아 적용하기-문제발견 평가하기’의 5가지
로 상세화 하였다. 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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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문법 지식 떠올리기
학습자들은 문법 지식 및 언어 현상을 탐구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 문법
지식을 떠올리고자 한다. 이때,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지식, 혹은 언어의 쓰
임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고자 문제발견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발견
이 바로 문제발견의 첫 번째 절차이다.
학습자들은 ‘~가 뭐였지?’,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는 내가 이전
에 학습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를 발견한다. 이렇게 발
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자는 더 큰 탐구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김광해(1997)에서 제시한 ‘문제의 제기-가설의 설정-가설의 분
석-가설의 검증’의 다섯 가지 절차 중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표 24> 기초 문법 지식 떠올리기의 문제발견 틀
문제발견의 절차

기초 문법 지식

문제발견의 틀
1

~가 뭐였지?

2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떠올리기
3

~는 내가 이전에 학습한 어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가?

(2)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
기초 문법 지식을 떠올리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학습자는 그 다음 절차로
자신이 새로 접하게 된 문법적 지식, 혹은 문법적 개념에 대해 분석을 시작
한다.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면 ~는 어떻게 될까?’, ‘~하기 위
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로부
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와 같
이,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탐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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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운데 ‘가설의 설정’ 단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의 설정’
단계에서 학습자가 ‘A라면 B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기에 앞서, ‘A라
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B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A로부터 도
출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지’ 등을 탐색하기 위한 문제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발견을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로 명명하
고, 문제발견의 절차 중 두 번째 절차로 설정하였다.
<표 25>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의 문제발견 틀
문제발견의 절차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

문제발견의 틀
1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2

~하면 ~는 어떻게 될까?

3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4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6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3)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
문법적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을 찾아보고자 분석을 시작한 학습자
는 자신이 분석한 지식 원리를 하나의 체계로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지식 원
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의 단계에서는 하나의 지식이나 하나의 개념에
대한 원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문법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단
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혹은 그 체계와 비교를 시작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 원리를 자신의 머릿속 체계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의 예는 무엇일까?’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발견의 절차를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로 삼고 문제발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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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 세 번째로 설정하였다.
<표 26>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의 문제발견 틀
문제발견의 절차

문제발견의 틀
1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2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문법적 지식 체계

3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구축하기

4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5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6

~의 예는 무엇일까?

(4) 예외 찾아 적용하기
문법 지식이나 개념에 대해 자신만의 체계를 구축한 학습자는 그러한 체계
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발견
에는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의 이유
는 무엇일까?’ 등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법적 체계와 다른 예외
적인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발견할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예외 찾아 적
용하기’로 명명하여 문제발견의 절차 중 네 번째 절차로 삼았다.
<표 27> 예외 찾아 적용하기의 문제발견 틀
문제발견의 절차

문제발견의 틀
1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외 찾아

2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적용하기

3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4

~의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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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발견 평가하기
‘기초 문법 지식 떠올리기 –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 –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 – 예외 찾아 적용하기’의 문제발견 절차를 거치면서 학
습자는 끊임없이 문제발견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문법 지식에 대해 탐구하
게 되었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학습의 과정으로부터 탐구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배우거나 고민해 본 여러 가지 문법적
원리들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는 왜 중요할까?’와 같이 학습
자들은 자신이 탐구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자 문제
발견을 한다. 이는 문제발견의 절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본고에서는 이를 ‘문제발견 평가하기’로 설정하였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주체적인 국어 화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표 28> 문제발견 평가하기의 문제발견 틀
문제발견의 절차

문제발견 평가하기

문제발견의 틀
1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2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3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4

~는 왜 중요할까?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학습자는 새로운 문법 지식 및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초 문법 지식을 떠올리고(1단계), 그러한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을 파악한 뒤(2단계), 문법적 지식 체계를 구축
하고(3단계), 그러한 체계에 맞지 않는 예외 사항을 찾고 적용해 봄으로써(4
단계) 언어를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5단계)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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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문제발견의 절차에 따른 문제발견의 틀
문제발견의 절차

1. 기초 문법 지식

문제발견의 틀
1

~가 뭐였지?

2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떠올리기
3

~는 내가 이전에 학습한 어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1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2

~하면 ~는 어떻게 될까?

3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4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6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1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2

~와 ~의 공통점은 뭘까?

3

~와 ~의 차이점은 뭘까?

4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5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6

~의 예는 무엇일까?

1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3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4

~의 이유는 무엇일까?

1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5. 문제발견

2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평가하기

3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4

~는 왜 중요할까?

2.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

3.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

4. 예외 찾아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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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
이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문제발견의 절차를 토대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
발견 교수·학습의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을 교수·학습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을 밝히고, 실제 교수·학
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1.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 가능성
오스본(Osborn, 1953)은 훈련을 통해서 창의력은 개발될 수 있고, 외현적
인 수업은 창의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Fontenot, 1992, 정미
선, 2010: 5에서 재인용), 여러 연구들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창의력이 개발
될 수 있다고 증명하기도 한다(Cliton et al., 1986; Fontenot, 1992; 정미
선, 2010: 5에서 재인용). 데이비스 외(Davis et al., 1998)는 창의력을 교육
시키는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활동에 실제로 참여시
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이희주, 2005에서 재인용), 바사두르(Basadur,
1994)는 문제발견과 관련된 기능, 행동과 태도들은 적절한 훈련으로 학습될
수 있다고 하였다. 후버 외(Hooveret al., 1994)도 문제발견과 관련된 창의
적 태도를 교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제발견의 기능과 전략은 교육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어과에서 창의력을 현장에 적용시킨 연구들은 문제해결의 단계에만 중점
을 두고 있거나(김은성 외, 2013), 교과를 적용한 창의력 프로그램(박희순
외, 2005; 조국남 외, 2005)에서 발산적 사고의 기법 몇 개29)를 다루는 정
도로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사고 기법만을 가르치는
29) 이러한 연구들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브레인스
토밍’과 같은 기법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1950
년부터 1980년대의 문헌에서 주를 이루었고, 이렇게 한정된 창의적 사고의 기
법만을 연습하는 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거의 획득하지 못한다(Sternberg et
al., 1999; 정미선, 2010: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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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학습자가 실제의 장면에서 활용할 수 없고 전이시키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제발견 능력 및 사고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
키기 위해서는 사고를 위한 도구를 충분히 학습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발견은 여러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
에서 교사들은 특히 이러한 문제발견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
서는 학습자의 문제발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앞서 설계한 문법 탐구
에서의 문제발견의 절차를 토대로 교수·학습의 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2.2.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의 실례(實例)
: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앞서 제안한 바 있는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 절
차를 근거로 하여 실제 수업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적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논의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실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절차는 물론 기존의 탐구학습의 절차에 맞게 설
계되어 있지만, 이를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절차가 그 자체로 문제발견 교육의 목표가 되므로 탐구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때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본 절에서는 문제발견의 절차 중 일부인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를
교육적 상황에 적용하여 단어 형성법 수업을 중심으로 한 차시의 수업 과정
을 설명하겠다.
∎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의 문제발견 틀
다음의 6가지 문제발견 틀을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문제
발견을 통해 문법 지식 체계를 귀납적으로 구축하도록 설계한다. 이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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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단순히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학습자가 문제발견
의 틀을 습득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식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30>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의 문제발견 틀
1

~와 ~의 공통점은 뭘까?

2

~와 ~의 차이점은 뭘까?

3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4

~의 예는 무엇일까?

5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6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 학습 제재: 복합어
[수업 목표]
∙ 복합어에 대한 문제발견을 통해 복합어를 구성하는 원리를 체계화 할
수 있다.
- 파생어와 합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언어 경험을 떠올리며 복합어를 분류할 수 있다.
(ⅰ) 동기 유발
∙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점이나 의문
이 드는 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로 보여 주고, 단어 또한 그러한 속성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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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활동 과제
∙ 활동을 함께 할 모둠을 4~6명으로 구성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활
동지를 나누어 주고 모둠원들과 함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활동을 완수
해야 함을 주지시킨다.
복합어를 제재로 한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의 교수·학습은 총 7개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활동 1은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부에서 단어를 꺼내어 보
는 것이고, 활동 2는 이 중 단일어가 아닌 복합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활동 3은 자신이 고른 복합어들을 다시 형태소로 쪼개어 분석해 보
는 활동이고, 활동 4와 5는 그렇게 쪼갠 복합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
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활동이다. 활동 6은 학습자들이 나눈 두 가
지 분류에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는 활동이며, 활동 7은 귀납적으로 완
성된 개념에 다시 새로운 예시를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 다음은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의 예이다.
[활동지]
1. 생각나는 단어를 모두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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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활동1을 통하여 자신이 떠올리는 단어들을 적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 사용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학습자가 문
제발견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언어를 인식하는 것으로, 재인을 위한 문제발
견의 초석이 된다.

2. 위의 단어들 중 더 쪼갤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 학습자는 활동2를 통하여 자신이 적은 단어들을 ‘더 쪼갤 수 있는 것’과
‘더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들
을 큰 틀에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도록 하는 것인데, ‘단일어’나 ‘복합
어’라는 개념, 더 나아가 ‘형태소’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직관을 활용한 문
제발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왜
이런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3. 동그라미 친 단어를 아래의 표에 다시 쓰고,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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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어

어떻게 쪼갤 수 있나요?

1
2
3
4
5
6
-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3번을 수행하면서 복합어를 더 작은 단
위로 쪼개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비록 ‘더 작은 단위
로 쪼개어보라’는 명령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게 되기는 하지만, ‘더 작은
단위’를 스스로 찾아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적용하여 분리를 함으로써
‘문제발견-문제해결’을 넘나드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이
나 직관,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어휘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가설을 적용하는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또한 동시에 수행하
게 된다.
4. 3에서 쪼갠 단어들 중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두 가지로 나누세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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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질문 틀을 바탕으로 문제발견을 해 봅시다.
5-1) A에 속한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5-2) B에 속한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5-3) A에 속한 단어들과 B에 속한 단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학습자는 활동 4와 5를 통해 앞서 나눈 단어들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를 판별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이 나눈 형태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형태소를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기까지 학습자
는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어휘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가설을 적용하는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또한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 96 -

6. A와 B를 정의해 보세요.
A:
B:

6-1) A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6-2) B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 활동 6을 통해 학습자는 앞서 분류한 단어들에 이름을 지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도출한 각 분류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하
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서,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
견’의 일종이다. 또한 학습자에 따라 지식, 직관, 언어 사용 경험을 총체적으
로 활용하거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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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와 B에 알맞은 예시를 더 찾아 보세요.
A( 이름 )

B( 이름 )

- 활동 7을 통해 학습자는 앞서 정의 내린 개념들의 새로운 예시를 발견해
내게 된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확산적 문제발견’ 과정을 통해 학습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자신의 언어 사용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예시를 찾아 그
예시를 개념에 다시 적용하는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을 하게 된다.
(ⅲ) 수행 및 발표
∙ 모둠원들끼리 토의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을
완수하도록 한다.
∙ 교사는 각 모둠을 순회 지도 하면서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준다.
가급적 학습자들끼리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
만 모둠원들의 토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개념을 바
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
∙ 학습자는 모둠별로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적절하
게 피드백한다.
(ⅳ) 내용 정리 및 마무리
∙ 교사는 발표를 통해 드러난 학습자들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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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복합어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어근과 접사, 합성어, 파생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학습자들이 발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이를 반영한 것인지 짚어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법적 지식을 귀납적·체계적으로 구축해 낸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킨
다.
∙ 활동지의 각 문항들이 묻고자 했던 바를 해설해 주고, 언어 현상을 대
할 때 이러한 문제발견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게 하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적어서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교사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추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

3. 문제발견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실행 및 효과
이 절에서는 문제발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를 중심으로 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을 실행한 후 문제발견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된 방법
은 질적 내용 분석이지만, 효과 검증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 수집을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통
해 분석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은 D고등학교30) 1학년 재학생
48명으로, 각각 24명으로 나누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 배치하였다.31)
30)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한 학교는
2014년 11월 기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고려하였다. 본고에서 선정한
D고등학교는 68.2%의 학습자가 ‘보통 학력 이상’, 26.2%가 ‘기초학력’, 5.6%가
‘기초학력 미달’로서 평균적인 고등학교 수준으로 간주하였다.(출처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 알리미.)
31) 48명의 학습자는 각 24명씩 두 개 반의 학습자들이다. 이 두 학급이 동일한
문제발견 능력을 함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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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제발견 교육의 실행
(1) 교수·학습 설계
본 실험에서 독립변인은 교수·학습 내용 및 방식, 즉 문제발견 교수·학습
내용이고, 종속변인은 문제발견 능력이다. 실험 집단은 문제발견 교수·학습
을 받은 집단이고, 비교 집단은 기존의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한 집단이다.
각 집단별 교수·학습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 집단별 교수·학습 진행 개요
구분

실험 집단

학습 전
교수·
학습
내용

1
2

학습 후

비교 집단

‘단어’ 단원에 대한 성취도 평가
문제발견 도구를 활용한
‘단어’ 단원의 교수·학습
조별 토의 및 발표

‘단어’ 단원 교수·학습
조별 토의 및 발표

문제발견 능력 향상도 검사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은 총 세 가지 자료로, 문제발견 교수·학습 전
‘문법 탐구학습’에 관한 성취도 평가 자료와 교수·학습 중 행해진 토의 내용
및 결과물, 그리고 교수·학습 후 학습자가 제출한 문제발견 능력 검사지이
다. 학습 전 ‘단어’ 단원에 대한 성취도 평가 자료는 실험 전 두 집단의 차
이가 없음을 양적으로 보여 주는 데 활용될 것이며, 실험 중 생성된 결과물
과 실험 후 실행한 문제발견 능력 검사의 결과지는 교수·학습의 효과를 양
적·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자료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고, 검사 결과 두 집단은 문제발견 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을 섞어 다시 표집하는 무선 표집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집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군집 표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기존의 24
명씩 구성되어 있던 학급 구성원들을 그대로 한 집단으로 유지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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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표 32> 자료 수집 과정 개요
구분
자료
수집
대상
자료의
성격 및
수집
시기

자료
수집
과정

실험 전(자료 1)

실험 중(자료 2)

실험 후(자료 3)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48명
(학급 당 24명으로 구성된 2개의 학급)
‘문법 탐구학습’ 관
련 성취도 평가
:
2015년
10월
11-12일

교수·학습 중 토의
및 발표 결과
:
2015년
10월
11-19일

교수·학습 후 ‘문제
발견 능력 검사지’
작성
: 2015년 10월 11일
-19일

2개 학급으로 구성된
48명의 학습자들에
게 ‘문법 탐구학습’
과 관련된 20개의
문항에 답하게 함.
(부록 3 참조)

2개 학급으로 구성된
48명에게 24명씩 나
누어 ‘단어’ 단원 중
‘복합어’의 교수·학습
을 실행하고, 문제발
견을 하기 위한 토의
를 하게 한 뒤 그 결
과를 써서 발표하도
록 함.
(과제 수행 시간은
30분)

2개 학급으로 구성된
48명에게 교수·학습
이 끝난 후, 교수·학
습 중·후에 발견하게
된 문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작성
하도록 함.
(부록 4 참조)

(2) 집단 별 교수·학습 내용
① 실험 집단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2차시에 걸쳐 ‘단어’ 단원 중 ‘복합어’에 대한 교수·
학습을 실시하였다. 1차시는 ‘문제발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과 이를 적
용한 활동지를 활용한 교수·학습이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문제발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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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항목들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
였다. 이때 ‘문제발견 촉진 도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예시는 ‘단어’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어’
단원에서 문제를 발견함에 있어 해당 단원의 예시가 방해가 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표 33> 실험 집단 학습자 제공 문제발견 촉진 도구
문제발견의 틀
1
2
3

~가 뭐였지?
음운이 뭐였지?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받침에 자음이 2개 이상 쓰일 수 있었나?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절 수랑 모음 개수가 같은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하면 ~는 어떻게 될까?

4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오면 어떻게 발음할까? ‘값’은 [gaps]로 해야
할까?

5
6
7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미를 바꾸어 표현해 볼까?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음운의 축약은 발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8

말 첫머리에 ‘ㄴ’과 ‘ㄹ’은 ‘여자’, ‘역사’에서와 같이 탈락하는 것이 일
반적인데, 왜 ‘뉴스’, ‘라디오’에서는 탈락하지 않을까?

9
10

~와 ~의 공통점은 뭘까?
억양과 장단은 어떤 점에서 같은 비분절 음운으로 묶이는 걸까?
~와 ~의 차이점은 뭘까?
유음과 비음의 차이점은 뭘까?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11

자음이랑 모음은 발음이 날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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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음과 모음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ㅈ’이 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상한데?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발음은 어떤 게 있지?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15

나는 ‘닭이’를 [다기]라고 읽는데, 왜 여기서는 [달기]로 읽어야 한다
고 하지?

16
17
18
19
20
21
22
23

~는 내가 이전에 학습한 어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음운의 교체는 중학교 때 배운 동화와 뭐가 다르지?
~의 이유는 무엇일까?
피어가 [피여]라고 발음 나는 이유는 뭘까?
~의 예는 무엇일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뭐가 있지?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영어처럼 국어에서도 음절의 모든 자음을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표준어대로 꼭 발음해야 할까?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끊어적기로 안 하고 이어적기를 사용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지?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깜깜’보다 ‘캄캄’이 더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데?
~는 왜 중요할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또한 학습자들에게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을 적용한 활동지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제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지는 앞서
제시한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를 중심으로 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
견의 교수·학습의 실례(實例)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실험 집
단에서는 이 실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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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는 학습자들이 1차시의 수업을 듣고 문제발견 활동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토의하면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귀납적인 탐구
활동이므로 각 집단마다 결과물이 상이할 것을 고려하여 소집단 토론에 이
어 각 집단의 발표자들이 전체 학생들 앞에서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2차시의 교수·학습이 끝난 뒤, 모둠별로 ‘문제발견 촉진 도구’
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4명이 한 조가 되어 교과서
와 교사의 발화, 그리고 토론 및 발표 등을 토대로 자신들이 떠올린 모든 문
제발견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② 비교 집단
비교 집단 역시 2차시에 걸쳐 ‘단어’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1차시에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사의 설명 중심으로 교수·학
습을 진행하였으며, 2차시에는 앞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문제발견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에는 실험 집단에 제공한 활동지나 문제발견
촉진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모둠원들이 토의를 하게 한 후 동료들과 공
유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소집단 토론에 이어
각 집단의 발표자들이 전체 학생들 앞에서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이 끝난 후 실험 집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3.2. 문제발견 교수·학습의 효과 분석
문제발견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발견 촉진 도구 및 활동
지를 제공하여 교수·학습한 실험 집단과 제공하지 않고 교수·학습한 비교 집
단의 문제발견의 양과 질을 비교하였다.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
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 구성원의 실험 전 문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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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32) 비교하였다. 본고에서 보이고자 하는 효과는 문제발견 능력의 향상
이지만, 문제발견 능력만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신뢰도 높은 검사 도구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문법 탐구능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것이 가능
한 이유는 문제발견 능력이 문법 탐구능력에서 중핵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앞서 폴라니(Polany, 1964)가 문제발견이 탐구의 과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한 점, 아인슈타인(Einstein, 1938)이 문제발견이 문제해결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 점 등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사전검사로서 문제발견 능력을 전제한 문법 탐구능력의 검사 문항 20
개를 선정하였고, 사후검사로서 학습자가 문제발견 교수·학습을 한 뒤 정리
한 문제발견 능력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사전검사 문항은 20개이며, 정답은 1로, 오답은 0으로 코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집단의 평균은 9.58점이고, 비교 집단의 평균은 9.29점으
로 평균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표 34> 집단별 사전 검사 문항의 기초 통계 결과
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실험 집단

24

9.58

4.19

19

2

비교 집단

24

9.29

5.22

19

2

또한 두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같은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과 왈드 검정(Wald test)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결과는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두 가
지 검정 모두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문법 탐구’에 대한 성취도 평가 점
수가 ‘두 집단의 점수가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두 집
단 간의 성취도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집단은 문제발견 교
수·학습 이전에 문법 탐구의 항목에서 능력의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집단이
3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품사 및 단어형성 관련 문항에서 ‘탐구’를 중영
역으로 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전 검사의 도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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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표 35> 집단별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유의 확률

우도 비 검정

왈드 검정

0.742

0.743

(1) 양적 분석
① 전체 분석
두 집단 간의 문제 발견 개수의 평균이 같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과 왈드 검정(Wald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두 집단 간의 평균이 같은지에 대한 검정

유의 확률

우도 비 검정

왈드 검정

7.711e-07

1.795e-05

그 결과 두 가지의 검정 모두 유의 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두 집단 간의 문제발견 개수의 평
균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집단별 문제발견 개수의 평균값

평균값

비교 집단

실험 집단

2.826

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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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집단별 문제발견 결과의 양적 비교
위의 그림에서 가로축의 1은 비교 집단을 뜻하고, 2는 실험 집단을 뜻한
다. 세로축의 숫자는 각 학습자가 생성한 문제발견의 양을 의미한다. 각 상
자의 내부에 위치한 굵은 선은 집단별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개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즉, 비교 집단은 2.826개, 실험 집단은 5.880개를 평균값으로 가
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자 그림에서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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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인별 분석
<표 38> 목적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문제발견의 양적 비교 분석
구분

재인

적용

정립

전체

비교 집단

26(40%)

17(26%)

22(34%)

65(100%)

실험 집단

26(19%)

57(43%)

51(38%)

134(100%)

전체

52(26%)

74(37%)

73(37%)

199(100%)

목적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문제발견의 개수를 보면, 재인을 위한 문제발
견은 동일하지만 적용과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은 실험집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에
서 17건(8%)이었던 것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57건(29%)으로 더 많이 나
타났고,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의 22건(11%)에 비해 실험 집
단에서 51건(26%)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39> 방법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문제발견의 양적 비교 분석
구분

직관

지식

경험

전체

비교 집단

3(5%)

59(90%)

3(5%)

65(100%)

실험 집단

9(7%)

102(76%)

23(17%)

134(100%)

전체

12(6%)

161(80%)

26(14%)

199(100%)

방법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문제발견 개수를 비교해 보니, 모든 유형의
문제발견에서 실험 집단이 더 많은 문제발견을 수행하였다.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이 3건(2%)에 그쳤으나 실험 집단에서는 9건(4%)으로
약 3배 가량 더 많이 나타났고, 문법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이 59건(29%)이었던 것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102건(51%)으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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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많이 나타났다. 특히 언어 사용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에
서는 3건(2%)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 집단에서는 23건(12%)이 나타나
7배 이상 차이를 보여, 특히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0> 사고의 방향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문제발견의 양적 비교 분
석
구분

수렴

확산

평가

전체

비교 집단

47(72%)

12(19%)

6(9%)

65(33%)

실험 집단

78(58%)

36(27%)

20(15%)

134(100%)

전체

125(63%)

48(24%)

26(13%)

199(100%)

한편, 사고의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에서도 모든 유형의 문제발견 개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수렴적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이 47건(24%)을, 실험
집단은 78건(39%)을 나타나 1.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확산적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에서 12건(6%), 실험 집단에서 36건(18%)이 나타나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고, 평가적 문제발견은 비교 집단 65건(33%)과 실험 집단 134건
(67%)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비교 집단에서는 수렴적 문제발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
견이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문제발견 촉진 도구가 사고의 방향
에 따른 3가지 유형의 문제발견을 골고루 나타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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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분석
① 목적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질적 비교 분석

[그림 8] 집단별 목적 변인의 문제발견 유형 비율
<표 41> 목적 변인에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카이검정 결과

목적

카이제곱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10.4772

2

0.005308

우선 위의 그래프는 목적 변인에서의 문제발견 유형의 비율을 집단별로 나
타낸다. 가로축의 1.0은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 2.0는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3.0은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이며, 1로 표시한 비교 집단과 2로 표시한 실
험 집단이 각각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발견을 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적용이나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특히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41>에서와 같이, 목적 변인에 있어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문제발견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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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이 0.005라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즉,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의 문제발견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더 우수한 문제발견을 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다. 재인, 적용, 체계화로 갈수록 더 우수한 문제발견이다.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더 우수한 문제발견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에서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의 빈도가 늘어났는지를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확률
0.561로 유의 수준 0.05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체계화를 위한 문제
발견의 비율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즉, 실험 집단에서 생
성한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의 비율은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의 빈도가 늘어났는지를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수준이 0.022로 유의수준
0.05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의 비율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실험의 결과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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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법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질적 비교 분석

[그림 9] 집단별 방법 변인의 문제발견 유형 비율
<표 42> 방법 변인에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카이검정 결과

방법

카이제곱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6.7568

2

0.0341

우선 위의 그래프는 방법 변인에서의 문제발견 유형의 비율을 집단별로 나
타낸다. 가로축의 1.0은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 2.0는 지식을 활용한 문제
발견, 3.0은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이며,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이 각
각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발견을 하였는지를 나타낸다. 두 집단 모두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에서는 비교 집단이,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에서는
실험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42>에서와 같이, 방
법 변인에 있어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문제발견 유형의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34라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즉,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문제발견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더 우수한 문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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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직관, 지식, 경험으로 갈수록 더 우수한
문제발견이다.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더 우수한 문제발견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에서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빈도가 늘어났는지를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
확률 0.007로 유의 수준 0.05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비율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비
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험 집단에서 ‘방법 변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발견이며, 빈도가 많이 나오기 어려운 ‘언어 경험
을 활용한 문제발견’의 유형의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③ 사고의 방향을 변인으로 한 집단 간 질적 비교 분석

[그림 10] 집단별 사고의 방향 변인의 문제발견 유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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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고의 방향 변인에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카이검정 결과

사고의 방향

카이제곱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2.947

2

0.2291

우선 위의 그래프는 사고의 방향 변인에 있어서의 문제발견 유형의 비율을
집단별로 나타낸다. 가로축의 1.0은 수렴적 문제발견, 2.0는 확산적 문제발
견, 3.0은 평가적 문제발견이며,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이 각각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발견을 하였는지를 나타낸다. 두 집단 모두 ‘수렴적 문제발
견’의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에서 실험 집단이 조금이지만 더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48>에서 보듯이, 사고의 방향 변인에 있어서 비교 집단과 실
험 집단 간에 문제발견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229로 나타나,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문제발견 유형에 유의
한 차이가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사고의 방향 변인에 있어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는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수렴, 확산, 평가로 갈수록 더 우수한 문제발견이다.
이에 세부적으로 확산적 문제발견이나 평가적 문제발견에 있어 차이를 보
이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산적 문제발견과 평가적 문제발견
각각 유의확률 0.186, 유의확률 0.251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차이
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은 물론, 더 세부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서 사고의 방향을 변인으로 하였을 때 뚜렷한
변화를 살펴보기 힘들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문제
를 발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문제발견을 적용한 교수·학습을 실행한 후
학습자들이 목적 변인, 방법 변인, 사고의 방향 변인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양적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제발견 교수·학습으로 인
해 문법 교수·학습 시 이전에 비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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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간동안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문제발견을 적용한 교수·학습 결과 목적 변인과 방법 변인에서 뚜렷
한 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적 변인에서는 학습자들이
계획된 문제발견 교수·학습을 하고, 활동을 수행하면서 단순히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에서 그치지 않고 문법적 ‘적용’이나 더 나아가 ‘체계화’를 위한 문
제발견까지 할 수 있었다. 방법 변인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 외
에도 학습자들이 언어 ‘경험’을 충분히 떠올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교
육적 처치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의 방향을 변인으로 한 문제발견의 유형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
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사고의 방향’이 ‘목적’이나 ‘방법’ 등의 수단
적인 것보다 더 심층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목적’과 ‘방법’에
비해 ‘사고의 방향’은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 없이 일회적인 교수·학습으로는
개선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사고의 방향’을 변인으로 한 문제
발견이 일회적인 교수·학습으로는 개선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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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문법교육이 학습자들의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의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문법 탐구학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의 절차를 제공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선 Ⅱ장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학습 층위의 교육과
정을 분석하여 현 문법 탐구의 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교육과정
상의 탐구학습은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문제발견을 제외한 문제해결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어 문법 탐구가 추구해 온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의 개념과 특징을 고
찰하여 문법 탐구의 문제발견에 관한 논의가 문법 탐구 교육의 방향에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은 기존의 교육과
정이 강조하였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력과 고등 사고력까지 아울러 신장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탐구를 가
능하게 함으로써 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탐구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은 단순히 문제를 인
식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창출하고, 문제를 재구성하고,
정교화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
견은 비교적 낮게 구조화된 문제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더 잘 일어나며, 문제
해결 과정과 순환적·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은 후형식적 조작기를 거친 청소년에게서 주로 발달하며, 지능이나 배경지식
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따라서 후형식적 조작기를 거쳤
다고 판단되는 고등학생을,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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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의 1절에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들의 문제발견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발견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탐구 과정에서 문
제발견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학습자는 총 10명으로, 가급적 다양한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국어과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상위권 3명, 중위권 4명, 하
위권 3명으로 선정하였다.
추출한 유형으로는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체계화
를 위한 문제발견,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언어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 수렴적 문제발견, 확산적 문제발견, 평가적 문제발
견 등이 있다. 이들 9가지 유형을 서로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 코딩하여 문
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에 작용하는 3가지 변인을 추출해 내었다. 첫째, 재
인, 적용,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하는 목적으로
보았다. 둘째, 직관, 경험,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은 학습자들이 문제발견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셋째, 수렴, 확산, 평가적 문제발견은 학습
자들이 발견한 문제들이 요구하는 사고의 방향으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의 방향에 따른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

직관을 활용한 문제발견

수렴적 문제발견

적용을 위한 문제발견

지식을 활용한 문제발견

확산적 문제발견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

경험을 활용한 문제발견

평가적 문제발견

문제발견

집단별 빈도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재인을 위한 문제발견이 적용이나
체계화를 위한 문제발견에 비해 월등히 많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직관이나 경험보다는 문법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확산적 사고나 평가적 사고보다는 수렴적 사고를
수반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 117 -

Ⅲ장의 2절에서는 상-중-하 집단별 양상을 분석하였고,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별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학습자 수준에 따른 양상 분
석에서는 상-중-하 집단의 순서로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의 수준이 높았고,
그 차이가 매우 유의미했다. 방향에 따른 문제발견의 유형에서도 상 수준의
집단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문제발견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방법에 따
른 문제발견은 세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아 거의 동질했음이 밝혀졌다. 한
편,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 각각의 변인
들인 목적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 방법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 사고의 방향
에 따른 문제발견 유형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자료와 문법 탐구학습의 이론적 토대
를 근거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절차를 구성하였다. 그 개략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발견의 절차
1. 기초 문법 지식
떠올리기

2. 지식 원리의
보편성과
규칙성 찾기

3. 문법적 지식
체계 구축하기

문제발견의 틀
1

~가 뭐였지?

2

~가 ~라고 쓰이기도 했었나?

3

~는 내가 이전에 학습한 어떤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1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2

~하면 ~는 어떻게 될까?

3

~하기 위해서 ~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4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

~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6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1

~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

2

~와 ~의 공통점은 뭘까?

3
4
5

~와 ~의 차이점은 뭘까?
일상생활에서 ~과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
~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6

~의 예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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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라면 B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3

나는 ~라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4

~의 이유는 무엇일까?

1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5. 문제발견

2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평가하기

3

~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4

~는 왜 중요할까?

4. 예외 찾아
적용하기

또한 이러한 절차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의 교수·학습의 실례를 복합어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앞
서 소개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각 절차에 해당하는 문제발견 틀을
활용하여 활동으로 꾸린 것으로, 학습자가 언어를 귀납적으로 탐구하는 가운
데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48명의 학습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
을 수행하였다. 검증을 위한 실험은 24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서는 본고에서 구안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수·학습을 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기존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단어’ 단원의 탐구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하였다. 총 2차시에 걸쳐 교수·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을 소
집단으로 구성하여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하여 본고에서 구안한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 교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효과 분석은 양적 분석
과 질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
발견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한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은 문제를 발견하였고, 목적, 방법, 사고의 방향의 세 가지 변인 모
두에서 향상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질적 분석 결과 문법 탐구에서
의 문제발견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한 학습자들은 목적과 방법을 변인으로
한 비교 분석에서는 문제발견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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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을 변인으로 한 비교 분석에서는 문제발견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통
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문법교육에서는 문법적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문법 탐구학습을 강조하여
왔다. 본고에서 강조한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탐구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게 하므로, 문법 탐구의 목표에 한층 더 부합하
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처음으로 문제발견을 강조하면서 문법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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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설문 조사지(교사용)
설문에 응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 결과는 보다 나은
문법교육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자료는 연구 이외의 용
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슬기(wisdomia@snu.ac.kr)

※ 다음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교직 경력 및 단어형성법 교수 경
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
경력

중학교

(

)년

고등학교

(

)년

문법 교수
경력

중학교

(

)년

고등학교

(

)년

1.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념에 대한 이해와 활용
② 국어 문법에 대한 탐구
③ 언어에 대한 태도 형성
④ 기타 :
2.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하는 교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강의식
② 탐구식
③ 토론식
④ 기타 :
3.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탐구식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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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함
④

⑤

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탐구식 수업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음운 관련 단원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4-2. 형태 관련 단원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4-3. 통사 관련 단원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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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함
④

⑤

4-4. 규범 관련 단원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5. 현재 국어과 문법교육에서 탐구식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①

매우 잘

보통
②

③

되고 있음
④

⑤

6. 다음은 문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리는 문항입니다.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 현 문법교육의 문제점 및 문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밝혀주
십시오.

6-2. 현 탐구식 학습의 문제점 및 앞으로 문법 교과에서 탐구식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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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설문 조사지(학생용)
설문에 응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 결과는 보다
나은 문법교육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자료는 연구 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슬기(wisdomia@snu.ac.kr)

※ 다음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1. 학교: (

) 고등학교 (

)학년 ( 남 / 여 )

2. 문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3. 다음은 국어 문법 탐구학습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1. 국어 문법을 배울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문법 용어와 개념의 이해와 적용
② 문법을 배우는 탐구의 방법과 자세
③ 국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④ 기타 :
2. 국어 문법을 배울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배웠습니까?
①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강의식)
② 어떤 예시나 현상을 보면서 왜 그런지를 따져보는 방식(탐구식)
③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토론식)
④ 기타 :
3. 국어 문법을 배울 때 탐구식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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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함
④

⑤

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 국어 문법을 배울 때 탐구식 수업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음운 관련 단원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4-2. 형태 관련 단원(단어형성법과 품사 등)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4-3. 통사 관련 단원(문장 성분 및 짜임 등)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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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함
④

⑤

4-4. 규범 관련 단원(한글 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등)
전혀 필요

보통

없음
①

②

③

매우 필요함
④

⑤

이유)

5. 현재 문법을 배울 때 탐구 방식의 수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①

매우 잘 되고

보통
②

③

있음
④

⑤

6. 다음은 문법을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 문법교육의 문제점 및 문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써 주십시오.

6-2. 탐구식 학습의 문제점 및 앞으로 문법 교과에서 탐구식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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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

1. 문장에서 <자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것 입니까?

3. <자료>의 ⓐ~ⓔ 중에서 위 글의 그러나
가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어디입니

<자 료>

까?

숲 속의 다람쥐가 작은 도토리를 맛있게 먹
는다.

<자 료>

① 나는 예쁜 편지지를 골랐다.
② 보름달이 동산 위로 떠올랐다.
③ 동생과 함께 장난감을 만들었다.
④ 바닷가에서 작은 조약돌을 주웠다.
⑤ 지난 금요일에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2. <자료>의 ㉠과 ㉡에 해당하는 표현을
<대화>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자 료>
적절한 ㉠ 접속 표현은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사람, 사물, 장소, 상황 등을 지시하는
지시 표현과 앞선 내용 전체나 일부분을 대
신하는 ㉡ 대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의 불
필요한 반복을 피해 글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동생과 함께 뒷산에서 놀았다. ( ⓐ )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의 옷에 매미가 붙어 있었
다. ( ⓑ ) 매미는 큰 소리로 ‘맴맴’ 울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 ⓒ )우리는
매미를 잡으려고 했다. ( ⓓ ) 매미가 여기
저기 날아다녀서 잡을 수가 없었다. ( ⓔ )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매미는 날갯짓을
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갔다.
① ⓐ

② ⓑ

④ ⓓ

⑤ ⓔ

③ ⓒ

5. 쪽지의 ㉠, ㉡에 들어갈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대 화>
준호: 오늘 배운 시에서 두보가 꽃 지는 시
절에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인상 깊
었어.
동주: 그런데 나는 ‘꽃 지는 시절’의 의미가
궁금하더라
준호: 늙어 버린 신세를 비유하는 표현 아닐
까?
동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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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모레
그저께
내일
지금

㉡
다음에
오늘
그때
앞으로는
작년에

6. <자료>를 참고하여 위 시에서 쓰인 단어

7. <자료>의 원리를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

의 짜임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자 료>

<자 료>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
위를 뜻한다.
단어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할수 있다.
① 단일어 :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
② 복합어 :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
따라서 ‘감자’와 ‘감자꽃’은 다음과 같은 짜임새
로 각각 분석된다.
단어

짜임새

감자

감자(형태소)
감자(형태소) +

감자꽃

꽃(형태소)

단어의

‘한류’의 발음
· 한류[한뉴] (X)
· 한류[할류] (O)
- ‘한’의 끝소리 ‘ㄴ’과 ‘류’의 첫소리 ‘ㄹ’
이 만남.
- ‘ㄴ’은 비음이고 ‘ㄹ’은 유음임.
- ‘ㄴ’이 유음과 만나면 유음으로 바뀌어
소리 남.
- ‘[할류]’로 발음해야 함.

종류
단일어
복합어

① ‘밭고랑’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
으니 단일어겠군.
② ‘조카애’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
으니 단일어겠군.
③ ‘딸애’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

① 진리 ② 협력 ③ 항로 ④ 백로 ⑤ 남루

8. <자료>에 제시된 신조어와 단어의 짜임
새가 같은 것은?
<자 료>
불닭: ㊔ 매우 맵게 양념하여 튀기거나 구운
닭고기.
불 + 닭 → 불닭
① 졸음 ② 나이 ③ 소매 ④ 주먹 ⑤ 발굽

니 단일어겠네.
④ ‘마음’은 ‘마’와 ‘음’이라는 두 개의 형태
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복합어겠군.

9. <자료>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료>

⑤ ‘옷값’은 ‘옷’과 ‘값’이라는 두 개의 형태
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복합어겠네.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
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 자릿수에 포함되
는 문장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적 부사어가 있다.
① 그는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② 약속 장소는 학교가 아니다.
③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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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옷은 누나에게 잘 어울린다.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돌이가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③ 마당에 핀 꽃들이 정말 예쁘다. → ‘예쁘
다’는 주어와 함께 ‘정말’이라는 부사어를

10. <자료>는 ⓐ에 나타난 음운 현상이다.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오늘 날씨가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
‘적합하다’는 주어와 함께 ‘운동하기에’라는

<자 료>

부사어를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

(가)
(나)
낱낱이[낱낱이] → [낟나티] → [난나치]

다.
⑤ 인공위성이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다. →
‘이탈했다’는 주어 이외에도 ‘정해진’이라는

① (가)에서는 첫째 음절의 [ㅌ]가 [ㄷ]로 바
뀌었다.

관형어와 ‘궤도를’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 (가)에서는 둘째 음절의 [ㅌ]가 셋째 음절
의 초성이 되었다.

12. <자료>는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③ (나)에서는 첫째 음절의 [ㅏ] 뒤에 [ㄴ]가

ⓐ에 해당하는 것은?

첨가되었다.
④ (나)에서는 [ㄴ] 앞에서 [ㄷ]가 [ㄴ]로 바
뀌었다.
⑤ (나)에서는 [ㅌ]가 [ㅣ] 앞에서 [ㅊ]로 바
뀌었다.
11. <자료>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자 료>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이라고 하고, 피동
이 실현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국어
의 피동사는 대체로 능동사의 어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이 붙어서 이루
어진다.
-고양이가 쥐를 쫓았다. (능동문)
-쥐가 고양이에게 쫓겼다. (피동문)

<자 료>

① 신부가 손에 장미꽃을 들었다.

서술어의 자릿수: 문법적으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수

② 그는 사진첩을 나에게 보였다.

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아니다’는 ‘이

③ 엄마가 나에게 아기를 안겼다.
④ 아빠가 나무를 정원에 심었다.
⑤ 도둑이 밤에 경찰에게 잡혔다.

것은’이라는 주어만 필요로 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그는 소중한 책을 친구에게 주었다. →
‘주었다’는 주어와 함께 목적어인 ‘책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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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의 ㉠과 ㉡에 해당하는 글자를

15. 어휘의 의미 관계가 <자료>와 다른 것

<예시>에서 찾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

은?

은?

16. <자료>를 바탕으로 ㉮ 밤하늘과 같은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4. <자료>의 ㉠~㉤ 중 ⓐ에 해당하는 것
은?
<자 료>
막내가 중학생이 되자, 삼촌도 무척이나
㉠
㉡
㉢
㉣
㉤
즐거워하셨다.

① ㉠

② ㉡

④ ㉣

⑤ ㉤

③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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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
어근
접사

㉡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
밤안개
햇과일
지우개

④
⑤

접사
접사

파생어
파생어

풋고추
돌다리

① (가)는 같은 대사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

17. <자료>의 문장과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
되는 것은?

른 예이다.
② (나)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가 다른 예
이다.
③ (다)는 사이시옷(ㅅ)의 사용 여부가 다른

<자 료>
나는 그와 민우를 만났다.
→ 이 문장은 ‘민우를 만난 사람이 나와 그이
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와 민우이다.’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성이 있다.

예이다.
④ (라)는 뜻이 같은 단어를 같은 형태로 표
기하는 예이다.
⑤ (마)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외래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예이다.

① 민우는 준수와 닮았다.
② 민우는 영희와 사촌이다.

19. 다음 단어 중 <자료>에서 설명하는 품

③ 민우는 영희와 취미가 같다.

사에 해당하는 것은?

④ 민우는 준수와 영희를 도왔다.

<자 료>

⑤ 민우는 준희와 결혼을 하였다.
18. <자료>에 제시된 남한말과 북한말에 대
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다

<자 료>

(가)

(나)

(다)
(라)

(마)

남한말
나이테: 나무의
줄기나 가지 따
위를 가로로 자
른 면에 나타나
는 둥근 테.
낙서: 글자, 그
림 따위를 장난
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씀.
냇가:
냇물의
가장자리.
달걀: 닭이 낳
은 알.
타이어(tire):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
통에
기우는
테.

-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체언을 수식한다.

② 하지만
③ 생각한다

북한말
해돌이: 나무줄
기에 해마다 한
돌기씩 생기는
줄무늬.

④ 아니다

락서:
글자나
그림 같은 것을
함부로 쓰거나
그리는 것.
내가: 물과 기
슭이 닿는 부분
또는 그 부근.
닭알: 닭이 낳
은 알.

20. 밤공기와 단어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⑤ 모든

① 앞뒤
② 깊이
③ 손발
④ 소나무
⑤ 돌다리

다이야(tire):
차바퀴의 바깥
둘리에 끼우게
된 바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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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문제발견 검사지

1.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들을 <문제발견의 틀>을 참고
하여 모두 적어보세요.

2. 모둠원들이 발견한 문제와 겹치지 않는 나만의 문제발견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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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blem Finding in Grammar
Inquiry Learning
Kim, Sul-k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oo, Bon-kwan

What human beings need are ability to think spontaneously. For those
spontaneous thinking, it is the most helpful to objectify language that they use
by looking and studying based on that look. Preceding grammar education had
been through many changes to focus on its goal as ‘self-thinking’ of leaners,
so there are no questions against the goal. However, learners are not possible
to raise self-thinking strength due to the education that focuses on solving
problems with suggested methods. Instead of defining the ‘self-thinking’ ability
as an ability to solve suggested problems, it is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at
it is an ability to find or create problems by learners-sel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problem finding education is the most
necessary for learners to have the self-thinking ability.
For that, the Chapter II considered about reality and problem of current
inquiry learning by analyzing national level educ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level educational curriculum.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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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from educational curriculum was not systematic and only focus on
problem solving without problem finding. Therefore, it seemed to have limit of
not designed well to match the goal of inquiry. Based on above critical minds,
this paper considers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problem finding in
grammar inquiry to discuss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vide a clue on
direction of grammar inquiry with problem finding. Problem findings in
grammar inquiry has meaning to raise problem solving ability that emphasized
in existing educational curriculum as well as raising creativity and advanced
thinking ability that emphasized in recent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it
seemed

to

contribute

on

developing

inquiry

attitude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n assignments by making independent and spontaneous inquiry
of learners possible.
Based on that, the Chapter III studied learners’ inquiry process and types of
problem

finding

by

analyzing

actual

learners’

problem

finding

aspects

qualitatively. Number of learners were total 10 people. Learners’ scholastic
achievement on Korean language was set as a standard to classify high level 3
people, middle level 4 people and low level 3 people. The reason to differ
level of research subjects is to get many types of problem finding in grammar
inquiry. From the result of inducing learners to conduct problem findings
grammar inquiry, detected problems by learners are classified into total 9 types
of problem finding by purposes of finding problems, methods to find problems
and required direction of thinking in detected problems. First, learners’ purpose
of

problem

finding

are

classified

into

recognition,

application

and

systematization. Second, methods that used to find problems by learners
divided into intui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Third, detected problems by
learners divided into convergence, dispersion and evaluation with direction of
thinking.
From the results that learners’ problem finding in grammar inquiry data is

- 146 -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in statistic,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at problem solving for recognition in purpose variables, problem solving with
knowledge in method variables, and converging problem finding in direction of
thinking variables were far more created than other variables. This means that
learners who didn't get problem solving education for grammar inquiry have
very low level of problem finding and its distribution are not variety enough.
Therefore, the Chapter IV suggested educational procedures to improve
learners’ problem finding ability in grammar inquiry based on theoretical base
of analyzed learners’ data and grammar inquiry from the Chapter III. Also
some of applica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explained with
examples in actual field based on the procedures,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were conducted.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s was reviewed.
This paper is meaningful for pointing out limitation of existing grammar
inquiry researches that focus on problem solving education and expanded the
field of grammar inquiry towards problem finding education, also finding
problem procedures were observed in detail and its types were divided with
various perspectives by researching through actual learners’ problem finding
cases.

*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Problem
Finding, Inquiry Learning, Exploring Grammar
* Student Number: 2014-2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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