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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개념 학습은 언어 정보의 단순한 암기로 오해되기도 하며, 지식의 단편

인 학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 개념과 같은 문법 지식의 교수학

습이 본질 으로 문법 교육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학습자의 문

법 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까닭에 문법 교육에서 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한, 개념 학습에서 사례는 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개념 학습의 본래

인 의미와 사례의 기능에 한 고찰을 통해, 문법 개념의 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형용사 개념의 사례 선정 기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문법 개념은 추상 인 지식이기 때문에, 문법 개

념에 한 설명만으로는 개념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추

상 인 개념을 구체 으로 실 하는 교육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례이다.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한 한 사례는 교수학습을 효과 으로 

구 하고, 교육의 결과물로 학습자의 머릿속에 기억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 학습에서 사례의 기능을 심으로 사례 선정의 기 을 설정하과 하

다.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을 설정하기 하여,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과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

다. 학습자들은 체 으로 형용사 개념을 어휘의 ‘의미’가 아닌 ‘기능’을 

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장 성분인 ‘ 형어’와의 차이 을 인

식하지 못하 다. 한, 기존 교재 분석 결과, 형용사 개념 형성을 해 제

시된 사례들은 어떠한 기 으로 선정되었는지 악하기 어려웠으며, 형용사 

개념의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학습자들은 특정한 형용사를 활용(活用)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

담을 느끼는 것으로 악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재에도 이와 같은 인지 

부담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 다.

  교수학습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형용사 개념을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어

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인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제에 따라 설정된 사례 선정의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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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형용사 개념의 형성을 하여 형용사 개념의 형성을 나타내야 한다. 

둘째, 개념 용의 차원에서 동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가 하는 부차

인 인지 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형용사 개념이 아닌 다른 문법 개념

으로 주의 분산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사례 선정의 기 과 실제를 보임으로써 

교재의 제작 외에도,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사례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기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문법 교육, 문법 개념, 개념 학습, 사례 선정, 형용사 교육

학  번 : 2009-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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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문법 교육의 목표  하나는 국어의 구조와 문법 개념의 이해이다. 국어

의 구조와 문법 개념은 지식의 일종인데, 민 식(2011:242)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재 문법 교육에서 문법 지식은 원리가 아닌, 용어의 암기를 통해 교

육되는 실정이다.1) 이와 같은 문법 교육의 문제 은 최근에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것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김 해(1992) 이후로 지식

의 발견에 을 두는 탐구 학습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민

식(2006)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특성을 ‘지식’으로 바라보며 문법 지식이 

제공하는 언어에 한 분석  인식 활동의 요성도 함께 강조하 다. 앞의 

주장들은 문법 지식을 단순한 암기의 상이 아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지

식으로 바라보는 으로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법 지식 

 문법 개념의 효과 인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문법 교수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하나는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웰링턴과 오스본(Wellington and 

Osborne, 2001, 임칠성 외 공역, 2010)에서는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연 되

어 있어서 선행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

는다고 밝혔다. 를 들어, 재 한 학기에 한두 가지 성취기 을 비연속

으로 학습하는 문법 교육의 실에서 체계 으로 구성된 문법 지식의 결손

이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며, 특히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

에 한 지식이 없다면 설명을 하는 교사와 이를 이해하는 학습자 모두 교

수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허경철 외, 2004:27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되는 문법 지식의 특성은 무

엇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알맞은 학습 방법

1)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학습자( 학교 3학년-여)는 “문법

은 시험만 보면 끝이에요, 암기 과목 같아요. 거의”라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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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 학습이 문법 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고,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개념

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 학습에 한 오해는, 개념 학습이 학습자로 하여  개념을 체계 이

고 유의미하게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 정보를 암기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 인식된다는 이다. 개념 학습에 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해서는 개념 학습의 내용이 되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면

히 살펴보고, 이에 합한 효과 인 개념 학습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특히 품사 지식  하나인 형용사 개념은 문법 개념의 특성을 잘 보여

주기 때문에, 이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형용사 개념 학습을 고찰하는 것은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에 한 교수학습의 특징을 잘 보여  것으로 

상된다.

  효과 인 개념 학습을 해서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시

되는 사례의 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사례는 추상 인 지식을 구체 으

로 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개념 형성에 

기여하며, 교사의 설명과 학습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만드는가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춘근(2002:346-347)에서도 추상 인 개념이나 원리를 교수학

습할 때에는 형 인 를 들어야 한다는 , 여러 개의 를 들어야 한다

는 , 사례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 사례와 비사례를 나란히 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을 밝혔지만, 이들의 실체에 한 구체 인 언 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달하는 것을 일차 인 목표로 설정한다. 개념 학습을 해 교과서에 제시

된 사례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기여해야 하는데,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로 인해 교사는 본래 의도되지 않은 상

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교수학습의 많은 부분은 강의식 설명하기 방식으로, 교사와 학습자 간 

화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기 해 

교육 내용의 계화와 더불어 사례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어

야 하지만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2) 를 들어, 어떠한 사례는 

2) 사범 학 4학년에 재학 인 교육 실습생을 상으로 한 면담에서, 형용사를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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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만 학습자의 수 에 알맞지 않은 경우가 있

으며, 이와는 반 로 학습자의 수 에는 알맞지만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하

지 못하는 사례3)들도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례

를 선정하는 기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례 선정의 실제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과서와 같은 공식 인 교재 집필에 필요한 사례 제시만을 목

으로 하지 않는다. 단  차시 내에서 수업을 효과 으로 설계하기 한 

구체 인 선정 기 의 설정과 실제를 보여 주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수

업과 교육 자료를 구안하는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 개념의 의미를 확인하고, 개념 학습

의 요성을 정립한다.

둘째,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 인식 양상과 교재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시사 을 바탕으로 사례 선정의 기 을 설정한다.

셋째, 사례 선정 기 을 통해 형용사 개념 학습에 효과 인 사례를 선

정하고, 사례 심의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를 보인다. 

때에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에 ‘작다’라는 사례를 추가 으로 제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육실습생은 ‘자신이 작기 때문에 즉흥 으로 생각하 다’라고 답하 다. 이

는 수업에 도움이 되는 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려

다.

3) 2007개정교육과정 학교 1학년 한 교과서의 사동․피동 표  학습 단원에서, 피동문

으로 환해야 하는 능동문의 시로 ‘…사실을 밝혔다.’가 제시되어 있다. 한 학습자

는 ‘밝히다’의 의미를 사동사인 ‘(불을)밝히다’와 동일하게 악하고, 사동문이 능동문

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 다. 이와 같이 수업 도 에 상하지 못한 학습자의 

질문에, 교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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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문법 교육의 내용에 한 연구

  문법 교육의 내용에 한 연구에서는 체로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문법 

지식이 언 되는데, 지식의 유형과 성격에 한 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개되었다. 표 으로 권재일(1995)은 구조주의  국어학 지식이 문법 교

육의 핵심이 되며, 문화  가치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최 환

(1995)은 문법 지식을 언어의 구조에 한 지식과 언어의 본질과 사용에 

한 지식으로 나 고, 자는 국어 사용에 이(轉移)되는 과정  지식이며, 

후자는 국어 사용을 조 하는 지식이라고 밝혔다. 이성 (1995)은 기능 신장

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가치 승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문법 교육의 내용

으로 보았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에 한 의 환은 주세형(2005)에서 확

인된다. 주세형(2005)은 다른 역과의 통합  입장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의 요성을 지 하 다. 문법 지식은 모어 화

자에게 내재하는 자동화된 지식을 넘어서서 고차원  의미 구성에까지 향

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의미를 심으로 한 문법 지식은 다른 역과의 통

합에 정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신명선(2006)은 ‘언어’ 그 자체만을 요하게 보아 문법 지식의 교육  가

치를 인정하며, 문법 교육 내용을 심으로 다른 역의 교육 내용이 선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문규(2010)는 신명선(2006)의 논의와 유사하게 

‘언어(국어)’에 주목하 으며, 더 나아가 문법 교육의 일차 인 목표를 ‘문법 

지식 자체’에 한 이해로 설정하는 을 세웠다.

  이상의 논의가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라면, 지식만을 강조하는 에서 벗어나 태도와 같은 정의  역을 문법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는 연구도 발견된다. 김은성(2006)은 학습자가 문법 지

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도 요하지만, 국어에 한 호기심과 메타  사고의 

즐거움을 태도로 갖추는 학습 성과를 보이는 것을 강조하 다. 남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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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법 교육의 방법으로 인식되던 ‘탐구’에 한 인식을 환하여, 탐구 경

험이 곧 문법 교육 내용임을 강조하며, 문법 교육의 내용을 ‘언어를 자율  

구조체로 다루어 보는 경험, 언어를 실천  작용소로 다루어보는 경험, 언어

를 반  념체로 다루어 보는 경험’ 등으로 구조화하 다.

2.2. 개념 학습에 한 연구

  개념 학습은 개념에 한 심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 부터 통 으

로 강조되어 온 학습 방법이다. 통 으로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에서 개

념 학습에 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으나, 문법 교육에서는 개념 학습에 

한 명시 인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박 목 외(2005:304)에서는 문법 

지식 역의 교수학습 시 기본 사례를 시하고, 그것을 토 로 다양한 사

례에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 다고 제시함으로써 개념 학

습의 일반 인 방법을 보여주었다.

  해리스(Harris, 1989)는 쓰기에서 발생하는 문법 오류를 교정하기 해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그리고 개념 학습의 일반

인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단순히 문법 용어의 숙지가 요한 것이 아니

라 근본 인 개념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다양한 략이 조합 으로 

이루어질 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 개념 학습을 명시하지는 않

았지만 이 규(1994)는 메릴(Merrill)의 내용-수행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문

법 교육의 학습과제를 유형화하며, 학습 내용으로서 개념의 요성을 살폈다.

  사회 교과에서는 개념 학습에서 사례 제시의 효과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우드슨(Woodson, 1974)은 개념 학습에 한 7가지의 구체  

략으로, ‘①정의의 진술, ②개념의 속성 확인, ③개념과 련 없는 속성의 

확인, ④사례의 제시, ⑤비사례의 제시, ⑥개념의 범주 묘사, ⑦유추’를 제안

하며, 개념 학습에서 사례 제시의 역할을 살폈다.

  어떠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합한가에 한 연구로, 테니슨 외

(Tennyson et al., 1981)는 개념 학습의 첫 단계인 형의 형성(prototype 

formation)에서 일반 이며 다수의 사례를 표할 수 있는 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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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ical examples)의 제공이 형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

운선(1991)은 추상 인 개념을 교수학습할 때 구체 인 련 지시물을 사례

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학습 효과가 높다고 지 하 다. 그리고 김 진(1993)

은 구체  개념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고  모형이 원형 모형보다 유의미하

게 효과 이라는 을 보 으나, 추상  개념을 교수학습 할 때에는 고  

모형이 원형 모형보다 효과가 높지만 유의미성을 발견하지는 못하 다. 

  사례와 비사례의 효과에 한 연구로는 개념에 알맞은 사례를 제공하는 

것의 교수학습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와, 이와는 반 로 비사례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 자에 한 연구로, 김미정(1988)은 제한 이기는 

하지만 원형 모형 심의 수업에서는 개념을 구성하는 사례만을 강조하는 

것의 성취가 더 높은 것을 밝혔다. 후자와 련하여서 테니슨과 박옥춘

(Tennyson and Park, 1980)은 부정  사례가 정  사례와 함께 제시될 

때, 학습자들은 개념의 형에 더 집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지 하면서 

개념에 속하지 않는 부정  사례의 요성을 강조하 다.

  과학 교과에서는 통  의미의 개념 학습과 더불어 학습자에게 ‘변칙 사

례’를 제시하여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개념 변화 학습(conceptual change 

learning)’이 두드러지게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련 있는 개념 학습

과 사례에 한 연구로, 조 희(2005)는 역학(力學) 분야에 한 사례 제시 

방식과 방법  사례가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양상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

습자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먼  제시하고 이후에 개념을 교수학습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에 따라 개념의 이해를 가져오는 

‘결정  ’4)가 달랐음을 밝혔다.

2.3. 형용사 교육에 한 연구

  형용사 교육에 한 연구는 형용사에 한 국어학  연구와 형용사 교육

에 도움을  수 있는 품사 교육에 한 연구가 있다. 먼  형용사에 한 

4) 특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다른 사례보다 더욱 기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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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  의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분류에 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진행

되었다. 형용사의 분류에 한 연구는 그 방식에 따라 의미에 따른 분류(최

배, 1937; 남기심․고 근, 1993)와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귀납 인 분류

(유 경, 1998; 김정남, 1998; 김건희, 2005)로 나  수 있다.( 지은․최재은, 

2008)   

  의미에 따른 분류 연구로, 최 배(1937)는 형용사를 크게 실질형용사(바탕

그림씨)와 형식형용사(꼴그림씨)로 나 고 이들을 다시 구체 으로 분류하

으며, 이후의 형용사 분류 연구에 많은 향을 미쳤다. 남기심․고 근

(1993)에서는 형용사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

로 구분하 고, 시각 형용사에 한 김창섭(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용사

를 어휘  의미로 분류한 김정남(2001)의 연구가 비교  최근 연구이다.

  코퍼스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귀납  분류로, 유 경(1998)은 의미에 의한 

형용사 분류가 객 이지 못하다는 을 지 하며, 여러 국어사 의 표제

어로 올라 있는 형용사  빈도순으로 선정한 2,463개를 통사․의미 인 공

통 과 함께 ‘격틀(case frame)’을 기 으로 분류하 다. 김정남(1998)은 국

어의 형용사가 동사처럼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에서, 말뭉치

를 바탕으로 선정한 800여 형용사의 형태론 , 통사론 , 의미론  특성을 

동사와 비교하는 연구를 하 다. 특징 인 것은 형용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

하며, 상  장면과 비상  장면에 따른 쓰임의 차이에 주안 을 두었다. 

  국어 교육에서 형용사만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

문에, 품사 반에 한 교육 연구를 형용사 개념 학습에 참고할 수 있다. 

먼  품사 교육의 내용과 련하여, 이 희(2008)는 품사 교육의 반을 조

망하며, 학교 별 품사 인식 수 의 범 를 설정하고, 이에 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계를 제시하 다. 최형기(2011)는 구체 인 내

용와 수 을 제시하며, 고등학교의 심화선택의 수 으로서 품사 간의 통용

을 이용한 품사 분류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 다. 최웅환(2011)은 품사 체계

의 형성과 련된 기술 문법  내용이 학교 문법의 내용으로 환되는 교수

 변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품사의 정의에 치우친 교수학습보다는 

분류와 그 기 에 한 탐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법 인 측면에서 오 아(2010)는 설명식 문법 교육의 문제 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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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이야기식 문법 교육의 실제로 맥락 심의 품사 교육을 살폈으며, 이지

혜(2011)는 이야기를 활용한 문법 교육의 효과 검증으로, 집단 간 비교를 통

해 ‘이야기를 활용한 품사 교육’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이상태(2009)는 단어 

분류가 지니는 본질  한계를 인정하고, 품사 교육을 분류에 치우쳐 교수학

습하기보다는 퍼즐과 같은 단어 그림 카드의 연결을 통해 내면의 언어지식

을 스스로 외 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3. 연구 상  방법

  

  개념 학습을 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사례 선정의 기  설정과 그 실제

를 보이는 본 연구는 이론 인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이론  연구는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과 교재에 제시된 사례의 실증  분석으로 

도출된 시사 을 체계화하며,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설정을 해 이용되었다.

  사례 선정에 한 교수자의 기 과 요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사범 학에 재학 인 교육실습생을 상으로 면담하 다. 교육실습생은 

학교 1학년 학습자를 상으로 품사 단원을 수업하 으며, 연구자는 해당 

차시의 수업을 참 하 다. 교육실습생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제시된 사례를 확인한 후, 그것을 선정하고 제시한 근거를 알아보았

다.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를 해, 면담과 설문조사 

등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 , 학교 3학년 학습

자를 상으로 생어 개념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개념에 해 학습자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김은성(2009)에서 다루었던 자

기인식도와 개념의 요소에 해당하는 ‘정의, 명칭, 사례’에 한 인식을 측정

하 다.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념의 각 요소들이 체계 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을 확인하 다. 그리고 문법 개념에 한 인식 

양상을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학업 성 이 우수하며 지  호기심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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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 방법 일시

비

조사

생어 개념

- 자기인식도, 정의 기술, 

사례 선택

서울 J 학교 3학년(30명)

인천 S 학교 3학년(63명)
설문지 2011.5.

문법 개념에 한 인식 

양상
서울 J 학교 2학년(1명) 면담 2011.7.

본

조

사 

형용사 개념 :

- 정의 기술, 사례 기술, 

활용 양상

서울 J 학교 1～3학년(86명)

서울 H 학교 2～3학년(56명)

인천 S 학교 1～3학년(100명)

설문지 2012.7.

형용사 개념에 한 인식 

양상
서울 J 학교 3학년(4명) 면담 2012.6.

교재 분석
2007개정교육과정 

학교 1학년 교과서 17종

비

수업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
서울 J 학교 2학년(1개 학 ) 2012.12

본

수

업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

서울 J 학교 1․2학년

(각 1개 학 )
2012.12

<표 1> 연구 자료  방법

 민감성이 높다고 단한 학습자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본 조사는 학습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재 분석

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 학교 3학년 학습자 4명(남 2명, 여 

2명)을 상으로 형용사 학습 경험과 재의 인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면담을 가졌다. 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형용사 개념 학습 경험이 있는 학교 1～3학년 학습자 232명을 

상으로 형용사 개념에 한 인식  형용사의 활용 양상 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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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7개정교육과정 학교 1학년 교과서 23종 , 임의로 17종을 

선택하여 품사 단원에서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해 제시된 사례를 수집하여 

그 사례를 빈도순으로 정렬하고, 학습자 인식 양상에서 확인된 인지 부담을 

 수 있는 사례를 검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선정한 형용사 개념 학습에 한 사례를 바탕으

로 학교 1학년  2학년 학습자를 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

에 한 생각을 기술하도록 하 다. 본 수업에 앞서, 사  수업을 통해 교수

학습의 실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 인 교수 방식의 문제 을 

제거하여 효과 검증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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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이론  제

1. 개념 학습으로서의 문법 교육

  개념 학습은 다양한 교과의 교수학습에서 사용되는 기본 인 교수학습 형

태로, 문법 교육의 장(場)에서도 가치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2007개정교육

과정에서 문법 역의 내용 체계는 ‘지식, 탐구와 용, 태도’로 구분되어 있

는데, 개념은 지식의 유형5)  하나이므로 필수 으로 개념 학습에 한 고

찰이 요구된다. 본 에서는 문법 교수학습의 한 유형으로서 개념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고, 개념 학습에서 사례의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1.1. 지식으로서의 문법 개념의 성격

1) 문법 지식과 개념의 계

  개념은 지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념의 성격은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악될 수 있다. 지식은 체계성과 인식론  측면에서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먼  지식의 체계성을 통해 개념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으로 단

편 인 개별 ‘언어 정보(verbal information)’를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유는 지식이 체계 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표 하는 

것이 루 (Bruner)의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이다. 이홍우

(1983)에서는 이것의 의미를 ‘요소의 상호 련성’으로 설명하 는데, 이는 교

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독립된 지식 항목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의 련

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식의 체계성의 의미를 상세

5) 본 연구에서 개념은 지식의 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를 들어 메릴(Merrill)은 

수행-내용 매트릭스에서 교수학습의 내용 측면으로 ‘사실, 개념, 차, 원리’를 제시하

는데, ‘사실’은 발견과 활용이 불가능한 지식으로 인 하는 련 지식과의 체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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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면, 지식은 ‘체계, 구조, 맥락’을 가지며(장상호, 2000) 낱낱의 지식

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언제나 다른 지식과 결합하고 유의미한 계를 맺을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이돈희, 1999, 허경철 외, 2001:81-83재인용) 

그리고 개념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체계의 일부(Bruner, 1956:13)로서, 

개념은 지식의 체계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계를 맺고 있는 지식의 한 요

소의 성격을 갖는다.

  개념은 ‘concept’가 아닌 ‘conception’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concept’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  지식의 일부’를 뜻한다면, ‘conception’은  

‘설명 체계’를 의미한다. 화이트(White, 1994:119)에서는 두 용어의 의미를 

구별하며, 자가 개인의 인지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식 체계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이와 구별되는 설명 체계(systems of explanation)라고 정의하 다.6) 

를 들어 재 과학  방법론에 의해 형성되고, 사람들에게 ‘과학’으로 인

식되는 지식들은 ‘concept’이고, 엄 한 의미의 ‘과학’은 아니지만 유사과학과 

같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지식은 ‘conception’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문법 개념에 용하면 생성 문법과 통 문법은 모두 언어에 한 지

식 체계이며, ‘학교 문법’도 역시 통 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

(concept)’으로서,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갖추어야 할 언어 상 해석의 틀

(conception)이 된다.7) 허경철(2001:273)에서 “개념이란 마음의 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개념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으

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잘 못 볼 수밖에 없다. 개념이란 

마음이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도구다.”라고 밝힌 것처럼 설명 체계

로서의 개념(conception)도 체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법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계를 맺고 있는 

체계 인 문법 지식의 일부로 정의될 수 있다.8) 한 문법 개념의 의미를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개념(誤槪念)’은 ‘misconcept’가 아니라 ‘misconception’으로 사

용되는데, 그 까닭은 오개념이 지식의 단편(명칭, 계)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상을 

설명하는 체계의 오류를 뜻하기 때문이다.

7) 학교 문법이 개념(conception)이라고 해서, 학교 문법에 속하지 않는 생성 문법 등을 

오개념(misconception)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법칙  이론의 

생성 이 까지의 과학은 모두 ‘유사과학’이 되어 오개념이 되지만, ‘문법’은 이와 달리 

상을 찰하고 해석하는 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법 역에서 오개념에 한 심

도 깊은 논의의 지속이 필요가 있다.

8) 문법 지식은 ‘문법’과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외연의 크기에 변화가 크다. 



- 13 -

설명 체계로 이해한다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서의 ‘학교 문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인식론  측면에서의 지식을 살펴보면, 지식은 인식 상에 따

라 ‘진리에 한 지식’과 ‘사물에 한 지식’으로 나 어지며, 후자는 다시 인

지  경험에 따른 ‘감각에 의한 것’과 명제  성격을 갖는 ‘기술(記述)에 의

한 것’9)으로 구분된다.(Rusell, 1911) 이러한 지식의 성격을 지식의 일부인 

‘개념’에 용하면, 개념을 그 실체의 존재 유무와 감지 방법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다. 가네와 리그즈(Gagné and Briggs, 1979)에서는 개념을 찰

에 의한 ‘구체  개념(concrete concept)’과 정의에 의한 ‘정의  개념

(defined concept)’으로 나 었으며, 허경철(2001:290-292)에서는 ‘ 찰  개

념, 가설  개념, 이론  개념’으로 분류하 고, 로슨 등(Lawson et al, 

2000:997)에서는 ‘감지에 의한 개념(concept by apprehension)’, ‘기술  개념

(descriptive concept)’, ‘이론  개념(theoretical concept)’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 이상의 논의에서 공통 으로 알 수 있는 은 기술(記述)이나 

설명(說明) 등을 통해 형성되는 추상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식의 인식에 한 논의를 문법 개념에 용해 보면, 발화(發話)는 인간

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상이며, 이에 한 소리의 크기, 높낮이, 

길이 등의 내용을 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각에 의한 단 내용을 ‘감

각에 의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개념들과 련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  지식으로서의 ‘문법 개념’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그

러므로 말소리에 한 문법 개념은 감지에 의한 개념을 기술하고 정의하여 

추상화된 실체가 형성되고, 이 실체들을 작은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형성된

우선, 본 연구에서의 문법 지식은 문법 교육의 상으로 인식된다. 구본 (2008)에서

는 문법 교육의 내용을 ‘①모국어 화자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는 문법 지식, ②

언어사용 기능에 도움이 되는 문법 지식, ③기본 인 개념이나 용어, ④국어 문화와 

련되는 지식, ⑤모국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이나 문법 체계로서의 지식’으로 

구분하 다. 이 에서 문법 체계로서의 지식이 본 연구의 ‘문법 지식’과 련이 깊으

며, 체계로서의 문법 지식의 객 성과 명제성은 그 비 (주세형, 2006)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심은 ‘문법 개념’이며, 문법 

개념으로 구성된 ‘문법 지식’은 유기 이며 여러 층 에서 분석될 수 있는 문법 지식

의 한 단면이라고 단한다.

9) 지식을 ‘선언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 차  지식(procedural knowledge)’

으로 구분하는 에서, ‘선언  지식’은 러셀의 ‘기술에 의한 지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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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분석된 개념들을 일정한 기 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개념이 형성

되기도 한다. 문법 개념 형성 과정의 한 로 음운 개념의 형성 과정을 다

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문법 개념 형성 과정의 

2) 문법 개념의 유형과 성격

  이 규(1994)에서는 문법 교수학습의 내용은 언어학으로부터 선정한 개념

과 명제와 차라고 밝히며, 개념의 체계를 ‘분석 개념 체계’와 ‘분류 개념 

체계’로 구분하 다. 즉, <그림 1>과 같이 문법 개념은 상을 작은 단 로 

분해하는 분석과 분석된 상을 기 에 따라 묶는 분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언어를 상으로 한 분석과 분류는 언어를 ‘자율  구조체’10)로 보는 

에서 ‘결합 계(syntagmatic relation)’와 ‘계열 계(paradigmatic relation)’

를 따져보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남가 , 2008) 먼  분석은 언어의 ‘결합 

계’를 살핌으로써 이루어진다. 언어 단 를 인식하고, 이를 결합 요소로 

나 어 보는 경험은 언어를 층 별로 나 고, 그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설

명하는 데 개념 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를 자율  구조체

10) 자율  구조체는 언어를 자족  실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구조주의  언어 과 유사

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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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는 경험 에서도 핵을 이루는 경험이다. 다음으로 분류는 언어의 

‘계열 계’를 따짐으로써 형성된다. 계열 계 따지기는 언어의 계  구

조에 주목하여 같은 자리에 교체되어 들어갈 수 있는 부류들의 의미 기능을 

묶어 범주화함으로써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서 다루어 보는 경험이다. 이것

은 결합 계에 비해 더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결합  

계를 이루는 목록들을 분포의 구조  연 성을 확인해 주고 그것 자체에 

한 정보도 제공해  수 있기 때문이다.11)(남가 , 2008). 계열 계가 상

을 범주화한다는 에서 분류와 유사한 을 지니고 있으며12), 통 인 인

지심리학  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한 계열 계가 결합 계에 

비해 더 본질 이라는 언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법 교육에서는 분류에 

의해 형성된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념을 ‘분석  

개념’, 분류에 의한 ‘범주  개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문법 교육의 내용

인 개념을 그것의 형성 유형  기 에 따라 나 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

시할 수 있다.

유형

기
층

범주  개념

분석  개념
물리  특성 의미13)

음운 음운 체계, 음운 변동 - 음운

단어/어휘 -
어근, 사, 품사

의미 계, 어휘 유형

형태소

어

문장 - 문법 요소, 문장 성분 문장 구조

<표 2> 문법 개념의 유형

11) 언어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분류’할 상 개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 선

후 계로만 놓고 볼 때는 ‘분석’ → ‘분류’의 순서로 경험이 이루어져 한다고 본다.

12) 계열 계가 분류의 의미를 온 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정한 기 에 의해 분류

된 음운 체계라든가, 치․유추가 불가능한 품사 분류 등은 일반  의미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계열 계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13) 분석된 문법 요소를 분류하는 기 으로서의 ‘의미’는 ‘기능’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

되었다. 남기심·고 근(1993)에서 의미를 어휘  의미와 기능  의미로 나  것과 마

찬가지로 문법  기능도 의미에 포함하 다. 이는 본질 으로 의미형성과 기능을 분

리하기 어려운 데에서 비롯되며, ‘의미 기능(semantic function)’이란 용어로 체 가

능하지만, 이것으로는 어휘의 ‘의미 계’, ‘어휘 유형’ 등을 범주화하기 어려운 까닭에 

‘의미’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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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과 테니슨(Merrill and Tennyson, 1977)에서는 개념이 ‘일반화’와 ‘변

별’이란 두 가지 기술에 의해 형성된다고 밝혔다.(구정화, 1995:33) 본 연구

의 ‘분석과 분류’에 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화와 변별’인데, 문법 개념의 형

성 과정에서 ‘분석’이 ‘일반화’와 동일한 의미로 응하는가에 한 자세한 

논의가 요구된다. 일반화와 분석은 모두 개념 간의 상하 계를 형성하지만, 

자는 하  개념에서 상  개념을 형성하며, 후자는 이와는 반 로 상  

개념에서 하  개념을 형성한다. 그런데 문법 개념은 정의에 의한 ‘추상  

개념’이기 때문에 하  개념 요소들의 일반화를 통해 상  개념을 형성하기

는 쉽지 않다. 를 들어,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을 

‘삼각형’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어미, 사, 어근’ 등을 통해 ‘형태소’개념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쉬운 작업으로 상된다. 따라서 추상  개념인 문법 개

념은 일반화보다는 분석을 통한 개념의 형성이 더 일반 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문법 개념의 유형 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범주  개념은 요소를 일정한 기 으로 분류하여 형성된 것이다. 분석이 

개념 간의 수직 인 상하(上下) 계를 형성한다면, 분류는 동일한 계에 

놓인 개념 간의 수평 인 동 (同位) 계를 형성한다. 동  계를 형성하

는 범주  개념의 의미는 인지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와 유사하

다. 따라서 범주화를 통해 개념이 형성된다고 보는 인지심리학에 한 고찰

(신 정, 2000; Strernberg, 2003)을 통해 범주  개념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의 개념에 한 고  견해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을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개념에 한 고  견해에서는 개념이 속성에 

근거한 ‘정의(definition)’로 마음에 표상되며, 사례가 범주에 속하는가에 

한 여부와 개념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며, 개념에 속하는 사례는 모

두 동등한 지 를 갖는다. 그러나 고  견해가 여러 실험을 통해 밝 진 

특정 사례에 한 형성을 설명하지 못하자,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이 

제기되었다. 원형 이론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바탕으로, 모든 사례가 공유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속성을 강조하며, 느슨하게 구조화된 개념을 형성하는 



- 17 -

인간의 능력 잘 설명한다. 그러므로 특징  속성이 없는 사례는 개념의 범

주에 속할 수는 있지만 형 이지 않은 것이 되며, 범주들 사이가 불명확

하다고 설명한다. 개념의 경계에 한 불명확성은 부분의 사람들이 범주 

간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믿는 것과 치된다.(Matlin, 2004, 민윤기 역, 

2007:303)14)

  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문법 개념을 설명하면, 문법 개념을 구성하는 사례 

에는 자신이 속한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동  개념의 특

성을 보이기도 하여 어느 개념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변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유 경․김민국(2007:76)에서는 이를 ‘ 간범주’라고 부르고, “공시  

문법 체계 내에서 둘 이상의 범주  특성을 지녀 범주와 범주의 경계에 있

는 요소들”이라고 정의하 다. 이를 바탕으로김 선(2009)에서는 개념 간 경

계의 불명확성을 문법의 모호성 측면에서 근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15)

  ① 범주  모호성 : 어떠한 문법 요소가 범주와 범주의 경계에 있어 나타나는 

상

  ② 구어․문어 모호성 : 구어(口語)와 문어(文語)의 본질  차이로 인해 나타

나는 상

  ③ 의미  모호성 : 하나의 표면 구조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녀 나타나는 

상

  요컨 , 문법 개념은 분석과 분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분석  개념’

과 분류에 의한 ‘범주  개념’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분석은 개념 간의 상

하 계를 형성하며 분류는 동  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석  개념’ 간

에는 상하 계가, 범주  개념 간에는 동  계가 형성된다. 문법 개념  

다수를 차지하는 범주  개념은 개념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범주  

모호성을 보이기도 한다.

14) 원형 이론이 일반 인 믿음과 반 된다는 것은 문제 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특

징이라고 볼 수 있다.

15) 간범주와 련이 있는 것은 범주  모호성이며, ‘ 간범주’라는 용어보다 ‘범주  

모호성’이라는 용어가 본 연구의 성격에 더 합하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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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법 개념 학습의 의미

1) 문법 개념 학습의 정의

 

  개념 학습은 수업을 실 하는 구체 인 수업 모형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교육 내용으로서의 개념을 학습하는 교수학습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구정

화(1995)에서는, ‘개념 형성(concept formation)’, ‘개념 획득(concept 

acquisition, concept attainment)’, ‘개념 학습(concept learning)’이란 용어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을 지 하며 기존 용어의 정의

(定義)를 분석하여, 개념 학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치는 다양한 사물, 

사건과 같은 상들에 하여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사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으로 악하여 그것을 일반화하고, 이를 통해 그 개념의 정  

사례와 부정  사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테니슨과 코키아 라(Tennyson and Cocchiarella, 1986)에서는 메릴과 테

니슨(Merrill and Tennyson, 1977)의 개념 학습 모형을 수정하여, ‘개념 형

성(획득)’과 ‘ 차  지식’이 결합된 개념 학습을 제안하 다. 개념 형성 단

계는 개념의 범주에 사례를 통합하는 것이며, 차  지식의 활용 단계는 

정보의 인출을 통한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념 학습을 

단순한 용어의 기억이 아니라, 개념과 사례의 계를 이해하여 개념을 범주

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개념에 련된 사례에 지식을 용하는 단계가 

결합된 교수학습 유형으로 본다. 즉, 개념 학습은 ‘개념 형성’과 ‘개념 용’ 

단계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박성익 외(2012)에서는 개념 학습에 한 정의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개념 학습이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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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학습의 종류

개념 획득 개념 용 개념 이해

의

미

개념의 정의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개념의 

특성을 악하게 된 상태

새로운 사태에 하여 

획득한 개념의 사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상태

해당 개념이 련된 다

른 여러 개념 등의 지식

과의 종합 인 연 성을 

악하는 상태

장마의 주요 특성 인식

지난 몇 년 사이의 강우 

형태 에서 장마를 구

분하는 것

장마와 다른 강우 형태

와의 특성 비교, 장마의 

환경에 미치는 향 분석

<표 3> 개념 학습의 종류(박성익 외, 2012:169)

  <표 3>의 ‘개념( ) 이해(conceptual learning)’는 학습 내용으로서의 개념

이 연 성 있는 사  지식과 계를 맺는 것(임철일, 2012:184)으로 정의되

는데, 개별 개념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廣義)의 개념 학습 목

표로 인식된다. 즉, 개념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개념 학습은 지식의 체계

성이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언어 정보 암기에 그치거나 낮은 수 의 변별 

기능 습득에 도달한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  이해는 본 연

구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 학습의 종류이더라도, 지식의 일부로서 개념을 내

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의 제(前提)가 되기 때문에, ‘개념 형성, 개념 용’

도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박성익 외, 2012:169)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개된 개념 학습은 해당 교과의 내용에 

따라 세부 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교과별로 상호 참고할 만

한 부분이 있다. 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 학습에 해당하

는 ‘개념 획득’을 ‘개념 형성’, ‘개념 확 ’, ‘개념 교환’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 확  모형을 학습자가 재 지하고 있는 개념에 학습될 내용이 연결

되어 그 개념이 진화 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조희형, 2009) 이는 

개념 해결(concept resolution)모형으로도 불리며, 학습자가 개념을 더욱 깊

고 넓게 확장시키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Renner, 1982)의 개념 확  

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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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명     자    수

나라

이순신

조선

나․

여기

이리

하나

둘․셋

첫째

가(다)

받(다)

먹(다)

희(다)

높(다)

많(다)

있(다)

없(다)

(가)시

(희)겠

먹(히)

고등말본 최 배 10 이름씨 이름씨 셈씨 움직씨 그림씨 (그림) (씨끝)

고등

나라말본
김윤경 9 이름씨 (이름) (이름)

움직

씨
그림씨 (움직)

표

고등말본
정인승 7 이름씨 (이름) (이름)

움직

씨
그림씨 (끝)

새 

고등문법
이희승 10 명사 명사 ( 명) 동사 형용사 존재사 [어미]

<그림 2> 개념 확  모형(Renner, 1992, 조희형, 2009재인용)

  과학 교육의 교육 내용인 과학 지식과 문법 교육의 교육 내용인 문법 지

식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 교육의 개념 학습 모형을 문법 개

념 학습에서 그 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의 보편

성 에서, 문법 지식도 지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지  갈등을 통한 개

념의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법 개념 학습에 참고된다.

  문법 개념 학습은 ‘학교 문법’의 근본  성격에 향을 받기도 한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개념은 패러다임 환에 의해 형성된 지식이 아니라, 다

양한 지식이 여러 과정을 거쳐 합의 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16) 특

히 문법 개념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류에 의한 ‘범주  개념’의 성격이 두드

러지는 ‘품사’와 련된 품사 체계의 설정  용어의 결정 과정(성낙수, 

2010)을 살펴보면,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16) 학교 문법 통일화에 한 과정에 해서는 고 근(1988)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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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국어문법
이숭녕 8 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 [어미]

새 

고교문법

김․남․

유․허
7 명사 (명) (명) 동사 형용사 (형) [어미]

학말본 최태호 7 명사 명사 ( 명) 동사 형용사 [토]

표 말본 장하일 5 임자씨 (임자) (임자) 풀이씨 (풀이) (풀이) [토]

<표 4> 학교 문법 통일 이  품사 분류표(성낙수, 2010:236)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재 학교 문법의 품사 체계가 9품사로 통일

되기 이 까지는 문법 교과서 자의 학문  시각에 따라 용어의 혼란(고유

어계 : 한자어계)과 체계의 차이 등이 발생하 다. 그러나 문법 지식의 특성

상, 어느 문법가의 견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에 따라 문법 지식은 개별 인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

며, 학교 문법도 여러 문법 지식을 교육  목 에 부합하게 구성된 지식 체

계라는 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 문법과는 상이한 학

습자들의 내재된 문법 지식을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 문법만이 

옳은 문법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법 개념 

학습에서 학습자의 개인  오개념(誤槪念)을 ‘틀린 것’으로 보고, 이를 정개

념(正槪念)으로 환하는, 엄 한 의미의 ‘개념 변화(conceptual change)’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법 개념 학습은 체계  지식인 ‘학교 문법’의 구성 

요소인 문법 개념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실제 교수학습 과정은 ‘개념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개념 용’이 단계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학교 문법’은 교육  가치에 따라 합의 으로 형성된 지식이기 때문에 

개념 변화 학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되므로, 본 연구의 문법 개념 학습

의 범 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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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개념 학습의 목표

  문법 교육의 목표는 ‘국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 교육의 체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본 (2010b)에서는 문법 능력이 문법 교육의 목

표가 되어야 함을 지 하며, 이를 국어에 한 이해 능력과 실제 언어에 

한 탐구17)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문법 능력에는 ‘문법 지

식’이 포함된다고 하여 문법 용어와 같은 메타  지식, 활용에 여하는 

차  지식 등을 모두 문법 능력에 포함하 다. 이는 문법 능력에서 문법 지

식이 요구된다는 을 의미하며, 동시에 개념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갖추어

야 하는 문법 개념의 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문법 능력의 신장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양 ․질  신장으로 바라볼 때, 문법 개념 학습은 문법 

능력을 구성하는 문법 지식의 확 에 기여하여, 궁극 으로 문법 능력 신장

에 도움을 다.

  문법 교육의 구체 인 목표를 명시 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과정 상의 

‘성격’, 혹은 ‘목표’이다. 2007개정교육과정의 학교 국어의 ‘1. 성격’과 ‘2. 목

표’ 부분에서 ‘문법 능력’과 련된 문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1. 성격

…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는 

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 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 이고 창의 으

로 표 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한 국어 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

게 이해하고 국어에 한 의식을 높인다.  … ( 략)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 인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 이고 

창의 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문법’ 학습은 언어 상에서 규칙을 찾

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사용 실제에 용하는 활

동을 강조한다.  …

17) 임지룡 외(2005)에서는 학교 문법의 성격  하나로 탐구  성격을 제시하며, 탐구  

성격은 문법 교육이 문법 지식의 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지식을 학습

자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는 에서 요성을 갖는다고 하 다. 이는 김 해(1997:113)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지식을 발견해 낼  아는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지식을 더욱 

강력하게 내면화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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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

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

하고, 국어의 발 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 략)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상을 계속 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 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 은 연구자)

  2007개정교육과정의 ‘1. 성격’과 ‘2. 목표’에서 언 되고 있는 요한 단어

는 ‘탐구’와 ‘의식’이다. 탐구는 단편  지식의 수라는 문법 교육에 한 오

해를 불식할 수 있는 요한 방법이자 내용으로, 문법 교육이 단편  지식

을 이해 없이 암기하는 역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궁극

으로 탐구는 학습자의 ‘의식(awareness)’18)을 고양하고 증 하여 국어 생활

에 심을 기울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9개정교육과정의 ‘1. 목표’와 ‘2. 성취기 ’을 살펴볼 

수 있다.

1. 목표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는 

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 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 이고 창의 으

로 표 하는 능력을 기른다. 한 국어 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

해하고 국어 의식을 높인다.  … ( 략) … 이러한 ‘국어’ 교과의 학습 경험을 

통해 궁극 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말과 에 책임 의식을 가지는 주체  국어 

생활을 하면서 창의 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

2. 성취기  : 국어 운용의 원리에 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

으로 이해하고, 국어에 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어 발 에 한 능동 인 태도

를 기른다.

( 은 연구자)

18) 김은성(2005:439-440)에서는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이 학습 주체가 언어를 

인식하는 (메타 )행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지 하 다. 교수학습의 주체인 학

습자가 강조되는 교육과정에서도 ‘의식’이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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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개정교육과정은 2007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내용 체계에서의 세부

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은 동소이하며 ‘탐구’와 ‘의식’이 

지속 으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이 확인된다. 결국 문법 교육에서 

탐구와 의식 고양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탐구와 의식 고양의 기 에

는 국어에 한 이해가 제되어 있다는 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

에 한 이해는 문법 지식과 연 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지식은 앞

서 언 한 바와 같이 단순한 언어 정보의 암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를 통해 체계 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지속 으로 강조되는 탐구에 한 비 으로는, 교사가 탐구 

학습을 문법 교육의 방법  측면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과 학습자의 지

 수 을 넘어서는 내용이 제시된다는 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

에 을 맞추어, 학습자들이 문법을 탐구하기 한 선수학습이 되어 있어

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탐구 학습은 문법의 기술 (descriptive) 성격을 

잘 보여주는 방법이지만,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학습자들은 문법 용어를 

메타언어  사고도구어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법은 국어

과 내부의 도구교과  가치를 갖는데,(민 식, 2007:290) ‘도구교과  가치’는  

문법 교육 내부에서도 문법 지식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학습자들의 인지  수 이 낮은 단계에서는 일상 언어를 사용한 탐구가 

용인되지만, 문법 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법 개념의 활용이 불

가능하다면 실제 수업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김은성(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학습 

신념  동기, 학습 상에 한 경험  인식, 학습 과정, 학습 성과’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학습 상에 한 인식에서 학습자들은 

문법이 공부하기 힘든 분야라는 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법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 공부할수록 헷갈리는 것, 

내용이 딱딱한 것, 외가 많은 것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문

법이 국어과의 다른 역과는 달리 상 으로 많은 개념이 구조 으로 연

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다. 학습자들은 문법이라는 학습 상에 

등장하는 표 에 낯선 용어가 많아서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 는데 

학습자의 반응도 문법 개념19)이 올바르게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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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확인해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  지식의 필요성이 요구

되는 시 (민 식, 2006)이며, 문법 교육의 부실이 반 인 국어능력 하

를 래하는 상황인 까닭에 문법 교육의 강화를 해 다음과 같은 문법 교

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민 식, 2011:242-243)

① 언어 민감성 함양         ② 표 어 능력 함양 

③ 규범 능력 함양 ④ 소통 능력 함양

⑤ 언어 문제 해결력 함양 ⑥ 사고력 함양

⑦ 조분석 능력 함양 

  의 문법 교육 필요성은 곧 반 인 문법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하며, 

여 히 ‘탐구’  ‘의식’과 불가분의 계를 형성하는 언어 민감성 향상과 언

어 문제 해결력, 사고력 함양 등이 요하게 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학습자가 문법 교육 목표로서의 문법 능력을 갖추기 해서

는, 이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문법 지식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객 인 지식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까지 용하는 지식까지 포함한다.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메타  

지식의 작용 근간에 문법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법 지식 확 의 한계

와 문법 능력의 신장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문법 개념 학습은 그 자체

의 의의도 있지만 궁극 으로는 문법 능력 신장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3. 형용사 개념 학습의 의의

  형용사 개념 학습의 의의는 우선, 형용사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을 통해 악된다. 형용사 개념은 문법 개념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류에 의

19) 김은성(2007)에서는 문법 용어, 개념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김호정 외(2007:174)

에서는 문법 용어를 문법  개념을 담은 기호로 정의하며 개념과 문법 용어를 동일하

게 악하 다. 그러나 개념은 명사로서 이름(명칭), 정의, 거 속성(criterial 

attribute), 실례(實例) 등을 통해 상의 본성을 나타내며(조희형 외, 2009:82), 개념의 

이름은 그 거속성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을 상기할 때에 어휘론  에서 ‘용어

=개념의 이름’이며 ‘용어의 의미=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이 ‘문법 용어, 개념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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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주  개념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반 인 문법 개념의 성격 

이해에 도움을 다. 분류는 기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기 을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의 범주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분류의 성격은 분류가 

본질 으로는 불완 할 수밖에 없다는 ,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고 구조

화된 학교 문법의 성격을 인식하도록 한다.

  구본 (2010a)에서는 국어 문법 개론서에 나타나는 품사 분류의 기 인 

‘형태(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가 실제 분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며, ‘의미’20)가 해당 품사에 속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

하지 못한다는 을 지 하 다. 즉,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

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정의되지만, 형용사 개념의 범주에는 정의에 부

합하는 형 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로 인해 

품사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에서 이동하여 유 경(1998)에서는 형용사

의 성격을 ‘통사  다원성’21)으로 규정하 으며, 구본 (2009)에서는 품사 개

념에서 원형 이론에 바탕을 둔 의 필요성을 지 하 다. 한 이 희

(2011)에서도 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형성을 제안하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형용사 개념 학습은 문법 개념의 범주가 불완 하다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학습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형용사 개념 학습이 품사 교육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고려

할 때, 형용사 개념 학습의 의의는 품사 교육 안에서 도출될 수 있다. 품사 

교육의 의의로 품사 지식이 학습자가 기본 으로 갖추어야할 문법 지식이라

는 을 꼽을 수 있다.22) 톰킨스(Tompkins, 2005, 민 식, 2001재인용)에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법 교육의 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 다.

20) ‘의미’는 단어 개별의 의미가 아닌 어휘 부류 체의 의미로서 품사 명칭을 정하는 

것과 략 인 의미 특성을 알게 한다.(구본 , 2009)

21) 어휘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되는 것처럼 통사 인 쓰임도 역시 그러하여, 기본 원

형(prototype)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 원형이 생기게 되는 것(유 경, 

1998:22)

22) 품사 분류는 아리스토텔리스(Aristoteles)가 단어를 명사(onoma)와 동사(rhema)로 나

 것을 기원으로 한다.(Milka, 1965, 김방한 역, 1982:16) 품사 지식이 언어학의 역사

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품사 지식이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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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어의 품사(parts of speech)

  ② 문장의 성분(parts of sentences)

  ③ 문장의 유형(types of sentences)

  ④ 문자 쓰기(capitalization)와 구두 (punctuation)

  ⑤ 표 어 교육(Standard English)과 어법(usage) 교육

  그리고 품사 지식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지식이다. 최형기(2010)에서

는 품사 지식이 탐구 학습의 좋은 주제가 되어 행 학교 문법의 정신에 알

맞은 학습 내용이며, 올바른 문장의 사용, 의미와 품사의 연 성, 단어형성

에 한 이해와 신어(新語)를 만드는 데 도움을 다고 하 다. 탐구 학습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은 품사 분류가 단순한 선언  지식의 수로

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품사 교육은 다

른 문법 지식 체계로의 이(轉移)에 도움을 다. 이는 품사 지식이 일회  

지식이 아니라 다른 문법 지식의 이해에 필요한 이력(轉移力)이 강한 지

식이기 때문이다.(이 희, 2008:27-34) 

  이와 같은 품사 지식 혹은 품사 교육의 의의가 곧바로 형용사 개념 학습

의 의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도 품사 교육의 의의가 실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먼 , 문법 교육의 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품사 지식이 고차원  수 의 지식이 아니라, 품사의 명

칭을 알고 정의를 이해하는 수 이라면, 당연히 형용사 개념의 명칭과 기

인 변별 능력은 학습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용사 개념은 분류에 의한 범

주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 개념과 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체계

성은 형용사 개념 학습 과정에서 동  개념인 동사 개념 학습의 결과를 이

용하게 하여 상  개념인 ‘용언’ 학습에 도움을 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개

념 학습은 문장 성분인 형어 개념의 이해에 도움을 다. 형용사는 안긴

문장의 형 로 사용되어,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인 형어와 많은 혼동을 

빚는다. 실제로 학습자들과의 면담에서 한 학습자는 형용사에 한 사례에 

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 다.

  [학생-4] 형용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뛰는, 걷는’ 같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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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역할을 하는 단어를 모두 형용사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가 설문 조

사 결과 상당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의 면담자가 언 한 ‘뛰

는, 걷는’은 동사에 해당하며, 후속 성분이 생략되었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형어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오류는 형용사 개념을 정확하게 범주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형용사 개념의 올바른 이해는 다른 문법 개념인 

형어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2. 문법 개념 학습에서 사례의 기능

2.1. 문법 개념의 구체  실

  문법 개념은 추상 인 지식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개념의 본질만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개념은 교육과정 안에서 일정한 변환을 거쳐 학습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은 그 자체가 거시 인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며, 

미시 으로 교수학습에의 내부에도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련의 교

육과정24)을 이홍우 외(2003:7)에서는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나열인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에 한 학문  탐구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자를 ‘지

시 상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지칭하 다. 교수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층 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박도순․홍후조(1999:39)에서는 이를 ‘공식  교

육과정, 잠재  교육과정, (零) 교육과정’으로 나 고, 공식  교육과정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식하 다.

23)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 인식 양상은 Ⅲ장에 기술되어 있다.

24) 박도순․홍후조(1999:25-37)에서는 교육과정에 한 다양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

개하 다. ①교육과정은 교과목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②교육과정은 계획된 활동

이다, ③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이다, ④교육과정은 수행

할 일련의 과업이다, ⑤교육과정은 의도한 학습 결과이다, ⑥교육과정은 문화  재생

산의 도구이다, ⑦교육과정은 사회개선을 한 로그램이다, ⑧교육과정은 개인의 인

생 행로에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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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식  교육과정의 변화(박도순․홍후조, 1999:40)

  공식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학문  지식, 가

르칠 지식, 학습할 지식(가르친 지식)’으로 구분된다. 즉, 학생을 잘 가르치

는 교사는 학자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이 되어(Trans position) 학문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후에는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칠 지식을 ‘학습할 지식’으로 변환한다. 이것이 바로 ‘교수  

변환(Diadatic Transpositon)’으로(박태호, 2011:104), 정지은(2007:24)에서는 

쉐바야르(Chevallard)의 교수  변환을 문법 교육에 용하여 <표 5>와 같

이 문법 지식 변환의 경로와 주체를 정리하 다.

역 지식의 종류 주체

학문 

역

학문  지식I(국어학 지식) 국어학자

학문  지식II(국어교육학 지식) 국어교육학자

↓

교육 

역

가르칠 지식I(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 지식) 교육과정 개발자

가르칠 지식II(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지식) 교과서 개발자

가르칠 지식III(수업  교사가 계획한 것)
교사

가르친 지식(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구 한 것)

가르쳐진 지식 학습자

<표 5> 문법 지식의 교수  변환의 경로와 주체(정지은, 2007:24)

  교사는 ‘가르칠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 지식을 바탕으로 처

방하는데, 이 교사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내용교수법(교수내용지식)이다. 박

태호(2011:105)에서는 슐만(Shulman, 1986)의 ‘내용교수법(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25)에 기 한 교수  변환은 가르칠 지식을 학생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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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학습할 지식으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학습자의 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표상(representation)’26)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음을 지 하 다. 특히 문법 개념은 추상  성격이 

강하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체 인 교육 자료(teaching material)의 제시

를 통한 ‘표상’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교수학습의 실제에서 학습자의 이

해를 돕기 해 제시되는 학습 자료를 바로 ‘사례’라고 부르며, 지식은 ‘사례’

를 통해 표상된다. 개념 학습에서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나 본보기의 제시를 

해 사용되며,(Reber et al, 2009:512), 많이 제시될수록 효과 이다.(조희  

외, 2011:88) 한 사례(상황이나 )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분류하여, 그 

에서 달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을 악할 수 있어야 학습자는 만족스러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White, 1988, 조 희 2005:34재인용)

  사례가 추상  개념을 구체 으로 실 하는 과정의 한 로, 2009개정교

육과정의 성취기 을 살펴볼 수 있다.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

  음운 체계를 탐구하기 해서는 음운을 사례로 제공하여 교수학습을 진행

해야 하며, 만약 음운보다 상  개념인 음 이 제시된다면 교육 내용을 올

바르게 구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음운이 음 의 분석을 통해 형성

되는 까닭에 음 은 음운 체계 탐구가 아니라, 음운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

하기 해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문장의 구조를 탐

25) 슐만(Shulman)은 내용교수법을 교사 ‘ 문 지식’의 고유한 형태로서 교사들만의 고

유의 역으로 내용과 교수법의 혼합물로 정의하 으며, 이것은 교수활동을 한 고

유한 지식체로 간주된다. 내용교수법은 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이 특정 주체, 문제  

특정 사항들이 심과 능력 수 이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맞추어 조직되고 표 되며 

변화되어서, 수업에서 제시되는 방법에 한 지식으로 조화롭게 혼합되는 것을 나타

낸다. 내용교수법은 내용 역 문가와 교사의 지식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범주라

고 정의하 다.(송 정, 2009:65)

26) 교재에 반 된 핵심 개념이나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학생들의 높이에 맞게 제

시하는 사고 활동 유형으로 유추, 은유, 증, 시, 설명, 시뮬 이션 등이 해당된다.

(박태호,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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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해서는 당연히 ‘문장’이 사례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는 성취기 의 교육 내용에는 겹문장(이어진 문장, 안긴문장)

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 으로는 ‘ (節)’이라는 문법 개념을 학습하는 것

이다. 즉, ‘문장의 구조’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은 ‘문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하  개념이 교육 내용이라는 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상의 분석을 

요구하는 교육 내용의 경우, 분석 상이 되는 상  개념의 사례를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알 수 있다.

  사례의  다른 기능은 개념 학습의 결과물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학습이 

종료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학습자의 기억에는 지식이 사례의 형태

로 남아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치와 바속(Chi and Bassok, 1988:8)에

서는 학습자들이 사례를 지식으로 기억한다고 지 하 으며, 박옥춘(Park, 

1984)에서는 사례 제시를 통한 개념 학습이 속성을 제시한 것에 비해 학습 

직후의 성취도는 낮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사례를 변별하는 평가에서 성취

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개념 학습 후 지식의 결과물로 사례가 

기억된다는 과 더불어, 기억된 사례가 개념 변별의 거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알려 다. 서울의 J 학교 3학년 1개 학 , 인천의 S 학교 3학년 2개 

학습을 상으로 약 1년 에 학습한 사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한 사  조

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생어의 주요 개념 

        

<그림 5> 생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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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생어와 련 있는 가장 요한 문법 개념으로 학습자들이 

‘어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 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될 

것이라는 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의 정의를 서술하는 질문에 다

음과 같이 답한 4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부 무응답 는 ‘(오래되어서)모

르겠음’으로 응답하여, 학습자들은 ‘ 생어’와 ‘ 사’에 한 개념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J 학생-1] 뜻을 넓은 범  에서 좁은 범 로 축소시키며 더 강조한다. 

[J 학생-2] 실질 인 부분 어근만으로 설명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보충하기  

해 사를 어근에 붙인다.

[J 학생-3]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

[J 학생-4] 어근과 어근을 이어주는 역할

  이와 같은 인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풋사과, 밤나무, 돌다리, 열심히, 소

물’에서 생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5>는 학습자들이 생어에 해당하는 사례를 체 으로 기억하고 있

다는 을 알려 다. 이것은 학생들이 개념을 학습하여 사례를 선택한 것

이 아니라, 장된 사례를 재인(recognition)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풋사과’가 이  교수학습에서 제시되었던 사례이기 때문이다. 

2.2. 문법 개념 학습의 단계  진행

  교수학습에서의 ‘단계’는 수업 과정의 ‘진행’과 수업 내용의 ‘심화’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진행’은 교수학습의 실제인 수업(instruction)을 하나의 

완 한 체재로 보아 수업을 개한다는 의미이며, ‘심화’는 학습 내용을 

계 으로 학습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념 학습에서 ‘개념 형성’과 ‘개념 

용’은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 인 교수

학습 안에서 단계 으로 실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 으로 ‘개념 

용’은 동  개념의 사례를 ‘변별(discrimination)’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개념의 범주가 명확하다는 을 제할 때에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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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은 그 경계가 불명확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개념 용’을 단순히 

속성과 비교하는 비사례(non-example)의 변별이 아니라, 형성된 개념을 범

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에 용하여 개념을 공고히 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자 한다.

  를 들어, 형용사 개념 학습을 개념 용 단계에서 심화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동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의 제시는 개념 형성 단계에서 습

득한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까닭에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유발하

여 효과 인 개념 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범주  모호성

이 있는 사례는 ‘변칙 사례’27)의 일종인데, 이는 학습자에게 해석 과정에서 

인지  갈등을 유발하여 학습자가 기에 습득한 이론의 신념에 향을 미

친다. 친과 루어(Chinn & Brewer, 1993)에서는 변칙 사례에 한 학습자

의 반응을 ‘무시, 거부, 배제, 보류, 재해석, 주변 이론 변화, 이론 변화’로 분

류하고, 변칙 사례에 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 다.

반응 유형 변칙 사례 수용여부 변칙 사례 설명 가능 기존이론 변화 여부

무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부 아니요 아니요

불확실 결정 못함 아니요 아니요

배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보류 결정 못함 아니요

재해석 아니요

주변이론 변화 부분 으로 

이론 변화 완 히 

<표 6> 변칙 사례에 한 반응 유형(Chinn & Brewer, 1993:13)

27) 친과 루어(Chinn & Brewer, 1993)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보를 변칙 

사례로 정의하 다. 포스  등(Posner et al, 1982)은 기존 개념 체계에 동화될 수 없

는 경험이나 새로운 개념을 한 상황을 불일치(anomaly)로 보고, 이 불일치 상황에 

의해 학습자는 기존 이론에 한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김순주,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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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의 반응 유형에서 ‘거부, 재해석, 배제’는 기 이론에 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반응인데, 이 에서 변칙 사례를 수용하고 그것을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재해석28)’ 반응에 주목이 요구된다. 그 까닭은 재해석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는 기존의 이론으로 변칙 사례를 설명하려고 하여 기

존 이론에 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는 개념 형성 단계에

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언어 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재해석 반응이 개념 학습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문법에 한 기술

(descriptive) 에서, 문법은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존재하는 정오(正誤)

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29) 학습자의 해석이 틀린 문법 설명 

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언어에 한 학습자의 선천 이고 경험  

지식을 통한 언어 상의 해석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인 인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같이 학교 문법의 규범 인 성격을 강조한다면, 학

교 문법은 공식 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하는 유일한 문법 지식 체계

이기 때문에, 학습의 연계성과 체계 인 문법 지식의 구성을 하여 언어 

상을 개인  지식이 아니라 학교 문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

야 한다.

  를 들어, 하나의 단어인 ‘남김없이’를 어근인 ‘남김’과 사인 ‘-없이’로 

분석하여 생어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규범 인 에서 ‘없이’는 사가 

아니라 부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남김없이’를 생어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

리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남김없이’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되 생어

가 아니라 쓰임이 굳어진 단어로 해석해야 한다.

  학생을 상으로 하는 개념 학습에서는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요

하다. 학습자의 개인  특성으로 인해 변칙 사례에 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재해석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가 없을 수도 있지

만 교수학습 상황을 조 하여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재해석하도록 만들 수 

28) 변칙 사례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변칙 사례가 기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기 이론에 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신념 체계에 맞추어 변

칙 인 사례를 설명한다. 기 이론에 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29) 본 문장의 ‘문법’은 언어학 일반과 같은 뜻을 지닌다. 학교 문법이 아니라, 언어 상

을 찰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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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학습자에게 재해석을 통해 개념 형성을 공고히 하도록 하는 활동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임칠성(2009)에서는 문법 교육의 방법을 ‘결과 심’과 ‘과정 심’으로 구

분하고, 자를 이미 확정된 문법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문법 

교육이라 정의하고, 후자를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기능과 략을 활용하

여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문법 교육이라고 밝혔

다. 그리고 결과 심의 교육은 장 30)도 있지만 이것이 문법 교육을 개별 

항목이나 외 심의 교육으로 만들 수 있다는 도 함께 지 하 다. 이

와 같은 에서, 변칙 사례를 학교 문법을 기 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일

견(一見) 개별 항목이나 외 심의 교육과 같은 의미로 달될 수 있다. 

그 지만 범주  모호성을 보이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와 사용,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를 심으로 하는 ‘언어 탐구와 인식활동(Language 

Explore and Awareness;L.E.A.)’이라는 에서 결과 심과 과정 심의 교

육의 균형 이 될 수 있다.

2.3. 학습자 인지 활동의 상

  교수학습 과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습자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학습자의 특성으로 ‘인지  특성, 신체  특성, 정의  특성, 사회  특성’등

이 있는데, 사례가 학습자의 인지  특성31)에 미치는 향을 살피도록 한다.

1) 인지 부담의 요인

  문법 개념은 국어를 상으로 형성된 추상 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에 

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체 인 언어 사례가 제시된다. 언어 사례를 

30) 결과 심 교육이 장 으로 ‘명백한 체계를 제시함’, ‘분명한 지식을 신속하게 획득하

게 함’, ‘교사가 융통성 있게 수업을 운 할 수 있음’이 있다.(임칠성, 2009:500)

31) ‘인지 활동(mental activity)’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

보처리  에서 ‘지각, 추론, 사고, 학습, 언어사용, 신체 움직임의 조 ’ 등과 같은, 

인간의 인지 자원이 활용되는 수행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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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인지 활동은 학습자의 인지  특성에 따라 학습자에게 ‘인지 부

담’32)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 ’과 ‘기억’을 

심으로 인지 부담을 고찰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인지  특성에는 ‘ 성, 언어 발달 수 , 인지 략, 특정 선수 

지식’ 등(Smith, 1999, 김동식 외 역, 2002)이 있는데, 이 에서 언어 발달 

수 의 지표인 ‘어휘 지식’33)에 알맞지 않은 사례가 인지 부담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학습자의 어휘 수 에 알맞지 않은 사례가 제시될 경우에는 가

장 기본 인 인지 활동인 ‘어휘  의미의 악(lexical process)’조차 어려워 

학습자에게 인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기연(2006)에서는 학교 학습자

의 62.89%가 낯선 어휘를 했을 때 당히 추측하고 넘어간다는 을 지

하 으며, 응답자의 다수는 문맥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측한다고 답하 다. 

의미 추측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의미를 추측하는 인지 활동 자체

가 학습자 인지 부담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개념 학습에서 제시되

는 사례는 문맥이 제거된 채 ‘단순한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생어 개념의 사례로 제시되는 ‘알밤’은 요즈음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며, 사용을 하더라도 본래 의미인 ‘밤

송이에서 빠지거나 떨어진 밤톨’이 아닌 ‘알[卵]’의 의미에서 유추된 ‘동그란 

밤’의 뜻으로 사용된다. 한, 학교 2학년 163명을 상으로 ‘먹거리’가 합

성어인가 생어인가 단하도록 하는 평가에서 약 8.3%의 학생이 ‘먹거리’

의 의미를 ‘먹자골목’, ‘먹을 것은 는 거리’ 등으로 이해한 채 문제를 해결

하 다. 이와 같이 사례가 학습자의 어휘 수 에 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지 활동으

로 인지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어휘 지식 이외에, 제시된 개념의 사례가 개념의 구성원인가를 단하는 

불필요한 인지 활동이 학습자의 인지 부담 요인이 된다. 이는 단 과정에

32) 본 연구의 ‘인지 부담’은 이후에 사용되는 ‘인지 부하(cognitive load)’로 인해 발생하

는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사용된다.

33) 어휘력(vocabulary knowledge)은 ‘양  어휘력’과 ‘질  어휘력’으로 구분된다.(이

숙, 199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지식’은 어휘의 양을 의미하는 ‘양  어휘력’과 

더 한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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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의 기억(memory)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유

발하기 때문이다. 인지 부담(cognitive load)이란 특정 과제의 수행이 인지 

체제에 부과하는 부하(load)의 총칭(Paas & Van Merrienboer, 1994:353)으

로, 특히 용량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작업기억(working memory)34)에 부

하를 가져온다. 

<그림 6> 기억 체계에 한 도식(Herrman, 2005, 이재식 역, 2009:118)

  인지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의 세부 인 ‘인지 부하’에는 ‘내  인지 

부하(intrinsic cognitive load)’와 ‘외  인지 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가 존재하며, 사례 그 자체와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은 자이다. 

내  인지 부하는 과제(element)35)가 다른 요소와 련을 맺는 ‘상호 작용성

(element interactivity)’이 높은 경우에 더 많은 작업기억 공간을 소비하게 

되어 발생한다. 스웰러와 챈들러(Sweller and Chandler, 1994)에서는 어떠한 

34) 기억에 한 통  모형은 애킨스와 시 린(Atkinson and Shiffirin)의 ‘가설  구성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  기억 모형에서는 기억을 세 역으로 나 어, 다

모형(衆多模型)으로 불리며, 기억을 크게 작업기억(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한

다.

35) 과제(element)에는 개념이나 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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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제가 단독 (isolation)으로 학습될 수 있으면 상호 작용성이 낮다고 

하 고, 과제가 여타의 요소들과 연  없이 학습될 수 없다면 상호 작용성

이 높다고 하 다36). 를 들어, 단순히 원소 기호 ‘Fe’가 ‘철(鐵)’이라는 것

을 암기하는 언어 정보의 습득은 다른 요소와의 참조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작용성이 낮다. 반면, ‘a/b=c’라는 수학식을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 차

으로 수행하면 배후에 깔린 원리인 등식에 계된 연산 법칙을 바탕에 두

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작업기억에

서 처리되기 때문에 높은 상호 작용성을 가지고 있어 인지 부담의 원인이 

된다.(왕경수, 2009)

  일반 인 성인에게 비교  단순한 사칙연산 과정은 자동화(automation)되

어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 부하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장기기억에 연산 

과정이 스키마로 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이 기억의 체 

역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듯, 장기기억도 ‘일화기억(episodic memory)’37)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38), 그리고 ‘ 차기억(procedural memory)’39)으

로 구분된다.(Matlin, 2004, 민윤기 역, 2007:151) 특정 문제를 차 으로 처

리하는 과정은 작업기억에서 수행되는데, 작업기억 용량은 차나 항목의 

개수를 의미한다. 아무리 복잡한 차나 정보로 구성된 스키마더라도, 인지 

활동을 해 장기기억에서 인출되어서는 작업기억에서 ‘1단 ’의 용량을 차

지하므로 인지 부하를 낮춘다. 즉, 특정 인지 활동 과정이 스키마로 자동화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정이 각각 하나의 작업기억 공간을 차지하여 학습자

는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동시에 처리되는 요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높

고 낮음이 좌우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습득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요소들이 활용되는가를 악해야 한다. 를 들어, 좌표평면에서 좌표

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자가 어떠한 요소들을 동시에 처리하는지를 통

36) 단, 다른 요소와의 련이 많은 것이 모두 상호 작용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를 들

어 단순히 용어를 활용하는 것(인지를 한 메타언어가 아닌)은 상호 작용성과 련

이 없다.

37) 개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기억.

38) 단어들과 그 밖의 사실  정보에 한 지식을 포함하는 세상에 한 조직화된 지식. 

개인에게 국한되거나 특정한 시간  맥락에서 회상되는 것은 제외된다.

39)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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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호 작용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Sweller and Chandler, 1994:191)

  ① x축은 가로축, y축은 세로축이며, 두 선이 만나서 을 형성한다.

  ② P(x, y)에서 P는 수와 기하 체계의 상 이다.

  ③ P(x, y)에서 x는 가로축에서 x의 치를 알려 다.

  ④ P(x, y)에서 y는 세로축에서 y의 치를 알려 다.

  ⑤ 가로축에서 x에 선을 는다.

  ⑥ 세로축에서 y에 선을 는다.

  ⑦ 두 선이 만나는 이 P(x, y)이다.

  의 과정은 7단계로 구성되지만, 좌표평면을 충분히 학습하여 스키마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자동화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스키마가 형

성되지 않은, 과제를 처음 하는 학습자에게는 높은 상호 작용성이 있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문법 개념의 학습에서 사례 이해 과정의 상호 작용성을 살펴보면, 합성어 

‘군밤’40)을 어근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군밤’을 두 부분으로 나 다.

  ② ‘군-’과 ‘밤’의 실질  의미를 확인한다.

  ③ ‘군-’의 의미를 ‘구운’으로 이해한다.

  ④ ‘구운’이 ‘굽다’의 형형임을 생각한다.

  ⑤ ‘군’은 ‘구운’의 동음탈락이다.

  ⑥ ‘밤’은 열매의 일종이다.

  ⑦ (     ) + ‘밤’으로 어근을 분석한다.

  ⑧ (     )에 들어갈 형태소가 ‘굽(다)’이다 : 형형 어미는 형태소이지만 실

질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과정은 8단계로 차화되었는데, 동일한 합성어인 ‘돌다리’의 분석 

차와 비교해 본다면 과정이 얼마나 더 복잡한지 쉽게 단할 수 있다. 한 

차 에서 ‘불규칙 활용, 형형, 어미’ 등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과제

의 상호 작용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문법 개념의 상호 작용성이 비교  

40) 7차 교육과정 학교 생활국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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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까닭은 개념이 본래 체계 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

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높은 상호 작용성은 학습자의 인지 부담의 요인이 되

는 것이다.

  왕경수(2009)에서는 반 게르번(Van Gerven, 2000)의 인지 부하이론을 기

반으로, 인지 부하와 학습에 한 인과 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7> 인지부담과 학습에 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 계(왕경수, 2009:501)

  <그림 7>에서 왼쪽은 수업 방법, 학습자 변인(작업기억 용량이나 처리능

력, 선수학습, 학습 양식, 나이, 지능, 흥미 등), 그리고 과제 변인(과제복잡

도)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인과 계를 의미하고, ‘-’부호는 부 (negative)인 

연결, ‘+’기호는 정 (positive)인 계를 나타내는데, 역시 내  인지 부하가 

학습자의 인지력에 부정 인 향을 미쳐 인지 부담을 다는 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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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 분산 유발

  ‘단어(word)’는 분리성과 자립성을 갖는 최소의 문법 단 로 정의된다.(남

기심․고 근, 1993:51)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최소 단 로 정의되지만, 문

법 개념의 형성 과정을 상기할 때, 분석의 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례 자

체만으로도 어휘   의미를 실 할 수 있는 ‘단어’가 문법 개념 학습의 사례

로 합하다는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법 개념의 사례로 제시되는 ‘단

어’는 이미 의미를 스스로 실 하는 문법 단 이기 때문에, 여러 문법 지식 

층 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한 언어 사례는 한 가지 문법 개

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법 개념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를 들어, ‘울다’는 음운론  차원에서 ‘ㄹ’탈락의 사례가 되기도 하며, 형태론

 차원에서는 ‘단일어’이며, 품사로서는 ‘동사’에 속한다. 그리고 어휘론  

차원에서는 ‘고유어’에 해당한다.

<그림 8> 사례의 개념  다원성

  이와 같은 사례의 ‘개념  다원성(多元性)’으로 인해, 학습자는 사례에 

한 인지 활동  사례가 속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을 연상(聯想)41)할 수 있다. 

41) 연상(聯想)의 사  의미는 ‘하나의 념이 다른 념을 불러일으키는 상.(표 국

어 사 )’이다. 국어 교육에서는 발산  사고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인지심리학

의 용어로는 연상(association)은 이미 기억된 것과 련을 맺고 있으므로, 엄 한 의

미에서 본 연구의 ‘연상’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상’은 ‘주의(attention)’와 

‘ 화(priming)’, ‘의식(consciousness)’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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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업기억과 같은 인간의 인지 자원은 제한 이기 때문에, 학습자에

게 의식된 정보가 모두 수용되지는 않는다. 의식된 개념에 한 처리를 ‘(선

택 )주의(attention)’라고 하며,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로부터 제한된 

양의 정보를 집 으로 처리하도록 해 주는 수단이 된다.(Sternberg, 2003, 

김민식 외 역, 2005:60) 학습자의 인지  특성 에는 의식된 새로운 개념에 

한 개인 인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의식(consciousness)’42)이 작

동하여 인지 자원을 소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학습 목표 도달에 지장을 래하지 않는 문법 개념에 주의를 분산함으로써, 

인지 부담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는 인지 활동에서 작업기억이 짧은 시간의 

 혹은 선택  주의와 련이 있기 때문이다.(Rockstroh and Schweizer, 

2001, 김은숙, 2011:113재인용)

<그림 9> 의식과 기억과 주의의 정보처리 모형(김은숙, 2011:131)

  

  문법 개념의 사례에 의해 주의 분산(split attention)이 일어나는 로, ‘군

밤’을 어근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는 ‘어근’이라는 문

법 개념에 주의해야 하지만, 교사의 설명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ㅂ불규

42) ‘의식’은 정보에 한 수용을 단하는 기능도 하지만, 메타의식 차원에서 자신의 의

식  경험 그 자체에 해 생각하고 사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은숙,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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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활용’에 주의를 분산한다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선행지

식이 없는 학습자가 ‘ㅂ불규칙 활용’을 스스로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만, 교사가 설명 과정에서 이 문법 개념을 언 한다면 충분히 학습자가 주

의를 분산하는 데 향을 미친다. 드리스콜(Driscoll, 2005, 양용철 역, 

2007:125)에서는 정보가 학습자에게 ‘의미’를 제공하거나 과제가 복잡한 경우 

그것에 주의를 집 하도록 한다고 하 는데, 이는 결국 새로운 정보의 출

은 모든 학습자에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학습 동기

가 높은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에 주의를 집

43)할 것이며, 학습 동기가 낮은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의 감지를 통해 과

제 복잡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43) 실제로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사  수업 경험기술지에서, 우수한 성취수

과 수업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공통 으로 ‘-아/어지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를 만들어 다는 사실에 주목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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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의 선정

1. 사례 선정의 기  설정을 한 학습자 인식  교재의 

양상 분석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은 형용사와 련된 학습자의 

인식 양상과 교재에 제시된 사례의 실증 인 분석을 통해 설정될 수 있다. 

학습자 인식 양상에서 형용사 개념에 한 오개념과 인지 활동 과정에서의 

오류  인지 부담 등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에 제시된 사례가 학

습자의 인지 활동에 미치는 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는 교수

학습의 실제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데, 그 까닭은 교사들은 교과서에 

한 신뢰와 동료 교사와의 력 등으로 인해 공식 인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을 계획하며,(한정은, 1996)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를 심으로 다루는 교사

의 비율이 이기 때문이다.(장소연, 2007)

  2007개정교육과정의 학교 1학년 교과서 23종44)  임의로 17종을 선정

하여 형용사 개념 학습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 다. 한 교과서에서 평균

으로 약 6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여러 교과서에 복으로 제시된 

사례는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총 61개의 형용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늘다, 건강하다, 검다, 고맙다, 고 다, 곱다, 귀엽다, 그립다, 근사하다, 

기쁘다, 길다, 깊다, 넓다, 노랗다, 높다, 느리다, 단순하다, 달다, 덥다, 동

그랗다, 따뜻하다, 딱딱하다, 많다, 맑다, 멋지다, 명랑하다, 무섭다, 다, 

밝다, 부드럽다, 비싸다, 빠르다, 서두르다, 슬 다, 싫다, 쓰다, 아니다, 아

름답다, 아 다, 어둡다, 엄하다, 외롭다, 없다, 쁘다, 용감하다, 유쾌하

다, 작다, 좋다, 즐겁다, 짜릿하다, 짧다, 차갑다, 착하다, 하다, 춥다, 

크다, 랗다, 푸르다, 행복하다, 훤칠하다, 흥미롭다(61개)

44) 2007개정교육과정 학교 국어 교과서 종류는 1학년 23종, 2학년 15종, 3학년 12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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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용사 개념에 한 인식  구  측면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 형용사 개념의 ‘정의(定義)’에 한 

이해 양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 다. 형용사 개념의 정의를 기술하

는 질문에, 총 243명의 학생(1학년 : 57명, 2학년 : 90명, 3학년 : 96명)  

51%에 달하는 124명의 학생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혹은 ‘다른 단어를 꾸

며주는 단어’ 등과 같이 수식 기능에 해당하는 정의를 기술하 다.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화를 완성하시오.

  동생 : 오빠, 품사 배운 것 기억나?

  오빠 : 그럼,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렴.

  동생 : 형용사가 뭐지? 설명 좀 해줘라.

  오빠 : 응, 형용사란                                                  

                                                              .

  형용사 개념의 정의인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등과 유사한 

의미의 응답을 보인 학생의 비율은 형용사 개념 학습이 완료된 후의 시간이 

길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 으며, 이와는 조 으로 수식 기능에 을 

맞춘 정의를 기술한 학습자의 비율은 증가하 다. 형용사 개념 학습 후의 

경과 시간이 비교  짧은 1학년 학생의 31.6%가 ‘사물의 상태나 성질’과 

련된 답을 작성하 으나,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2학년에서는 약 12.2%, 3

학년에서는 8.3%로 응답 비율이 감소하 다. 이를 통해 학습 시간이 경과할

수록 형용사에 해 이해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5) 반면 ‘명사를 꾸

며주는 단어’ 등으로 기술한 학습자는 1학년에서 31.6%를 기록하다가 2학년

에서는 48.9%, 3학년에서는 64.6%로 지속 으로 증가하 다.

45) 학습자의 응답  질문과  련 없는 내용을 어서 기타  무응답으로 분류된 

것도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타  무응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의 비율

은 어도 25%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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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형용사 개념의 정의에 한 응답 비율

  <그림 10>은 학습자들이 형용사의 정의를 망각(forgetting)46)한다는 사실

을 보여 다.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을 통해 알려져 있듯이 학습이 종

료된 후에 망각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과는 학습 내용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가 그것을 체하고 있음을 보여 다. 형용사 개념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망각의 차원(순행간섭)에서 분석하면 학습

자의 기억 속에 이미 옛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혼란은 ‘개념 생태(conceptual ecology)’의 에서도 

해석 가능하다. 개념 생태는 추상 인 개념들 간의 계뿐만 아니라 학습자

의 태도나 심리 상태  사회  요인 등 개념과 련된 제(諸)요소를 포함

하는데, 기존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형용사 개념에 국어 형용사 개

념이 포섭되어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형용사’라는 

용어를 처음 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209명의 학습자  ‘ 어 과

목’을 선택한 학습자가 104명(52.2%)이었으며, ‘국어 과목’이라고 응답한 학

46) 망각이란 기억의 일부 는 부를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우선 학습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아 있는 기억의 흔 이 사

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 용량이 차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와 오래된 것이 나감

으로써 오래된 것을 잊는 경우가 있으며, 새 정보와 옛 정보가 서로 충돌하여 인출을 

방해함으로써 망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간섭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순행간섭이라고 한다.(Driscoll, 2005, 양용칠 역, 

20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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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90명(45.2%)이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학습자들이 등학교나 학

교 어 교과, 는 이와 련된 개인 인 학습을 통해 형용사의 개념을 습

득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에서 형용사 개념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

능을 지닌 단어’로 정의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오개념 원인을 여기에서 추

정할 수도 있다.

  <그림 10>에 나타나는 인식 양상은 형용사의 기본 형태에 한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세 가지 응답하는 질

문에 다수의 학습자들은 ‘-다’의 기본형( , 쁘다)으로 응답하지 않고, ‘-

ㄴ’의 형형( , 쁜)으로 응답하 다.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형용사의 

기본 형태의 유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형용사의 기본 형태에 한 인식 비율

  형용사 개념을 수식 기능으로 이해하는  다른 원인으로 형용사와 동사

의 기능이 유사하여, 서로를 차별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두 문법 개념이 모두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변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 개념을 수식 기능의 품사

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다. 송경안·송진희(2007)에서는 품사에 한 유형론

 연구를 제시하며 국어의 형용사와 동사가 별도의 품사로 설정되어야 할 

만큼 두 개념 간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아서 동일한 품사의 하  범주로 간

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 다. 한 김건희(2005)에서도 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형용사의 유형을 몇 가지 기 에 따라서 나  결과, 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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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가 동사에 가장 가깝다는 을 밝혔다. 이와 같이 동  개념인 동사

와 형용사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두 개념이 혼돈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는 을 보여 다.

  그리고 형용사가 동사와 차별되는 가장 요한 특징은 ‘수식’이다. 박진호

(2004)에서는 형용사와 동사가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을 조사하여, 형사형 

어미와 연결하는 비율이 형용사가 동사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김건희, 

2005:60) 이러한 을 미루어 보아, 형용사가 형형으로 성하는 ‘수식’ 기

능이 두드러지는 품사로 볼 수 있다.

형용사 동사

종결 어미 13.2% 종결 어미 15.0%

연결 어미 34.1% 연결 어미 48.5%

명사형 어미  2.8% 명사형 어미  3.8%

형사형 어미 49.8% 형사형 어미 32.5%

<표 7> 용언의 어미 결합 비율(박진호, 2004, 김건희, 2005:61재인용)

  형용사 개념의 반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학습자들이 형용사 개념을 ‘의미’가 아닌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기

으로 하여 범주화한다는 을 알 수 있다.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 인식 양상 분석에 이어, 교재에서 추상 인 

형용사 개념을 구체 으로 실 하는 사례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먼 , 어떤 단어가 형용사 개념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지 빈도

순으로 정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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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단  어 제시된 교과서 수(종)

1 아름답다 11

2 쁘다 8

3 높다 5

4 착하다 4

5 푸르다 4

6 곱다 3

7 노랗다 3

8 따뜻하다 3

9 빠르다 3

10 작다 3

<표 8> 교재에 제시된 형용사 사례

  <표 8>을 통해 ‘아름답다’와 ‘ 쁘다’와 같은 ‘아름답다’류 어휘가 형용사 

개념을 형성하기 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아름답다’류 

이외의 사례들을 의미 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를 들어 ‘색채’

가 형용사 개념을 잘 드러내는 의미 부류라면 ‘노랗다’와 ‘푸르다’ 등의 색채

어가 제시된 교재의 수가 17종에 가까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8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아름답다’나 ‘ 쁘다’가 제시된 교재가 19종에 이른다는 은 거

의 모든 교재에서 이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단, 

의 결과만으로는 ‘아름답다’류가 형용사 개념 형성을 한 사례로 다수 제시

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학습자의 형용사 인식 양상을 참고하여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순 단어 응답 횟수 비율 비율

1 쁘다 88 16.7% 16.7%

2 아름답다 74 14.0% 30.7%

3 멋지다 67 12.7% 43.4%

4 귀엽다 29 5.5% 48.9%

<표 9> 학습자가 생각하는 형용사 개념의 사례



- 50 -

  <그림 10>의 결과를 보여  형용사 , 복 응답 횟수는 <표 9>와 같

다.47) 높은 빈도로 응답된 형용사는 모두 의미 으로 외모와 련된 유의 

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어휘장(語彙場)구조가 보

편 이고, 단어들 사이에 안정 인 연결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주

에 속하는 단어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Miller, 강범모 

외 역, 2000:193-195) 즉, 외모와 련된 의미를 표 하는 형용사를 형

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어 형용사 사례에 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었

다. 어 형용사에 한 응답으로 ‘pretty’, ‘beautiful’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

데, 이 단어들은 원수정(2006)의 학교 어 교과서 고빈도 형용사 어휘 목

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 인 학생이 어로 

사고(思 )하여 단어를 제시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국어

로 ‘아름답다’, ‘ 쁘다’를 떠올린 후에 이를 ‘pretty’와 ‘beautiful’로 번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높은 타당성을 지닌다. 결론 으로 형용사의 형  

사례에 한 인식 양상은 교재에 제시된 ‘아름답다’류가 이론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어 화자의 언어 직 에 따른 것이라는 을 추론하게 한다.

  교재에 제시된 사례 에는, ‘형용사’가 아닌 새로운 범주로 분류 가능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 다. ‘없다’는 규범 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에 

해당하지만, 소  ‘존재사(存在詞)’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이다. ‘ㅂ’교과서에

서는 ‘없다’를 형용사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나] 가져갔었지, 찾았는데, 읽고, 가져왔지, 흥미롭더라, 없잖아.

<ㄷ교과서, 296쪽>

  한, 소  ‘지정사(指定詞)’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지정사’는 학

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인 ‘이다’와 형용사인 ‘아니다’를 포함하는데, ‘ㄷ’교

과서에서는 ‘아니다’가 제시되어 있다.

47) 마틀린(Matlin. 2004)은 각 범주에 해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본보기를 기재하는 

실험을 통해 본보기와 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연장에서 ‘형용사’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세 가지씩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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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사’라고 하며, ‘좋네요, 아닙니다, 멋져요’와 같이 어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

<ㄷ교과서, 119쪽>

1.2. 형용사 개념 학습의 단계성 측면

  형용사 개념 학습은 형  형용사 개념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념 

용 단계로 구성된다. 형용사 개념을 용하기 한 사례는 동  개념인 

동사와의 유사성이 높은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의 

제시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교재를 살펴본 결과,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는 제 로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종의 교과서  형

용사의 명령형  청유형을 제시한 교재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ㄷ’교과

서만 ‘행복하다’와 ‘건강하다’를 명령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가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의미 있는 까닭은 학

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유발하여, 개념 학습을 개념 형성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용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ㄷ’교과

서에서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규범에 

어 난다는 을 설명하며 오히려, 명령형  청유형으로 형용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을 ‘ 쁘다, 훤칠하다’와의 비교를 통해 다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궁 증은 인사말에 한 것이다. 만났다가 헤어질 때 우리는 종종 

“행복하세요.”라든가 “건강해라.”라는 인사말을 하거나 듣는다. 그런데 이러

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ㄷ교과서,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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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문법에서 형용사 개념은 ‘의미’를 심으로 범주화되므로 동  개념

인 동사와 변별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그 기 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

순히 형용사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것에 규범  제약이 있다는 을 보여주

는 것에 그치게 될 경우, 인지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여 형용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못해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가 ‘의미’에서 발생한다는 

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교재에 제시된 사례 에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외에도 명령  청유의 

형태로 활용 가능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를 들어, ‘착하다, 명랑하

다, 용감하다’ 등은 개인의 언어 직 에 따른 용인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명

령  청유가 많이 어색하지 않은데, ‘ㄱ’교과서와 ‘ㅅ’교과서에서 그 를 발

견할 수 있었다.

 그 소녀는 무척 명랑하다.

<ㅅ교과서, 108쪽>

  

 (2) ㄱ. 명랑하다

        ① 명령문 : 명랑하라, 고양이(이용한 시집, 2011)

        ② 청유문 : 명랑하자. 까짓것.(인터넷 블로그)

     ㄴ. 용감하다 

        ① 명령문 : 변화에 용감해라.(주간한국, 2004. 1. 14.)

        ② 청유문 : 시골 동네 장 수탉만큼만 용감하자.(한국일보, 2005.1.2.)

  (2)에서 알 수 있듯이, ‘명랑하다’, ‘용감하다’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

사이다.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개념 학습의 내용을 단계 으로 심화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러한 기능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형용사의 형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개념을 형성하는 사

례로 제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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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지 활동의 부담 측면

  학습자들이 사례를 처음 마주쳤을 때 이루어지는 인지 활동은 어휘 지식

과 한 련이 있다. 교재에 제시된 사례 , 학습자들이 어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ㄷ’교과서에 제시된 ‘훤칠하

다’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 다. 학교 1학년 한 개 학 (26명)을 상으로 

단어의 인식 경험과 의미를 기술하도록 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     용 인원 수(명) 비율(%)

1. ‘훤칠하다’를 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14 54

   1-1. 1.의 응답자  ‘훤칠하다’의 뜻을 추측한 학습자 10 38

   1-2. 1-1.의 응답자  ‘훤칠하다’의 뜻에 ‘잘생기다

      (미남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학습자
 9 35

2. ‘훤칠하다’를 들어본 이 없는 학습자 12 46

<표 10> ‘훤칠하다’에 한 이해 정도

  ‘훤칠하다’를 한 번도 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는 12명이었고, 반 인 경

우는 14명이었다. 체 으로 반에 가까운 학습자들이 낯설게 여기는 단

어라는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어를 한 경험이 있는 14명에게는 의미

를 기술하도록 하 는데 10명의 응답자 ,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잘생기다’

의 의미를 포함한 뜻풀이를 작성하 다. 결국 한 학 의 1명을 제외하고는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 자세히 논의

하겠지만 ‘훤칠하다’는 의미 으로 상의 ‘크기’와 련된 것인데, 이를 잘생

겼다는 의미로 악하는 것은 평가가 반 된 ‘모양’으로 추측하는 양상을 보

여 다.

  학습자의 어휘 지식 에는 연어 계에 한 지식도 포함된다.(이 숙, 

1997) 특정 단어와의 제한 인 연어 계를 보이는 단어를 형용사 개념의 

사례로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경우, 학습자는 어휘 지식의 부족으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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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ㅈ’교과서에서 ‘고 다’를 사례로 제

시하 는데, ‘고 다’는 ‘배가 고 다(배고 다)’처럼 ‘배[腹]’와 함께 사용되는 

쓰임이 두드러지며, 다른 단어와의 연어 계는 찾아보기 어렵다.48)

…은 이름을 나타내고, ‘먹다, 잡다’ 등은 움직임을, ‘고 다, 춥다’ 등은 상태

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공통된 의미로 묶을 수 있다.

<ㅈ교과서, 82쪽>

  학습자의 어휘 지식에 이어, 학습자에게 과도한 인지 활동을 요구하는 사

례를 살펴볼 수 있다. 형용사의 특징  하나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可變

語)’라는 인데, 형용사와 ‘-아/어하다’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하는 경우

에는 그것이 동사인가를 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 질문에 한 

학습자 응답의 분석을 통해 형용사를 동사와 변별하는 과정의 인지 부담을 

추정할 수 있다.

 ※ 다음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좋다) • 민수는 독서를 무척         .

  의 질문에 응답자 243명은 모두 ‘좋아한다’로 문장을 완성하 다. ‘좋아

하다’는 ‘좋-’과 ‘-아하다’의 결합으로 분석되지만, 이미 단어로 인정되어서 

사 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형용사는 자동사처럼 목 어를 요구하지 않

는 1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형용사의 활용(活用) 과정에서 목

어를 요구하는 ‘-아/어하다’의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문장 구조와 같은 어떠한 단서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아/어하다’와의 결

합 형태만이 학습자에게 제시될 경우, 설문 결과처럼 학습자들은 이를 형용

사 개념의 사례로 인식할 수 있다. ‘ㅂ’교과서는 용언 개념의 학습  활동

48) 표 국어 사 의 용례와 ‘꼬꼬마 세종말뭉치 시스템’의 용례 검색에서도 부분 ‘배

[腹]’가 ‘고 다’의 앞뒤에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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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기>의 단어를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와 ‘상태나 성질을 타나내는 

단어’로 구분하는 활동을 제시하 다.

1. 다음 단어들을 제시된 기 에 따라 분류해 보자.

<보기>
샀다, 깊구나, 일어났구나, 좋아한다, 떠든다, 높구나

•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 (                    )

•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 (              )

<ㅂ교과서, 83쪽>

  <보기>의 ‘좋아한다’는 규범상 동사이지만, 형용사인 ‘좋다’와의 의미를 떼

어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이것이 동사인가 형용

사인가 단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추가 으로 요구된다.49)

  ① ‘좋아하다’는 ‘좋다’의 활용형이다.

  ② ‘좋아하다’는 동사라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③ 동사의 특징을 보이는 활용을 해 본다(  : 좋아한다, 좋아하자, 좋아해라)

  ④ ‘좋아하다’는 동사가 맞다.

  ⑤ ‘좋아하다’는 ‘좋다’의 활용형이 아닌가?

  형용사와 ‘-아/어하다’의 결합 형태는 동사로 사 에 등재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래 ‘-아/어하다’와의 결합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

의 결합이므로 형용사와 ‘-아/어하다’를 각각 하나의 단어로 인식할 수 있

49) ‘좋아한다’는 이미 동사의 특성인 재형으로의 활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법 

상에 민감한 숙련자에게는 자동 으로 동사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동사와 형용사

를 변별하는 형태통사  특성에 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변별이 자동화 되어 일어났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모두 ‘좋아한다’를 형용사의 활용형으

로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들이 동사와 형용사를 변별하는 차  지식을 

한 덩어리의 스키마로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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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어문규정집의 ‘한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7항의 해설50)에서는 

“… ‘-아/-어’ 뒤에 붙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 단

어는 띄어 쓴다는, 일 성 있는 표기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다’와 같이 리 사용되는 형태는 이미 단어로 형성

되었기 때문에 붙여 쓸 수밖에 없으며, ‘미워하다, 싫어하다, 뻐하다’ 등과 

같은 많은 수의 ‘-아/어하다’ 결합 형태도 이미 동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

지만 ‘만족스럽다’와 ‘-아/어하다’가 결합할 경우에는 ‘만족스러워하다’가 사

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만족스러워 하다’로 띄어 쓰는 것

과 허용 으로 ‘만족스러워하다’로 붙여 쓰는 것 모두가 인정된다. 허용을 

인정하여 ‘만족스러워하다’로 붙여 쓴다면 이것의 품사를 학습자들이 올바르

게 인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동사와의 변별을 요구하는  다른 경우로는 동사로의 통용을 들 수 있

다. ‘ㅈ’교과서에서는 단어 ‘크다’만을 형용사의 사례로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

하고 있는데, 동사 개념의 변별 능력이 잘 형성된 학습자라면 이것의 품사

를 동사로 자동 으로 단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인지하는 다른 형용사 사

례를 단할 때에도 동사와의 통용 여부를 검하는 불필요한 인지활동을 

겪을 수 있다.

곱다, 크다, ……’처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形容詞)라고 

한다.

<ㅈ교과서, 60쪽>

1.4.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 분산 측면

  형용사의 활용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음운

의 탈락’과 ‘불규칙 활용’과 같은 음운 변동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

50) 국립국어원 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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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말하면,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주의를 집 해야 하는 형용사 개념 이

외에도 ‘음운의 탈락’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다른 문법 개념’의 연상이 가능

하여 학습자의 인지 활동에 방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념  다원

성으로 인해, 사례는 본질 으로 여러 문법 개념에 속하지만, 형용사 개념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다른 문법 개념으로 주의를 분산할 필요는 없다.

  ‘형태’를 기 으로 품사를 분류할 때, 형용사는 ‘가변어(可變語)’에 속한다

는 사실을 달하기 해서 형용사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어간)’과 ‘형

태가 변하는 부분(어미)’51)으로 구분하는데, 음운의 탈락이나 불규칙 활용으

로 인해 형태 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한 형용사 사례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어간과 어미의 경계가 불분명한 까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법 개념이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하도록 할 수 있다.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법 개념의 연상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형용사 활용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 다음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가늘다)   • 바닥에 놓인          막 를 주웠다.

 ( 쁘다)   • 어제 버스에서 만난          그녀가 기억난다.

  ‘가늘다’를 형형으로 활용하는 설문의 결과, 응답자 243명 , 

  가늘은(6명, 2.4%), 가늘한(8명, 3.2%), 가느다란(27명, 11.1%)

  등의 답이 있었다. 의 결과는 흥미로운 해석을 보이는데, 먼  비교  

응답 비율이 낮지만 ‘가늘은’으로 응답한 경우는 ‘가늘다’를 기본형으로 설정

하고, 활용 과정에서 ‘ㄹ’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다. 그리고 

51) 품사 개념을 학습한다는 거시  에서는 용언의 특징에만 국한되는 ‘어간’과 ‘어

미’라는 용어의 노출이 학습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재도 있다. 그러나 직 으로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활용’의 설명을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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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의 종류 사 례

‘ㅡ’탈락  쁘다, 고 다, 기쁘다, 슬 다, 아 다

‘ㄹ’탈락  길다, 달다, 가늘다

<표 11> 음운 탈락이 일어나는 형용사 사례 목록

‘가느다란’은 별개의 형용사인 ‘가느다랗다’의 형형이기 때문에 ‘가느다랗

다’가 활용 과정에서 연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52) 참고 으로 ‘ 쁘다’를 

형형인 ‘ 쁜’으로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에서는 오류를  찾

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음운의 탈락이 발생하는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알 수 있다. 즉,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류를 지 하기 하여 ‘ㄹ’탈락이 언 되거나 설명되면, 학습자들은 이

에 주의를 집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재에 제시된 사례  활용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형

용사 사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불규칙 활용의 종류 사 례

‘ㅂ’불규칙
 아름답다, 곱다, 귀엽다, 고맙다, 그립다, 덥다, 무섭다, 다, 

 어둡다, 차갑다

‘ㅎ’불규칙  좋다, 동그랗다, 노랗다, 랗다

‘르’불규칙  빠르다, 서두르다

‘러’불규칙  푸르다

<표 12> 불규칙 활용하는 형용사 사례 목록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연상 가능한 다른 문법 개념은 ‘탈락’과 ‘불규칙 

활용’과 같은 음운론  층  외에도, 단어 형성 층 에서도 존재한다. 앞에

서 살펴본 형용사와 ‘-아/어하다’의 결합과 같이, 형용사와 ‘-아/어지다’의 결

합 형태도 동사를 형성한다. 다만 ‘-아/어하다’ 결합 형태는 형용사와는 다

52)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의 검색 결과 ‘가늘다’는 부사형인 ‘가늘게’로 활용

되는 비율이 35.09%, 형형인 ‘가는’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23.82%인  반면 ‘가느다랗

다’는 형형인 ‘가느다란’의 비율이 78.42%로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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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문장 구조를 취하는 까닭에, 문장 속에서의 ‘활용(活用)’ 과정에서 등장하

기 어렵지만, ‘-아/어지다’는 부분의 형용사와 폭넓게 결합하며 목 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활용 과정에서 형성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아/어지다’와의 결합 형태를 형용사로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 다음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기쁘다) • 방학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

  의 질문에 응답자 243명 

   기뻐지다(기뻐진다)(58명, 23.8%), 활용이 불가능함(30명, 12.3%)

  등의 응답이 있었다. 특히 ‘기뻐지다’는 언어 사용자의 직 에 따라 그 용

인성이 다르게 단될 수는 있지만, 용인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수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용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꼬꼬마 세종말뭉

치 활용 시스템’53)의 형태소 검색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지만 

학습자들이 ‘기뻐지다’를 형성하고, 그 응답 비율이 ‘활용불가’라는 응답 비율

보다 높다는 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형용사의 활용을 통해 ‘-아/어지다’ 결

합 형태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다. ‘ㅊ’교과서에서는 형용사를 

활용하여 감탄문을 완성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활동의 결과로 ‘-

아/어지다’와의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53) 세종 말뭉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①말뭉치를 구조화 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고, ② 장된 말뭉치로부터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③ 장된 말

뭉치  생성된 통계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http://kkm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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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뜻하다(형용사)

→ 4월이 되니 바람이 정말 (          )!

<ㅊ교과서, 76쪽>

   빈칸에 들어갈 한 형태는 ‘따뜻하구나!’이다. 문장 부호로 느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탄문이라는 을 쉽게 악할 수 있지만, 문장 부호와 

문장 종결법에 민감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따뜻해졌다’로 문장을 완성하기도 

한다. 이는 ‘따뜻해졌다’로 문장을 완성하더라도 문장의 의미에 어색함이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어지다’ 결합은 동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따뜻해지

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 결과가 동사인가 형

용사인가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용사가 아니라는 을 설명하기 

해 ‘단어 형성’과 련된 문법 개념이 등장한다는 이다. 즉, 문장의 합

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습 내용의 범 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법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와 같은 활동 결과에 알맞은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설정과 용

2.1.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 인식  교재 분석에서 드

러난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형용사 개념 측면에서는 형성과 범주

 모호성을, 학습자 측면에서는 인지 부담 유발을 심으로 사례 선정의 

기 을 설정하도록 한다.



- 61 -

1) 형용사 개념의 형성을 한 형성

  문법 개념 학습에서 사례는 추상 인 문법 개념을 구체 으로 표상하는 

교육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은 이미 확인하 다. 그러므로 형용사 개

념 학습에서, 특히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형용사 개념을 잘 나타내는 

형 인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형용사 개념은 유사한 의미의 어휘들을 

범주화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사례의 공통 을 추론하여 

형용사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용사 개념을 형성하는 형

인 사례는 형용사 개념의 ‘ 형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에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개념에 한 원형 이론은, 개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만, 어떠한 사례가 왜 형 인지 왜 비 형 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한 개념의 형 인 사례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

에, 맥락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실제 인 상54)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

나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서의 개념은 원형 이론과 본보기 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로서,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slot)과 이에 한 값(fille

r)55)을 보유하여, 형 인 사례는 속성의 기본값(default value, 지정값)을 

가지고 있다.(신 정, 2000:67-69) 따라서 특정 사례가 형 이지 않은 이유

는 일부 속성값이 형 인 사례의 기본값과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스키마 분석의 장 은 원형 이론의 ‘경향성’과 함께, 특정 사례

가 형 이지 않은 이유를 쉽게 설명한다는 데에 있다.

54) 학생과 직장인의 차(茶)에 한 형성은 달라질 수 있다.

55) ‘속성’과 ‘값’을 갖는다는 에서 의미를 이분 자질(binary feature)로 분석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속성값이 다양하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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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키마 모형의 (Barsalou, 1992; 신 정, 2000:67재인용)

  <그림 12>와 같이 형용사 개념의 형 인 사례도 형용사 개념을 구성하

는 속성과 그 기본값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악된다. 먼  형용사 개념

을 동  개념인 동사 개념과 변별되게 하는 차이 을 통해 형용사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명령

형과 청유형의 형성 여부인데,(이익섭, 2000:126, 고 근․구본 ,2008: 106-107) 

이외의 동사와 통사  차이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임지룡 외, 

2005:175-176)56)

  ① 동사는 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는-/-ㄴ-’와 결합될 수 있지만, 형용사

는 결합될 수 없다.

  ② ‘ 재’ 시제의 형사형 어미의 경우, 동사에는 ‘-는’이 결합되고 형용사에

는 ‘-ㄴ/-은’이 결합된다.

  ③ 동사는 목 을 나타내는 어미 ‘-러’ 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와 결

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 지 않다.

56) 이에 한 보다 자세한 구분은 손호민(Sohn, 2004:22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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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경우, 동사에는 ‘-는구나’가 결합되고 형용사에는 ‘-

구나’가 결합된다.

  ⑤ 동사는 명령형 어미, 그리고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 지 못하다.

  이와 같은 차이 은 형태통사  층 에서의 특징인 까닭에, ‘의미’를 기

으로 범주화 되는 형용사 개념의 속성을 분석하는 데 직 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용사와 동사의 통사  차이 을 유발하는 ‘의미’를 심

으로 개념의 속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김 해(1999:609-610)에서 형용사가 

달하는 의미는 본질 으로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의 ‘속성, 상태, 성

질’ 등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형용사 개념의 속성은 ‘상태성

(stativity)’을 심으로 악되어야 한다. 한 형용사만의 통사  특징으로

는 완결상(完結相)과 진행상(進行相)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도 

형용사의 ‘상태성’에서 비롯된 특징이다.(유 경, 2008:85)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형용사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상태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상태성’에 어떠한 속성값이 주어질 때 형용사 개

념의 형성이 드러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형용

사 개념의 ‘상태성’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도원

(2002:92)에서는 ‘어미결합, 상(相) 구성57), 정도 부사의 수식, 경험주 논항의 

유무’ 등의 기 을 통해 형용사의 상태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3) ㄱ. 속성  상태성 : 견고하다, 둥 다, 랗다 등 

     ㄴ. 가변  상태성 : 리다, 아 다, 결리다 등

     ㄷ. 체  상태성 : 바쁘다, 성실하다, 솔직하다 등

57) 유 경(2008:212)은 ‘-기 시작하다’와 같은 기동상(inchoative)을 나타내는 구성은 동

사에는 어울리지만, 형용사는 상에 한 주 인 단이나 객 인 상태나 속성

에 한 서술이므로 기동상 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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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결합 상 구성 부사 수식 논항․의미역

-는다/
는

-자/
-자마자

-으려/
-으려고

-느라
고

-고 
있다

-어 
있다

-기 
시작하다 정도 빈도 경험주 상

속성
상태성 × × × × × × × ○ × × ○

가변
상태성 △ ○ △ △ × × ○ ○ ○ ○ ○

체
상태성 × × × × × × △ ○ △ × ○

<표 13> 상태성에 따른 형용사의 형태․통사  특성(도원 , 2002:96)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다운’ 상태성은 ‘속성  상태성’으로서, 

이를 드러내는 형용사가 형 인 형용사 개념의 사례가 된다. ‘속성

(properties)’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고유한 지속  특성(유 경, 1998:124)

을 의미하므로 ‘속성  상태성’이란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58) 유 경(1998)

에서 ‘성상형용사’를 “어떠한 사물의 속성(屬性)이나 상태(狀態)를 서술하는 

형용사”로 정의한 것과 같이, 체 으로 형용사의 형성은 ‘성상형용사’에 

의해 실 된다.

  형용사의 상태성은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에도 향을 

미친다. ‘속성  상태성’을 갖는 형용사는 통사 으로 주어에 상역(theme)

을 할당한다. 상역은 행 나 과정의 향을 받지만 그 과정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논항(고 근․구본 , 2008:115)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통제할 수 없는 주어이다. 따라서 ‘상태성’과 ‘주어의 의미역’을 심으로 형

용사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과 그 기본값의 확인을 통해 형용사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악할 수 있다.

58)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속성’은 ‘attribute’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slot’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해, 형용사가 드러내는 상의 속성

(property)은 ‘속성  상태성’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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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속성 기본값

의미
상태성 속성  상태성

통제가능성 불가능

통사
주어의 의미역 상역

주어의 수 1

<표 14> 형  형용사의 속성과 기본값

  형성을 형용사 어휘 의미의 형성에 한정하지 않고, 문장 구조의 형

성으로 확 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 다양한 문장 구조

로 표 되어 무엇이 형 인지 단하기 어렵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형

용사는 기본 의미에서 이된 ‘다의(多義)’를 지니게 되어 문법 인 특성도 

달라지는데(김정남, 1998:63) 를 들어, 형용사 ‘좋다’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형성한다.(유 경, 2000:231)

   (4) ㄱ. NP-가 좋다(요즘 작업 분 기는 참 좋다)

      ㄴ. NP1-가 NP2-가 좋다(나는 바다가 좋다)

      ㄷ. NP1-가 (NP2-에) 좋다(어느 정도의 자극은 건강에 좋다)

      ㄹ. [ ] 좋다 ([ ]: ‘-어도’꼴의  / 이제 나가도 좋다)

      ㅁ. NP1-가 NP2-에 좋다(NP2: ‘-기’꼴의  / 이 옷은 비오는 날 입기에 

좋다)

      ㅂ. NP-가 좋다(NP: ( 구와 구의) ‘사이, 계…’ / 나는 철수와 사이가 

아주 좋다)

  ‘좋다’가 (4ㄱ)～(4ㅂ)까지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쓰임

이 ‘좋다’의 형성을 실 하는 문장 구조인지 단하기 어렵게 한다. ‘ㄷ’교

과서와 ‘ㄱ’교과서에서 ‘좋다’를 형용사 개념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었다.

+ 형용사

◯  많다, 쁘다, 좋다, 싫다

<ㄱ교과서,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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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국어 사용 빈도 조사2(2005)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1 없다 8,969 1 없다 19,195

2 아니다 6,245 2 아니다 12,278

3 같다 5,199 3 같다 11,339

4 그 다 2,905 4 그 다 6,934

5 크다 2,835 5 많다 5,342

6 많다 2,697 6 좋다 4,966

7 좋다 2,661 7 크다 4,819

8 어떻다 1,748 8 어떻다 3,312

9 이 다 1,448 9 이 다 3,198

10 이러하다 1,386 10 이러하다 2,317

11 다르다 1,132 11 다르다 2,017

<표 15> 형용사의 사용 빈도

…을 ‘동사’라고 하며, ‘좋네요, 아닙니다, 멋져요’와 같이 어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

<ㄷ교과서, 119쪽>

  그러므로 형 인 형용사를 찾는 방법으로 단어의 사용 빈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문장 구조의 다양성을 갖는 ‘좋다’나 새로운 품사

(존재사)를 형성하는 ‘없다’는 모두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어이기 때문

이다.

  표 국어 사 에 수록된 약 51만 개의 표제어  부표제어 에서 형용

사로 분류된 것은 17,353개(표제어:6,438개, 부표제어:10,915개)로 약 3.41%의 

비 을 차지한다.(정호성, 2000) 형용사 분류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 15>의 형용사 사용 빈도 순 를 살펴보면, 불과 11개의 단어가 

체 형용사의 사용 빈도 비율의 35%이상을 차지한다는 을 알 수 있다. 

‘없다’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좋다’는 사용 빈도가 6～7번째로 높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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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라는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형용사의 형성은 의미를 통

해 설정되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근거로 설정될 수 없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2) 형용사 개념의 용을 한 범주  모호성

  형용사 개념 학습의 단계  진행은 형  사례를 통해 형성된 형용사 개

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범주  모

호성이 있는 사례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동  개념인 동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형용사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의 제시를 해서는 무

엇이 형용사 개념의 범주  모호성인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먼 , 일부 형용사만이 갖는 다음과 같은 형태․통사  특

성을 살펴보아야 한다.(Sohn, 2004)59)

  ① 청유형·명령형을 만들 수 있는가?

  ② 약속법·경계법을 만들 수 있는가?

  ③ 보조 용언(-어 있-, -고 있-)과 결합하는가?

  의 세 가지 질문에 정 으로 답변되는 것은 형 이지 않은 형용사

이지만, 모두 범주  모호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일반 으로 청유

형과 명령형의 형성 여부가 동사와 형용사의 변별 기 으로 이용되는 까닭

에, 청유형과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를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청유형  명령형으로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형용사

는 형태 으로 미사 ‘-하다’가 붙는다.(고 근․구본 , 2008:437) 이처럼 

형태  특징으로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를 단할 수도 있지만 형용

사 개념이 ‘의미’를 기 으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단어의 ‘형태’에 주목하여 

범주  모호성을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성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59) 손호민(Sohn, 2004)은 유형론  에서 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종합 으로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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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의 유형 에서 ‘성격형용사’60)의 상당수는 명령법, 약속법, 의도법, 

청유법 등을 실 하는데, 특히 정  의미를 지닌 것은 명령61), 약속, 의도, 

청유의 형태가 자유롭다.(김은 , 2004:68)

   (5) ㄱ. 명령법 : 지수야! 앞으로는 {부지런하거라/정직하거라/성실하거라/얌

하거라}

                  지수야! 앞으로는 {
*
간교하거라/

*
간악하거라/

*
경솔하거라/

*
교활

하거라}

      ㄴ. 약속법 : 제가 앞으로는 {부지런할게요/정직할게요/성실할게요/얌 할

게요}

                  제가 앞으로는 {*간교할게요/*간악할게요/*경솔할게요/*교활할

게요}.

      ㄷ. 의도법 : 나는 앞으로는 {부지런하겠다/정직하겠다/성실하겠다/얌 하

겠다}.

                  나는 앞으로는 {*간교하겠다/*간악하겠다/*경솔하겠다/*교활하

겠다}.

      ㄹ. 청유법 : 우리 앞으로는 {부지런하자/정직하자/성실하자/얌 하자}.

                  우리앞으로는 {*간교하자/*간악하자/*경솔하자/*교활하자}.

  (5)의 ‘성격형용사’ 외에도 주어의 태도를 나타내는 ‘친 하다, 솔직하다’ 

등도 동사 인 쓰임이 가능하다.(유 경, 2008:213; 이승희, 2006:559) 동사의 

선어말어미 ‘-겠-’이 1인칭 주어 구문에서는 ‘주어의 의지’로 해석되지만,

형 인 형용사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그 지 못하다. 반면, 주어의 태

도62)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친 하다’, ‘솔직하다’ 등과 결합되는 ‘-겠-’은 주

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60) 김은 (2004)은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 양식에 한 인간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

한 형용사로서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합해야 하며, ‘-게 행동하다’와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는 어휘로 정의했다.

61) ‘-(으)라’에 의해 실 되는 형용사의 간 명령문은 폭넓게 실 되는 경향을 보인다. 

‘ 원하라’라는 용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조용하라’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종교나 격언과 련된 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충만하라, 완 하라, 거

룩하라, 잠잠하라, 평안하라, 겸손하라, 당당하라, 상냥하라, 엄격하라, 하라 등) 

연구자는 이러한 용례가 형용사의 본질  성격과 한문이나 어 등의 번역투 고착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한다.

62) 유 경(1998)의 형용사 분류에 ‘태도형용사’가 존재하지만 유 경(2008)의 ‘주어의 태

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해를 방지하고자 ‘태도형용사’라

는 용어의 사용은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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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나는 앞으로 친 하겠다.

     ㄴ. 나는 이제부터 솔직하겠다.

  (7) ㄱ. 명령법 : 지수야! 앞으로는 {친 해라, 성실해라}

     ㄴ. 청유법 : 우리 앞으로는 {친 하자, 성실하자}

  명령과 청유는 모두 문장의 주체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결국 동사가 명령  청유형으로의 활용이 자연스러운 은 

의미 으로 변화가 가능한 동작성(動作性)을 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형

용사의 상태성과의 가장 큰 차이 이다. 김은 (2004)에서는 형용사에 ‘내재

 동작성’이 있다는 을 지 하며, 명령, 의도, 약속, 청유의 문장 종결표

과 더불어 즉각 인 통제(변화)는 불가능한 ‘소극 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63) 동작성은 변화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상태성이 동사의 동작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곧 형용사의 상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을 의미한다. 즉, 주체의 통제에 의해 상태 변화가 가

능하다는 사실은 문 (6)의 ‘-겠-’이 주어의 의지나 의도로 해석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으로 상의 ‘외  상태’는 외부에서의 구체

인 조작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내  상태’는 주체의 자발  통제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64) 상태나 성질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형

용사가 표 하는 상태를 상의 외  상태와 내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동작성은 행 성(agentive)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다. 국어의 서

술어는 ‘상태성’과 ‘행 성’을 갖는데(Kim, 1990:67) 일반 으로 형용사는 ‘상

태성’을, 동사는 ‘행 성’을 갖는다. 도원 (2002:101)에서는 ‘솔직하다’ 등과 

같이 성품이나 행동거지에 한 정  단을 내리는 형용사는 ‘행 성’을 

나타내는 동사처럼 사용된다는 을 지 하 는데, 이는 김은 (2004)의 ‘성

격형용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역시 ‘행 성’과 ‘내재  동작성’은 상당히 

63) 성격형용사 에서 사고(思 ) 양식에 한 표 인 ‘ 리하다, 하다’ 등은 인간의 

통제 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통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64)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는 주체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 기원을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이승희, 2006:564) 건강과 행복이 모두 내  상태로

서 통제 가능 범 에 들어온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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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을 알 수 있다. 결국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

용사는 상태의 변화가 가능한 내  상태를 표 하며, 상태를 통제할 수 있

는 경험주(agent)를 주어로 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형용사 개념의 ‘범주  모호성’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65)

층 속성 속성값

의미
상태성 가변  상태성

통제가능성 가능

통사
주어의 의미역 경험주

주어의 수 (명령  청유의 주어 생략)

<표 16>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의 속성과 속성값

3) 학습자의 인지 부담 정도

  학습자에게 인지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사례를 

이용한 인지 활동 과정의 복잡성이 있다.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주로 이루

어지는 인지 활동은 형용사의 활용(活用)과 련된 것으로, 특정 사례는 동

사와 변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처리 과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먼 ,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고려한 한 어휘 수 의 사례가 제시되어

야 한다. 형용사 개념을 범주화하는 기 은 ‘의미’이므로 제시된 사례들을 

공통 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개별 사례의 어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하나의 

65) 형용사 개념의 형성과 범주  모호성은 다음과 같이 조할 수 있다.

형성 속성 범주  모호성

속성  상태성

불가능

상역

1

⇦

상태성

통제가능성

주어의 의미역

주어의 수

⇨

가변  상태성

가능

경험주

(명령  청유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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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한 역으로서의 상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휘 교육에 한 

심은 지속 으로 이어져 왔다. 낯선 어휘의 노출을 통한 어휘 지식의 신

장은 문법 교육이 ‘어휘에 한 내용’만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질 인 어휘 능력에 도움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개

념 학습은 더욱 매력 으로 어휘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형용사 개념 학습’으로 한정한다면, ‘의미’를 범주화의 기 으로 삼는 

‘형용사 개념’의 교수학습에서는 낯선 어휘의 제공이 교수학습을 방해한다. 

  학습자에게 알맞은 어휘 수 을 단하기 해서는 김 해(2003)의 등

별 어휘 목록이 참고된다. 김 해(2003)의 등 별 어휘 목록에서 기  어휘

의 발달 이후 사춘기에 폭발 으로 증가하는 어휘는 4등 에 해당한다. 사

춘기는 기간이 비교  길고, 그 기간 동안의 인지  발달이 격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재 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하는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어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3등 을 사례 선정의 기 으

로 제한하고자 한다. 3등  이내의 총 14,442개의 단어  형용사는 730개로 

약 5.1%의 비율을 차지하며, 등 이 올라갈수록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 씩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6)

어휘량 계 등 개  념 형용사 수 형용사 비율

1,845 1,839 1 기 어휘 132 7.1%

4,245 6,084 2 정규 교육 이 267 6.3%

8,358 14,442 3
정규 교육 개시 - 사춘기 이 ,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331 3.9%

<표 17> 교육용 어휘 목록(김 해, 2003)  형용사의 비율

  (8) ㄱ. 1등 (132개) : 가깝다, 가난하다, 가늘다, 가능하다, 가렵다, 가볍다, 가

엾다, 간단하다, 강하다, 같다, 건강하다, 검다, 고맙다, 고 다, 곱다, 

괜찮다, 귀엽다, 귀하다, 그러하다, 하다, 기쁘다, 길다, 까맣다, 깨끗

하다, 나쁘다, 낡다, 낫다, 낮다, 넓다, 노랗다, 느리다 …

66) 각 등 별 형용사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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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2등 (268개) : 가느다랗다, 가득하다, 간지럽다, 갑갑하다, 강인하다, 

갸륵하다, 거 하다, 거룩하다, 거북하다, 거칠다, 걱정스럽다, 건방지

다, 겸손하다, 고단하다, 고달 다, 고소하다, 고약하다, 고요하다 … 

     ㄷ. 3등 (331개) : 용맹스럽다, 우람하다, 우세하다, 우수하다, 우아하다,  

울 하다, 웅장하다, 원만하다, 원통하다, 월등하다, 하다, 태롭

다, 유능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쾌하다, 은은하다, 의심스럽다, 의

젓하다, 익숙하다, 자그마하다, 자상하다, 자신만만하다, 자잘하다 … 

  형용사 개념의 사례를 문맥의 제공 없이, 단순한 나열식으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특정 단어와 연어 계를 형성하는 형용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김정

남(2001)에서는 일부 ‘몸 감각 형용사(우리 몸의 각 부 나 몸 체에서 느

껴지는 느낌을 표 하는 형용사)’는 특정 신체 부 와 련된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을 지 하며, 형식 으로 용구 인 성격

을 지닌다고 하 다.

   (9) ㄱ. (배가) 고 다.

      ㄴ. ( 이) 부시다.

      ㄷ. (오 /똥/소변/ 변이) 마렵다.

  그러므로 연어 계를 형성하는 단어를 함께 제시하지 않은 채 ‘몸 감각 

형용사’만을 사례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은 의미를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를 동사와 변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담이 고려

되어야 한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아/어하다’는 주 형용사67)인 ‘심리형용사’

의 인칭 제약을 해소하기 한 기제(유 경, 1998:107; 임지룡 외, 2005:174)

로, ‘아름답다, 높다, 희다’ 등과 같은 객 형용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한 

‘-아/어하다’와 결합하면 목 어를 요구한다는 에서 형 인 형용사의 문

장 구조와 어 나기 때문에 실질 으로 학습자에게 ‘-아/어하다’와의 결합 

형태가 형용사 개념의 사례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습자의 인식에

67) 유 경(1998)에서는 주어에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할당하는 부류를 ‘주

형용사’로 보고, 주어의 의미역에 상역(Theme)이나, 처소역(Location)을 할당하는 

부류를 ‘객 형용사’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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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다-좋아하다’는 의미 으로 계가 강하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심리형용사’가 사례로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아/어하다’와

의 결합 형태도 형용사의 활용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유 경(1998)에서 제시한 심리형용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0) ㄱ. 상 심리 형용사 : 경이롭다, 궁 하다, 귀엽다, 그립다, 달갑다, 

견스럽다, 두렵다, 만족스럽다, 무섭다, 미덥다, 믿

음직스럽다, 다, 부럽다, 불 하다, 사랑스럽다, 

수상쩍다, 싫다, 아깝다, 쁘다, 원망스럽다, 좋

다, 측은하다 등

     ㄴ. 원인 심리 형용사 : 갑갑하다, 섭섭하다, 놀랍다, 고통스럽다, 노엽다, 

흡족하다, 기쁘다, 슬 다, 곤혹스럽다, 괴롭다, 외

롭다, 쓸쓸하다, 서운하다, 고깝다, 아찔하다, 고통

스럽다, 부끄럽다, 서럽다, 흐뭇하다, 원통하다 등

  한, 동사로 통용되는 사례는 형용사 개념의 구성원 여부를 단하는 과

정에서 인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학습자가 동사의 형태통사  특성인 

재형 어미와의 결합을 자동 으로 처리하는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다면, 

동사와 통용하는 사례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례에 해 불필요한 변별을 

수행할 것이다. 최형기(2011)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을 밝히면서 ‘형용사～

동사’의 로 ‘크다, 굳다, 굽다, 둥 다, 늦다, 밝다, 붉다, 있다, …, 의태어+

하다’를 들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 재형 어미 ‘-ㄴ/-는’과 결합

하는 특징을 갖는다.

   (11) ㄱ. 키는 밤에 큰다.

       ㄴ.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요컨 ,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고려하여 김 해(2003)의 등 별 교육용 어

휘에서 3등  이하에 해당하며, 몸의 감각과 련되는 형용사처럼 특정 단

어와만 연어 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동사와의 변별 

과정 생성을 차단하기 하여 ‘-아/어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심리형용

사’ 부류와 동사와 통용하는 형용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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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 분산 제한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다른 문법 개

념’은 음운의 변동과 단어 형성과 련된 것이다. 문법 개념의 연상은 학습

자의 인지 활동에서 ‘주의(attention)’와 ‘기억(memory)’에 향을 미치며, 교

수학습의 목표 도달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례에 의한 다른 문법 개념으로

의 주의 분산이 제한되어야 한다.

  먼 , 제시된 사례는 활용 과정에서 음운의 변동과 련된 음운의 탈락과 

불규칙 활용과 련을 맺지 않아야 한다.68) ‘탈락’을 겪는 형용사는 모두 어

간의 형태가 바 지만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변하는 것, 어미가 변하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형용사 활용 과정

에서 발생하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69)

어간의 형태가 변화  어미의 형태가 변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모두 변화

‘ㄹ’탈락

‘ㅡ’탈락

‘ㅂ’불규칙 활용

‘여’불규칙 활용

‘러’불규칙 활용

‘르’불규칙 활용

‘ㅎ’불규칙 활용

<표 18> 형용사 활용 과정에서의 형태 변화 양상

  형용사의 어간은 본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어미는 변

하는 부분으로 설명되는 까닭에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는 학습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 으로 형용사 개념 

학습에 합한 사례로 ‘여’불규칙 활용을 하는 ‘-하다’가 결합한 형용사와, 

‘러’불규칙 활용을 하는 ‘푸르다’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한 단일형용사70)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디 형용사이기 때문에 ‘ㅂ’불규칙 활용을 유발하는 ‘-스

68) 형용사 활용 과정에서의 ‘ㄹ’탈락과 ‘ㅡ’탈락은 고 근․구본 (2008:110)에서 밝히듯 

동일한 조건에서 외 없이 자동 으로 바 는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음운의 탈락과 

불규칙 활용은 문법 층 에 따른 명명의 차이일 뿐이다.

69) ‘ㅅ’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는 ‘낫다’가 유일하기(고 근․남기심, 1993:140) 때문

에 제외하며, ‘ㄷ’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는 발견할 수 없다.

70) 신순자(1997)에서는 형용사를 형성법에 따라 ‘단일형용사’와 ‘복합형용사’로 구분하

다. 공시  에서 단일형용사로 악되는 것도 일부 복합형용사로 분류되었다.(  

: ‘- 다’에 의한 ‘ 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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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 ‘-답다’, ‘-롭다’, ‘-압/업다’에 의해 생된 형용사보다 활용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

  다만, 다수의 형용사가 활용 과정에서 어간이 변화하는 까닭에 활용 과정

에서의 형태 변화를 사례 선정의 기 으로 엄격하게 용하기는 쉽지 않다. 

를 들어, 형용사는 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이 빈번한데, ‘ㄹ’탈락, ‘ㅂ’불규

칙 활용 양상은 모두 형사형 어미 ‘-ㄴ’과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으로 배제하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

는 사례가 어들어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는 활용을 

안 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단어 형성법과 련된 개념을 연상하도록 하는 ‘-아/어지다’와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조건 71)로 

제시된 문장을 완성할 때 ‘-아/어지다’ 결합 형태를 만들어내므로 다음과 같

은 문도 추측해 볼 수 있다.72)

  (12) ㄱ. 비가 그치니, 하늘이 (맑다 / 맑아졌다)

      ㄴ. 성 표를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 나빠졌다)

  ‘-아/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성을 제거하며, 시간성이 없는 형용

사를 ‘과정’과 ‘완료’의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는데(유혜원, 2000) 이는 

조건 이 있는 문장을 ‘-아/어지다’와의 결합 형태로 종결하는 것이 자연스

러운 이유를 설명해 다. 그러므로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아/어지다’와

의 결합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기 해서는 조건 로 사례를 제시하

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아/어지다’ 결합 형태가 형용사 개념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 뻐지다, 슬퍼지다’ 등이 표 국어 사 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즉, 형용사 활용 과정에서 ‘-아/어지다’를 결합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수

71) ‘조건’의 의미를 갖는 종속 을 가리킨다.

72) 김건희(2010)에서는 형용사와 ‘-어지다’의 명령형인 ‘-어져라’와의 결합이 조건의 가

정법 표 과 함께 나타난다는 을 지 하 는데, 이를 통해서도 ‘-어지다’가 조건

에 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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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해서는 문법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에 단어 형성과 련

된 문법 개념이 등장한다. 규범 으로 ‘-아/어지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73)으로 설명되지만, 형용사가 동사로 품사가 변하는 이유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만약 형용사를 어근으로 보고, 어근의 품사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

여 ‘-아/어지다’를 사로 보는 견해74)를 가진 교사가 이를 ‘ 생’으로 설명

한다면 학습자는 문법 개념인 ‘ 생’에 주의 집 을 기울일 수도 있다.

  요컨 , ‘ㄹ’탈락, ‘ㅂ’불규칙 활용 형용사는 형사형으로의 활용 과정에서 

음운의 변동과 련된 문법 개념을 연상되도록 하므로 제시에 제한이 필요

하다. 한 조건 이 있는 문장은 동사를 형성하는 ‘-아/어지다’와의 결합 

형태로의 종결이 자연스러우므로, 형용사를 활용하여 조건 이 있는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2.2.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의 선정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형용사 개념의 형성과 함께 인 

범주  모호성이 있어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성과 범주  모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더라도, 학습자

에게 인지 부담을 부가할 경우에는 효과 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형용

사 개념 학습의 사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73) 한국어문규정집의 ‘한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7항의 해설에서는 보조 용언 ‘지

다(피동)’에 한 원칙의 (例)로 ‘이루어진다, 써진다, 뻐진다’를 붙여 써서 제시함

으로써 규정의 이해에 어려움을 다.(국립국어원 리집, http://www.korean.go.kr)

74) ‘-아/어지다’를 사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만 형용사의 품사를 동사로 바

꾸는 것은 단어 형성의 에서 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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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례 선정의 과정

  먼 , 형용사 개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형 인 사례의 개수는 교수학습

의 물리  제약으로 인해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의미 부류를 나

타내는 사례의 제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의미를 심으로 형용사를 분류

한 연구(김정남, 2001)를 바탕으로 형 인 형용사의 분류를 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13) ㄱ. 감각 형용사 : 청각 형용사, 후각 형용사, 미각 형용사, 몸 감각 형용사, 

      ㄴ. 정서 형용사

      ㄷ. 성질 형용사 : 인성 형용사, 물성 형용사, 공통성 형용사

      ㄹ. 태도 형용사

      ㅁ. 형상 형용사 : 색채 형용사, 모양 형용사, 도량 형용사, 자태 형용사, 

평가 형용사

      ㅂ. 기타 형용사 : 빈도 형용사, 분포 형용사, 존재 형용사, 계 형용사

  김정남(2001)의 (13ㅁ) ‘형상 형용사75)’가 형용사의 형성을 잘 드러내므

로, 형상 형용사의 하  부류에 해당하는 ‘색채, 모양, 도량, 자태, 평가’ 형용

사를 심으로 사례 선정이 가능하다. 

75) 형상형용사는 시각으로 감지되는 내용이라는 에서 시각 형용사의 범주에 넣을 수

도 있으나 그 범 가 넓고 의미의 편차가 심하다.(김정남, 20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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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의 어휘  의미 고찰에는 딕슨(Dixon, 2004)의 연구도 참고된다. 딕

슨(Dixon, 2004)에서는 형용사를 의미에 따라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를 다시 3종류의 부류76)로 나 어 ‘1부류’에 속하는 4개의 핵심 의미 유형

(크기, 나이, 평가, 색채)을 형용사가 나타내면 그 언어는 형용사 범주가 존

재한다고 주장하 다. 즉 형용사 개념을 구성하는 부류  ‘1부류’가 형

인 형용사이며, ‘3부류’로 갈수록 형용사의 형성이 낮아진다는 을 기

에 두고 있다.

<그림 14> 형용사의 부류(Dixon, 2004)

  형용사의 의미 유형에 한 연구 결과물을 본 연구에서 모두 용하기는 

어렵지만, 김정남(2001)의 ‘형상형용사’가 딕슨(Dixon, 2004)의 ‘1부류’에 속하

는 ‘크기, 나이, 색채, 평가’를 부분 포함하는 것으로 단되어, 이를 형

 형용사의 부류를 고찰하고자 한다.77) (13ㄱ)의 ‘몸 감각 형용사’는 지속  

76) 1부류 : 4개의 핵심 의미 유형으로 크고 작은 형용사 부류와 련됨

  (1.dimension, 2.age, 3.value, 4.colour)

  2부류 : 부가 인 의미 유형으로 부류  큰 규모의 형용사 부류와 련됨

  (5.physical property, 6. human propensity, 7. speed)

  3부류 : 규모의 형용사 부류를 가진 몇몇 언어의 의미 유형

  (8.difficulty, 9.similarity, 10.qualification, 11.quantification, 12.position, 13.cardinal 

numbers)

  국어에는 13가지 형용사의 의미 부류  13번을 제외한 12개의 의미 부류가 존재한다.

77) 형용사의 어휘 의미론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은 ‘의미’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 성을 갖는다. 를 들어, 김정남(2001)에서도 시각과 련된 형용사를 감각 형용

사의 하 에 배치하지 않고, 형상 형용사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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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13ㄴ)인 ‘정서형용사’는 ‘-아/어하

다’와의 결합이 쉬운 ‘심리형용사’의 성격을 띠며, (13ㄷ)의 ‘인성 형용사’와 

(13ㄹ)인 ‘태도 형용사’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소  ‘성격 형용사’를 포함

하기 때문에 제외하 고, (13ㅂ) ‘기타 형용사’는 문자  의미 그 로 형

이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 다. 

  딕슨(Dixon, 2004)의 ‘1부류’에 속하는 ‘크기’는 본래 ‘dimension(차원)’을 

의미하는데, 김정남(2001)의 ‘도량 형용사’와 유사하여 이해의 용이성을 해 

‘크기’라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며, ‘크기(size)’의 의미를 계량화할 수 있는 

성질로 정의하여 무게  질량과 련된 형용사도 포함하 다. (13ㅁ)의 ‘모

양형용사’는 사물의 모양과 련 있다면, ‘자태형용사’는 인물의 외모와 련

이 있는데 모두 상의 외양을 나타낸다는 에서 하나의 부류로 단하며, 

‘자태’의 상 어인 ‘모양’에 포함하 다. 한 (13ㅁ)의 ‘형상형용사’가 시각으

로 감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각 형용사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는 

(김정남, 2001:192)에서 추론하여, ‘감각형용사’도 형 인 형용사에 포함하

다. 의미에 따른 형용사 분류가 본질 으로 자의  성격을 띠며, 이것이 

본 연구의 목 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 으로 형 인 형용사의 의미 부류

는 다음과 같이 비교  넓은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모양(appearance) 색채(color) 크기(size) 감각(sensory)

사

례

잘생기다, 

멋지다, 귀엽다, 

아름답다, 늙다, 

어리다, 다

검다, 하얗다, 

희다, 까맣다, 

푸르다, 노랗다,

밝다, 어둡다

작다, 크다, 

길다, 짧다, 

멀다, 가깝다, 

좁다, 넓다, 

다, 많다, 

높다, 낮다, 

무겁다, 가볍다

따뜻하다, 맵다, 

짜다, 달다, 

향 하다, 

단단하다, 

매끄럽다

<표 19> 형  형용사의 의미 부류

  제시되는 사례의 수가 많을수록 개념 학습이 효과 이라는 주장이 있지

만, ‘형용사 개념’이 체 교수학습에서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한다면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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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무제한 으로 늘릴 수는 없다. 품사 교육의 체 내용  형용사 교수

학습이 차지하는 비 과, 실제 교재에서 형용사 사례를 6개 정도 제시한다

는 을 고려할 때, 의 형용사 의미 부류에서 각각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

여 순차 으로 형용사 개념이 ‘의미’로 범주화된다는 을 학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인지 활동에서 느끼는 인지 부담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기 에서 ‘단일 형용사’가 ‘합성 형용사’에 비하여 음운

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다는 을 확인하 으므로, 이에 한 형용사 

목록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단, ‘합성 형용사’ 에서 ‘-하다’와 결합

한 형태는 비록 ‘여’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것이 어간의 변화를 주지는 않

으므로 사례의 합성은 높다고 단된다.

  (14) ㄱ. 단일 형용사 : 굳다, 깊다, 낮다, 높다, 작다, 싸다, 짜다, 작다, 다 등

      ㄴ. 합성 형용사 : ‘-하다’류 형용사  ) 깨끗하다, 따뜻하다 등

  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사례를 상으로 어느 

것이 교수학습에 더욱 합한가를 구체 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를 들어, 

‘색채’라는 의미 부류에 속하는 ‘희다’와 ‘하얗다’  어느 것이 학습하기에 

한 사례인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의미 부류 인지 부담 요인 합여부

희다
색채

- ○

하얗다 ○(‘ㅎ’불규칙 활용) ×

<표 20>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1

  ‘희다’와 ‘하얗다’는 모두 의미 으로 ‘색채’를 나타내는 형 인 형용사이

지만, ‘하얗다’가 ‘ㅎ’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분리를 보여주기

에는 상 으로 부 하다. 그러므로 ‘희다’가 ‘하얗다’에 비하여 합한 사

례라는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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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인지 부담 요인 합여부

의미 부류 단어의 개별  특성

아름답다

모양

- △(‘ㅂ’불규칙 활용) ○

쁘다 - ○ ×

멋지다 - - ○

잘생기다 ○(기본형 사용 불가) - ×

<표 21>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2

  한, 동일한 의미 부류에 있는 형용사이더라도 개별 단어의 특성으로 의

해 형성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으로 외모와 련된 ‘아름답

다’류를 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잘생기다’는 형용사이지만 ‘생기다’라는 동사의 특성을 그 로 지니고 있

어서 문장에서 기본형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잘생겼다’의 형태로만 사용된

다. 이는 시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여타의 형용사와 유사한 쓰임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김정남, 1998:9) 형 인 형용사 사례로 부 합하다. 

단, ‘아름답다’의 경우 ‘ㅂ’불규칙 활용을 보이지만, 학습자들이 형형으로의 

활용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아/어하다’와의 결합 가능성이 낮은 

객 형용사이기 때문에 인지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 다.

  ‘-아/어하다’와의 결합은 한 자리 서술어인 형용사의 기본 인 문장 구조

에서는 등장할 수 없다. 를 들어 ‘좋아하다’는 ‘NP1이 NP2를 좋아한다.’의 

구조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다’를 활용하여, ‘좋아하다’의 형태가 등

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좋다’와 ‘좋아하다’는 서로 의미 으로 강하게 연결

되어 학습자들이 별개의 단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에 ‘-아/어하다’의 형태가 동사로 존재하는 형용사 사례는 인지 부담을 가

한다.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 뻐하다, 기뻐하다, 싫어하다’ 등은 새로운 

단어(동사)로 인정되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 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용언 + 보조용언’의 계로 볼 수 있는 사용 빈도가 낮은 

형용사도 ‘-어 하다’와의 결합이 자유로울 수 있다. 객 형용사인 성상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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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어하다’ 결합이 매우 어색하며,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계로 악

되기 때문에 형용사의 품사는 유지된다. 따라서 ‘아름답다’는 인지  부담이 

낮기 때문에 비교  합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와 통용되는 형용사도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주어 개념 형

성 단계에서 제시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미 부류 인지 부담 요인 합여부

크다
크기

○(동사 통용) ×

작다 - ○

늙다

모양

○(동사 통용) ×

어리다 - ○

다 - ○

<표 22>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3

  형용사 개념 학습의 사례 선정 기 으로 학습자의 어휘 수 이 고려되어

야 한다. 특히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 활용형

이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제한 이기 때문에, 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인지 부

담이 형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 비하여 낮다.78) 그러므로 학습자의 어휘 

수 이 가장 요한 기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형용사 개념 학습에 합한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기 하

여, 김정남(1998)의 성질  태도 형용사 목록 에서 연구자의 직 에 의해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한 형용사 43개79)를 선정하고, 성인 7명에게서 이

78)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에 한 인지 활동을 형성을 가진 것에 비해서 제한

이다. 그 이유는 사례의 활용이 ‘명령’과 ‘청유’로 단순하고, 그러한 형태의 쓰임도 일

상생활에서 규범  오류에 한 의식 없이 사용될 정도로 용인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노태희 외(2000:291)에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변칙 사례가 효

과 인 인지 갈등을 유발한다는 을 지 한 것과 같이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인지 부담이 어야 한다.

79) 강하다, 거룩하다, 건강하다, 건장하다, 건 하다, 견실하다, 겸손하다, 경건하다, 공정하

다, 공평하다, 과감하다, 하다, 남다르다, 냉정하다, 냉철하다, 느 하다, 단순하다, 

단정하다, 당당하다, 범하다, 독실하다, 떳떳하다, 명랑하다, 바르다, 반듯하다, 상냥하

다, 성숙하다, 알뜰하다, 엄격하다, 용감하다, 의연하다, 인간답다, 잖다, 지혜롭다, 진

지하다, 참답다, 참되다, 청렴하다, 친 하다, 튼튼하다, 행복하다, 활달하다,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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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명령형  청유형의 용인성을 단하도록 하 다. 7명  6명 이상으

로부터 용인성을 인정받은 14개의 형용사를 김 해(2003)의 등 별 어휘 목

록에 근거하여 등 을 확인하 다. 흥미로운 은 교재에서 단순히 형용사 

활용의 오류로 제시되었던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각 1등 , 2등  단어로서 

기 인 수 의 어휘라는 사실이다. 교재에서 형용사 개념의 형성을 한 

사례로는 어휘 등 이 3등  내지 ‘훤칠하다’와 같은 4등 인 단어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반 인 학습자의 어휘 수 을 고려하면 3등  이내의 단어

가 하다는 기 을 설정하 기 때문에,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     례

1등  건강하다, 친 하다, 튼튼하다, 

2등  겸손하다, 당당하다, 용감하다, 참되다, 행복하다

3등  공평하다, 단정하다

4등 (★)  냉정하다, 냉철하다, 범하다, 의연하다

<표 23>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의 어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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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선정된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1 에서는 사례 

심의 형용사 개념 학습의 차와 방법을 선정하고, 2 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구체 인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1. 형용사 개념 학습의 차와 방법

1.1. 사례 심의 형용사 개념 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에 한 이론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

이기 한 학습 략이나 교수 략 등을 통합하여 정형화한 수업 과정이나 

차로 정의된다.(최 환, 1999:178) 이에 따라 사례 심의 형용사 개념 학

습80)의 교수학습 모형은 형용사 개념에 한 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 

형성과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를 이용하는 개념 용 단계가 통합된 

교수학습 일반 모형으로 정의한다.

  개념에 한 에 따라 개념 학습의 교수학습 모형은 크게 ‘고  모형’

과 ‘원형 모형’으로 구분된다. 속성 모형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  모형은 개

념의 속성이 가장 요하다고 보아 결정  속성(critical attribute)을 활용하

며, 원형 모형은 개념의 원형을 심으로 사례의 공통  악을 강조하며,  

유사성이 높은 동  개념이 있는 개념의 교수학습에 합하다. 박 목 외

(2005:303)에서는 문법 교육에서의 개념 학습 모형을 개념의 본보기와 비본

보기를 제시하고 본보기로부터 개념을 결정하도록 가르치는 수업 모형이라

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차를 제시하 다.(박 목 외, 2005:303)

80) 사례기반학습(case based instruction)과 구분되어야 한다. 사례기반학습은 사건이나 

사례의 내용을 변화하여 교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

례는 사건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case’가 아니라 개념의 구성원을 뜻하는 ‘example’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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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르쳐야 할 개념의 선정  심사

  ② 한 수업 략  계되는 자료의 개발과 용

  ③ 한 평가 차의 개발과 용

  그리고 개념 학습의 수업 략으로 다음의 4단계 과정을 제안하 다.

  ① 어떤 상이나 정보를 제시했을 때 개념의 속성들에 한 목록을 학생들

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② 서로 다른 목록을 분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도록 한다.

  ③ 분류된 목록들에 한 공통 인 특성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한 집단으로 

분류된 목록들에 해 명칭을 부여하고, 각 집단의 특징에 따라 가능하면 

새로운 목록을 부여하도록 한다.

  ④ 분류된 각 집단의 목록들에 하여 보다 상 의 개념을 고려하여 재조직

하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즉, 학생 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능동 으

로 행함에 의해서 개념, 속성, 목록들의 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박 목 외(2005)에서 제시된 개념 학습은, 그 정의에서 ‘본보기’, ‘비본보기’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원형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 인 

수업 략에서는 ‘속성’과 ‘ 거’를 활용한 변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고

 모형에 더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개념을 원형 이론으로 근하 기 때문에, 고  모

형보다는 원형 모형을 심으로 사례 심의 개념 학습 모형을 살피도록 한

다. 원형 모형은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것은 형과 가까운 표  

사례(best example)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형에서 멀리 있는 불명

확한 사례(unclear example)가 될 수도 있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형성된 개

념 학습 모형이므로 동  개념 간의 유사성이 많을수록 원형 모형이 효과

이다.(구정화, 1995) 형용사는 동  개념인 동사와 기능상 공통 을 공유하

며, 범주  모호성도 일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속성의 강조보다는 개념의 ‘범주성’을 강조하는 원형 모형을 활용하

도록 한다. 한 원형 모형은 사례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사례를 심으로 하는 개념 학습에 합하다. 원형 모형의 일

반  차는 다음과 같다.(정문성 외, 20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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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안내


( 형 는) 최 의 사례 제시


( 형이나) 최 의 사례 검토


( 정   부정 ) 사례의 검토


새로운 사례 제시


개념 정리

<표 24> 원형 모형에 따른 개념 이해(정문성 외, 2008:242)

  원형 모형에 기 한 개념 교수학습 모형은 테니슨(Tennyson)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최 의 표 인 사례와 속성의 앙집 화 경향을 

강조하며, 이에 한 지식을 송환(feedback)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개념은 

결정  속성을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표  사례와

의 유사성을 통합 으로 살펴보는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을 

갖는다.(White 1990, 구정화, 1995:24-26재인용)

  개념에 한 스키마 이론은 개념의 범주  경향성을 인정하면서도, 속성

과 속성값을 통해 개념을 분석하기 때문에 고  모형에서 강조되는 속성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 속성의 집합으로 인식되는 ‘정의’는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개념의 안내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개념 학습은 개념 형성과 개념 용의 단계가 유기 으로 

련을 맺으며 단계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념 형성 단계에서 습득

한 형성 지식이 개념 용 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 심의 형용사 개념 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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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형

성

  사례를 통한 형용사 개념의 안내


형 인 형용사 사례의 제시


형 인 형용사의 특성 검토

송

환

개

념

용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사례의 제시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사례의 재해석


형용사와 형어의 차이  이해


개념 정리

<표 25>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1.2. 설명하기 방법

  형용사 개념 학습의 구체 인 방법으로 강의법을 선정할 수 있다. 강의법

은 요한 정보를 효율 이고 능률 인 교사의 말로써 학습자에게 달는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설명하는 교사 심  수업방

법  하나이다.(변 계 외, 2002)81) 강의식 수업에서 설명식 수업은 정보나 

81) 설명식 수업(expository instruction)과 유의미 언어학습(meaningful verbal learni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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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이 설명에 의해 교사에서 학습자에게 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와 풍부한 표 이 요구된다.(박숙희․염명숙, 2007:99) 물론 강의법의 단

과 시  흐름에 따른 오해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변 계 외, 

2002:120)이 있어, 개념 학습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① 주로 해설이나 설명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②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82)과 아울러 기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③ 교사는 학습자에게 교사가 지닌 지식이나 정보 등을 달할 수 있다. 

  설명하기에 의한 강의법이 교사의 지식을 일방 으로 달하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개념 학습이 본질 으로 언어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지

식의 체계  학습이라는 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설명하기

는 효과 이다. 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실제 교육 상황인 다인수(多人數) 학 , 다양한 수 의 학습자들에 의

한 학  구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개념 학습의 실제

인 교수학습 략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에 한 기존 논의에서도 강의식 설명하기를 통한 

교수학습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지  외(2007:262-267)에서는 이 규

(1994)의 논의에 기 어 ‘설명 심 문법 수업’으로서의 개념 학습의 실제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하 다.

  ⓛ 설명 단계 : 개념․명제․ 차 설명하기, 구체 인  제시하기

  ② 이해 단계 : 수업 내용 기억하기, 질문을 통해 이해 여부 확인하기, 다시 

질문하기

  ③ 장 단계 : 수업 내용 장하기

  ④ 재생 단계 : 연습 과제 풀기

  ⑤ 사용 단계 : 새로운 를 학습한 개념과 명제와 계 짓기

  김은성(2009:296)에서도 기존의 설명하기 련 연구를 통해 문법 교수학습

82) 박숙희․염명숙(2007:99)에서는 강의법을 통해 오수벨(Ausubel)의 선행조직자를 활용

한 유의미 학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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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하기의 하  요소로 ‘지식 풀이하기’, ‘  들기’, ‘지식 틀 세우기’를 

제안하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실 인 교육 상황에 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의식 설명하기를 구체 인 방법으로 지향하며,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일방 이지 않다는 사실을 달하고자 한다. 즉 앞에서 제

시한 개념 학습의 구체  모형이 개념의 일방  달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설명하기는 교수학습 모형의 구체  실  방법이라는 을 의미한

다.

  이성 (1995)에서는 해설식 강의가 학생들에게 단순 암기와 분석을 요구

하는 문제 을 지 하 는데, ‘해설’과 ‘설명하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해설은 

사례를 심으로 하기보다는 지식을 연역 으로, 일방 으로 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설명하기에 의한 교수학습의 실제에서는 교사의 설명만으로 

교수학습의 처음과 끝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사례를 이용

한 활용을 요구하기도 하며, 학습자의 반응과 이해 정도를 살피는 지속 인 

상호작용도 병행된다.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사례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활

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에 의한 교수학습으로 지칭하는 이유

는 활동 후 지식의 정리가 교사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을 강조하기 

함이다. 

2.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와 효과

2.1. 형용사 개념 학습의 세부 목표

  형용사 개념 학습의 세부 목표는 기본 으로 개념 학습 일반이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 악되어야 한다. 일반  의미의 개념 학습은 학습 내용의 개

념을 형성하는 것을 일차 인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개념을 형성한다’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그 수 이 서로 다르게 정의될 있으므로, 학습이 종료

된 후의 학습자 상태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수

업에서 교육 목표의 실 을 밝히는 과정(강승호 외, 1999:29)이므로, 개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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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 도달 (goal)에 한 고찰을 통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념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다음의 7가지 조건이 있다.

(허경철 외, 2000:293)

  ① 개념의 정의 (결정 ) 속성을 잘 안다.

  ② 그러한 속성들의 연결 규칙을 잘 안다.

  ③ 개념에 한 사례와 부 한 사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④ 그 개념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

  ⑤ 정의  속성을 사용하여 그 개념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⑥ 그 개념의 상 개념, 동  개념, 하 개념을 잘 안다.

  ⑦ 그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 조건이 모두 본 연구가 지향하는 개념 학습의 도달 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니지만, 형용사 개념 학습이 형용사만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보다는 

품사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다. 그러므로 세부 인 

목표는 상  개념인 품사 안에서 동  개념인 동사와 련지어 설정되어야 

한다. 실제 학교 수  학습자를 상으로 형용사 개념만을 교육 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의 체계  특성상, 상하 계와 동  계

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형기(2010)에서는 국어 품사 교육

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항목을 민 식(2002)의 계화 고려 사항83)을 통해 

<표 26>과 같이 배열하 다.

  ① 품사의 정의    ②품사 분류 의의     ③ 품사 분류 기

  ④ 품사 분류하기  ⑤ 품사 통용   ⑥ 분류 기  세워 품사 분류하기

  ⑦ 품사의 특성    ⑧ 단어와 품사의 계 ⑨ 품사와 문장 성분의 계     

  ⑩ 사  찾기     ⑪ 품사에 한 지식을 이용한 올바른 표

  ⑫ 국어에 심을 갖는 태도

83) 문법 지식의 계화에서는 복잡성(complexity), 학습성(learnablity), 교수성

(teachab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잡성은 단순한 것부터 가르치도록 배치하는 것이

다. 학습성은 학습자가 배우기 쉬운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교수성은 교수자가 가르치

기 쉬운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령, 말소리를 가르칠 때 자음 → 모음 → 분 음

소의 순서가 좋은지 아니면 이 반 의 순서가 좋은지, 높임법을 가르칠 때 주체높임, 

객체높임, 상 높임을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등의 문법 범주들에 한 

계화 단을 해서는 문법 지식의 복잡성, 학습성, 교수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민 식, 2002)



- 91 -

학교 별 품사 지식 내용 지식의 종류 교수학습법

등학교 ①, ⑩ 선언  지식 설명 심

학교 ②, ③, ④, ⑧, ⑨
선언  지식,

차  지식

설명 심, 탐구 학습

부분 용(③, ⑧ 등)

고등학교 ⑤, ⑥. ⑦. ⑪. ⑫ 차  지식 탐구 심

<표 26> 품사 교육 내용의 계(최형기, 2010:305)

  학습 내용을 품사  형용사에 국한한다면, 학교 수 에 제시된 품사 

지식 내용 ‘②, ③, ④, ⑧, ⑨’  ‘③품사 분류 기 , ④품사 분류하기, ⑨품

사와 문장 성분의 계’ 등을 심으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  품사 분류 기 으로,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기능상으로는 용언이지만 

의미의 차이로 인해 구분된다는 을 분명히 해야 하며, ‘상태성’으로 인해 

통사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품사를 분류한다는 것은 개념이 올바르게 습득되었

다면 마땅히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계는 품사 분류 기 의 연장선상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통해 

형용사 개념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되어 기존에 기타 경로를 통해 습득한 

개념으로 치된다는 을 확인하 다. 어의 품사 분류 기 에서 형용사

는 기능을 심으로 분류된 개념이기 때문에, 국어 문장 성분  형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형용사의 개념을 온 하게 학습하기 해

서는 문장 성분과의 계를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 으로 형용사 학습

은 품사 분류 기 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심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

사를 분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용사 개념 학습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형용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 을 알고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셋째, 형용사와 형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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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

  형용사 개념 학습의 실제는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의 차원에서 구

조화되어야 한다. 교수설계란 교육에 련된 요구  문제 을 악하고 이

를 토 로 목표에서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수 체제의  과정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한 체제  근을 의미하며,(박숙희․염명숙, 2007:173) 

이것은 ‘설계(design)’라는 용어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계획의 개발, 는 실행에 선행하는 체계  혹은 의도 인 

계획과 사고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mith, 1999, 김동식 외 역, 2002) 

따라서 교수설계는 교수학습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즉각 인 용이 가능한 

방법들, 이른바 처방 (prescriptive) 지식의 특성을 갖는다.

  처방  지식으로서의 교수설계는 일반 으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

가’의 다섯 과정을 포함한다. 먼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 과제가 ‘형용사 개

념’임을 확인하고, 학습 수 으로 ‘개념 형성’과 ‘개념 용’을 선정한다. 그리

고 학습자는 동사 개념을 선행지식으로 갖고 있는 학교 1학년이라는 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 인 수업 설계 과정으로 수업의 학습 목

표를 선정하고, 이에 알맞은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

사 개념을 형성과 범주  모호성을 지닌 개념으로 제하기 때문에 속성 

심의 고  모형보다는 ‘사례 심의 원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개념 형

성’ 단계와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를 재해석하는 ‘개념 용’ 단계로 

구성한다. 그리고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 과, 교실 환경 등을 고

려하여 ‘설명하기’ 방식을 수업 략으로 삼는다.

  이상의 분석과 설계의 차를 마친 후, 실제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학습

자에게 제시되는 사례를 선정한다. 실제 교재에서 평균 으로 약 6개의 사

례가 제시된 을 고려하여 사례의 수를 제한하고, 형용사의 형성과 범주

 모호성, 이해 과정에서의 학습자 인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정

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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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내     용

분석

학습과제

학습 유형 형용사 개념

학습 수 개념 형성, 개념 용

학습자 수 학교 1학년(동사 개념 학습을 선행)

설계

교수학습 목표

① 형용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 을 알고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③ 형용사와 형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모형
사례 심 개념 학습

(개념 형성 단계 → 개념 용 단계)

교수학습

방법

조직 략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  심화 방법

달 략
사례를 통한 학습자의 활동을 정리하는 교사의 

설명하기 방법

사례 선정의 기  

확인

① 형용사의 형성이 나타나는 사례

② 형용사의 범주  모호성이 나타나는 사례

③ 활용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사례

④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가 불필요한 

   사례

<표 27>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의 설계 과정

  분석과 설계를 마친 후에는 형용사 개념 학습이 실행되어야 한다. 구체

인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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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형성 단계의 실제

  형용사 개념을 형성하기 해서는, 형용사 개념의 정의에 한 인식이 요

구된다. 형용사 개념은 형 인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  정의를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의미의 형  사례에서 공통 을 발견

한 후 그 지식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

의 목 은 사례의 공통  의미를 추상화하여 형용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므로, 학습자의 선행지식으로 어휘 지식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외모를 표

하는 형용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 색채, 크기, 감각’ 등을 의

미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형용사의 형태  특성인 활용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불필요한 

인지 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먼  ‘-아/어지다’와의 결합은 조건 에서 발

생하기 쉬우므로 활용의 시문으로 조건 을 배제하며, 다른 문법 개념으

로의 주의 분산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기 해 어간의 변화가 있는 탈락 

 불규칙 활용을 하는 사례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의 명령문  

청유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문을 제시하여 형용사 개념의 특성을 확인

하는 것으로 개념 형성을 마무리한다. 개념 형성 과정의 실제는 다음과 같

이 진행할 수 있다.

㉠ 형용사 개념 안내

1. 다음 단어의 공통 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 아름답다, 쁘다, 멋지다, 잘생기다 → (           )을/를 나타냄

   ㉡ 검다, 푸르다, 희다 → (           )을/를 나타냄

   ㉢ 무겁다, 가볍다, 두껍다, 굵다 → (           )을/를 나타냄

   ㉣ 달다, 시다, 맵다, 짜다 →  (           )을/를 나타냄

   → 의 단어는 모두 상의 (                )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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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아름답다

   →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치는 무척         .

   → 반짝반짝 작은 별,           비취네.

 ∙ 어리다

   → 동생은 나보다 많이          .

   → 할머니께서는           동생을 무척 보고 싶어 하셨다.

 ∙ 희다

   → 그녀의 손은 무척 가늘고          .

   → 백의민족은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 작다

   → 책의 씨가 깨알처럼           이 아팠다.

   → 그들은 비 을 이야기하듯이 무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

  이 활동은 형용사 개념이 ‘의미’를 심으로 범주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

도록 하는 데에 을 맞추므로 형성과 어휘 수 만이 사례 선정의 기

이 된다. 수업의 실제에서 학습자와의 화를 통해 ㉠～㉣의 빈칸에 들어가

는 단어는 비교  하나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 으나, 형용사의 정의에 해당

하는 ‘상태나 성질’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기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찰되

었다.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달하기 해서 교사는 ㉠～㉣에서 도

출된 ‘모양, 색채, 크기, 감각’ 등이 사물의 겉보기 특성이며 이것이 곧 성질

이라는 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얻은 형용사 개념의 정의에 

한 지식은 다음 단계인 ‘개념 용’에서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를 형용

사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데에 기 이 되기 때문에 설명에 주의를 기울인다.

㉡ 형 인 형용사 사례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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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에서는 형용사가 가변어(可變語)에 속하며,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는 을 이해하도록 한다. 앞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형 이면서 활

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다. ‘아름답다’의 활

용 과정에서 ‘ㅂ’불규칙 활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하여, ‘오늘날’

이라는 단어로 문장의 시제를 재형으로 제한하거나,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형용사가 활용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어간)

과 그 지 않은 부분(어미)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학습자의 활동 결과를 분

석하여 시각 으로 제시한다.

아 름 답 다

아 름 답 게

어간 어미      

어 리 다

어 리 ㄴ

어간 어미      

희 다

희 ㄴ

어간 어미      

작 아 서

작 게

어간 어미

 

㉢ 형 인 형용사의 특성 검토

 3. 다음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형용사의 특징을 써 보자.

  ∙철수는 내일부터 멋져라.

  ∙햇빛을 받아서 더 검자!

 →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형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가 자연스럽지 않다. 모어 화자인 학습자

들이 직 으로 문장의 어색함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는 어려우므로, 명령과 청유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도록 한다. 이 활동이 

요한 이유는 형용사의 상태성과 련된 지식이 이어지는 ‘개념 용’ 단계에

서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를 하고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데에 활용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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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념 용 단계의 실제

  개념 용 단계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형용사의 명령문  

청유문을 제시하여, 그 수용성을 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형용사 개념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한 특성

을 보이더라도 이를 형용사로 해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형

어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의미를 살펴볼 때에는 피수식언의 상태를 설명한

다는 을 이해하도록 한다. 통 인 문장의 확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 

형용사가 문장에서 형어 기능을 하는 것은 안긴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 과 교육과정의 계를 고려하여 문장을 부분 으로 분

석하는 방향은 지양한다.

㉠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사례의 제시

1. 다음 문장들을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자.

  ∙ 할머니, 늘 건강하세요.

  ∙ 손님들에게 조  더 친 하자.

  ∙ 기죽지 말고, 오히려 더욱 당당해라.

  이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학습자의 언어  직 이 가장 요구된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제시된 형용사의 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사례의 재해석

 2. 앞의 활동에서 알아본 형용사의 특성과 명령  청유가 가능한 형용사의 

공통 을 찾아보자.

   → (건강하다, 친 하다, 당당하다 등도 모두 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에서 공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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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는 ‘개념 형

성’ 단계에서 습득한 형용사 개념의 범주화 기 을 떠올리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사처럼 보이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도 ‘상태나 성

질’을 나타낸다는 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공통 을 발

견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사는 ‘건강(육체) 상태’, ‘마음의 상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상태성’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주  모호

성이 있는 형용사의 상태성을 분석 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상태’가 상

의 외 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같은 내 인 측

면도 의미한다는 정도로 설명한다.

㉢ 형용사와 형어의 차이  이해

 3.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창가에는 밝은 햇볕이 내리 고 있었다.

  → ‘밝은’은 ‘햇볕’의 ( 상태 )을/를 설명하고 있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형용사의 범주화 기 을 ‘의미’가 아니라 수식 ‘기

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형용사 개념의 올바른 형성을 검하

는 의의가 있다. 형용사가 형형으로 많이 사용되며, 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용사 개념에 한 

오개념을 방지하기 하여 형용사 개념의 ‘상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장은 ‘햇볕이 밝다.’와 ‘햇볕이 내리 고 있다.’라는 두 문장이 안은문장을 

형성한 것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밝다’가 용언으로써 서술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을 홑문장으로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

자에게 인지 부담을 제공하며, 문법 교육 내용상의 계에도 어 나기 때문

에 이를 단순화하여 피수식언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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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효과

1) 형용사 개념 학습에서 사례의 효과

  형용사 개념 학습의 설계를 토 로 2012년 12월 6일, 서울 J 학교 1학년

과 2학년 각 1개 학 (총 53명)을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 다.84) 본 연구에

서 선정된 사례를 이용한 형용사 개념 학습의 효과 검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는 을 미리 밝 둔다. 학습자들은 효과 검증을 한 교수학습 이  형용

사 개념 학습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 사후 비교 검사나 집단 비교 

검사가 제한되며, 연구를 해 특별히 통제된 학 이 아니라 학업 성 이나 

개인  흥미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일반  학 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형

용사 개념 학습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우며, 모든 학습자가 흥미로워 

하는 유의미한 교수학습이 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목 이 개념 학습을 한 사례의 체계 인 선정인 까닭에, 형

용사 개념 학습의 사례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형성이 있는 사례는 형용사 개념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가?

  둘째,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학습자에게 형용사 개념 이해의 폭을 

넓히는가?

  셋째,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일으키는

가?

  넷째,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에게 인지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가?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인식을 정량 (定量的)으로 평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의 한 인상을 도록 

하는 ‘경험기술지’ 방법을 활용하여, 총 53명의 학습자  효과 검증에 도움

이 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을 기술한 28명의 경험기술지를 분석하 다. 그 

84) 효과 검증을 한 수업을 진행하기 , 시험 수업을 통해 연구자의 개인  교수 특

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 을 확인하 고, 효과 검증을 한 실제 수업에서는 이를 

개선한 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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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의 효과와 인상 인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용사 개념의 범주화 기 이 ‘의미’라는 을 학습자들은 명확히 

인식하 다. 이는 형용사를 동  개념인 동사와 변별하는 기 을 보다 명확

하게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형어로 사용되는 기

능을 오해하여 어의 형용사나 형어와 구별하지 못하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1] 조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형용사가 상태와 성질을 나타낸다는 

을 알았다.

[학습자-2]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용사가 꾸며주

는 일을 하지만 결국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았다.

[학습자-6]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형용사

의 한 정의를 다시 알게 되었다.

[학습자-7] 어에서의 형용사와 한국어의 형용사가 같은  알았는데 다른 

을 알게 되었다.

[학습자-8]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형용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을 알게 되었다.

  둘째,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의 제시를 통해 형용사 이해의 폭이 확

되었으며, 형용사 개념의 형성에서 개념 용으로 이동하는 단계  구성

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형용사를 명령문이나 청

유문 등으로 만들어보며, 부자연스러움을 통해 형용사의 통사  특성을 학

습하는 방법보다는 효과 이라는 학습자의 기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3] 형용사의 확실한 정의와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을 더 정교하

게 알게 되었다.

[학습자-4] 형용사를 명령, 청유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상태는 

가능하다는 을 알게 되었다.

[학습자-5] 형용사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단계별로 배우니 이해하기 쉬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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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 사례의 사용은 학습자들에게 인지  

갈등을 유발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1] ‘건강하세요’를 이해하기까지 힘들었다.

[학습자-2] 어떤 형용사는 명령형을 쓰고, 어떤 형용사는 명령형을 안 쓰는 

것이 헷갈렸지만 정확한(?) 를 보고 이해를 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학습 내용이 지닌 본질  인지부담이 

아니라 사례의 이해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응답

한 학습자는 없었다. 학습자들의 기술에 따르면 제시된 사례의 어휘  의미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었으며, 수업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아/어지

다’  ‘-아/어하다’와 결합한 형태를 응답한 학습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응답자(명) 비율(%)

1. 형용사 개념 학습이 효과 이었다. 23 82.1

  1-1. 자세하고,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16 57.1

  1-2. 인지  갈등을 겪었다. 7 25.0

2. 형용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았다. 18 64.2

3.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도 알게 되었다. 17 60.7

4. 어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0 0.0

<표 28> 사례 심 형용사 개념 학습에 한 학습자 반응

2)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 기 의 일반화 탐색

  형용사 개념 학습의 의의는 본 연구의 처음에서 언 된 바와 같이, 형용

사 개념이 문법 개념의 반 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

다. 이것은 형용사 개념을 학습을 해 설정된 사례 선정의 기 이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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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념 학습에 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용사 개념이 보

여 주는 문법 개념의 특성은 분류에 의한 ‘범주  개념’이라는 수평 인 ‘동

 개념’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 기 은 일차 으로 다른 범주  문법 개념으로 용이 가능하다.85)

  우선, 단어 형성법과 련된 문법 개념으로 ‘어근(語根) 개념’과 ‘ 사(接

詞) 개념’으로의 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복합어의 실질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며, 형식형태소를 사라고 하는데,(남기심․고 근, 1993:191) 어근을 복

합어의 실질  의미를 담당하는 형태소로, 사를 어근에 뜻을 더하거나 제

한하는 형태소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라는 형태소는 기원에서부터 

사의 기능을 수행하 다고 추정하기보다는 본디 단일한 어휘  의미를 가

진 형태소가 국어사  변천(變遷) 과정인 문법화(grammaticalization)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승욱, 2001:265) 일반 으로 문법화의 결과

물은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에 국한되어 조사나 어미 등으로 인식

되지만, 이호승(2003)에서는 ‘형태론  문법화’의 고찰을 통해 사의 형성 

과정도 문법화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 다. 즉, 사는 어근이 될 수 있는 실

질형태소의 문법화 결과물인 것이다.

  언어 사용자의 언어생활은 변천 결과물의 사용이 아니라, 사용 자체가 변

천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재 시 에서도 사화(接詞化)가 진행 인 단어

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들은 단어를 형성할 때 사 개념에 

속하는지 어근 개념에 속하는지 단하기 어렵다. 공시 으로 규범에 의한 

정은 가능하지만, 역시 범주  모호성이 유발되는 것이다. 를 들어, ‘늦

잠’은 비통사  합성어의 표 인 사례로 인식되어 통 으로 ‘늦-’을 어

근으로 보았으나(남기심․고 근, 1993:214) 표 국어 사 에서는 ‘늦-’을 

사로 처리하여, ‘늦-’을 표 인 문법화 과정 에 놓인 형태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 개념의 학습에서도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을 알 수 있다.86)

85) 이하의 내용은 연구자가 실제 수업을 하면서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86) 사의 형성에 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범주  모호성은 형성

이 제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할 때, 사의 형성도 사례 선정의 기 이 될 수 

있다. 단, 두사와 미사 에 어느 것이 더 형 인가, 는 생산성의 정도가 

형성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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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학습자의 인지 부담에서 어휘 지식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알밤’의 의미를 체 으로 이해하지 못하

지만, 2007개정교육과정의 2학년 교재 12종  2종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사례를 이해하는 인지 활동이 비교  단순해야 하는데, 복합어

의 분석을 통해 어근을 악하는 활동에서 어근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를 들어, ‘된장 개’를 일

반 으로 ‘된장’과 ‘ 개’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언어  민감성이 우수한 

학습자들은 ‘된장’을 ‘되- + -ㄴ + 장’으로, ‘ 개’를 ‘ - + -개’로 분석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돌다리’를 즉각 으로 ‘돌 + 다리’로 분석하

는 것에 비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내  인지 부하를 유발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 분산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군밤’

은 어근으로 분석되는 과정에서 ‘ㅂ’불규칙 활용, 음운의 탈락 등의 문법 개

념이 등장하여 하지 못하다는 을 이미 확인하 다. 한 ‘ㅊ’교과서에

서는 생어의 사례로 ‘도우미’를 ‘돕- + -(으)ㅁ + -이’로 분석하지만 실제 

‘도우미’는 ‘도움을 주는 우아한(우리나라의) 미인’의 머리 자로 형성된, 합

성어와는 계없는 ‘두문자어(acronym)’로, ‘두문자어’라는 학교 문법 이외의 

문법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도우미’를 ‘도움 + -이’로 분석하더라

도 이것을 ‘연철(連綴)’한 것이라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컨 ,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이 다른 문법 개념 학

습으로 용 가능한가에 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결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형용사 개념이 범주  개념이라는 과 실제 문법 개념 학

습에서 제시되는 사례가 체 으로 ‘단어’라는 에서 기인하고 있다. 에

서는 단어 형성법과 련된 사 개념과 어근 개념만을 한정 으로 고찰하

으므로 추가 인 문법 개념으로의 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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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가 개념 학습에 주목한 까닭은 문법 교육 내에서 개념 학습이 

요한 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개념 학습의 내용인 ‘개념’은 체

계 인 문법 지식의 일부이며, 국어 상을 찰하고 설명하는 틀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한 이와 같은 이유로, 개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학습

자는 연계성을 갖고 이어지는 문법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법 개념은 형성 방법에 따라 ‘분석  개념’과 분류에 의한 ‘범주  개념’

으로 구분된다. 이 에서 문법 개념의 다수를 차지하는 ‘범주  개념’은 기

본 으로 분석된 개념이기 때문에 상  개념과 상하 계를 맺으며, 동  

개념과는 동  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개념에는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형 인 사례와 동  개념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범주  모호성이 있

는 사례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법 개념의 특성을 잘 보

여주는 것으로 ‘형용사’를 선정하 다. 형용사 개념은 상  개념인 품사와 

계를 형성하며, 동  개념인 동사의 특징을 드러내는 사례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개념 학습에서 사례는 요한 치를 차지하는데, 사례가 실제 교수학습

에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상  지식인 문법 

개념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  상으로 표 한다. 둘째, 개념 

학습을 단순한 개념 형성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내용을 학

습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셋째, 교수학습  학습자 

인지 활동의 상이 되어, 인지 부담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교

수학습 내용이 아닌 다른 문법 개념으로 주의를 분산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의 향을 고려하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사례는 체계

으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효과 인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례 선정의 기 을 설정

하고자 하여, 선정의 기  설정  형용사 개념에 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

과 교재에 제시된 사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형

용사를 수식 기능을 하는 단어로 정의하여 문장 성분인 형어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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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지 못하 으며, 형용사의 기본 형태를 형형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한 형용사 개념의 형성을 해 교재에 제시된 사례들은 일정한 유형

으로 묶기 어려웠으며, 일정한 기 에 의한 선정이라기보다는 직 에 의존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개념 학습의 내용과 수 을 심화하는 범주  

모호성이 있는 사례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시되었더라도 학습자의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생활의 규범  차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문법 개념 학습의 사례는 ‘단어’ 형태로 제시되는데, 학습자들은 제시된 

사례의 어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훤칠하다’의 경우 

학습자들이 ‘키가 크다’의 의미보다는 ‘잘생겼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단 한 번도 이를 하지 못한 학습자도 다수 있었다. 사례

를 단순히 나열하며 제시하는 경우에 ‘-아/어하다’와이 결합 형태나 동사와 

통용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학습자에게 동사와 변별

하는 불필요한 인지 활동을 거치도록 하여, 인지 부담의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형용사는 형태를 기 으로 분류할 때, ‘가변어(可變語)’에 속하는데 이

를 이해하기 한 형용사의 ‘활용(活用)’ 과정에서는 음운 변동과 단어의 형

성법과 련된 문법 개념의 연상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개인  인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형용사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다른 문법 개념으로의 주의 분산이 학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념 형성 단계에서는 형용사 개념의 형성인 ‘속성

 상태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를 심으로 제시한다. 형  형용사도 어휘

의 의미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실 인 교수학습 환경을 고려하면 ‘모

양, 색채, 크기, 감각’ 등을 표 하는 사례를 순차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형용사 개념의 범주  모호성인 ‘가변  상태성(내재  동작성)’이 

드러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셋째,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고려하여 어휘 수

과 인지 활동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다수의 학습자들이 어휘  의미를 

직 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아/어하다’ 등과 결합하지 않는 객 형

용사를 심으로 하고, 동사와 통용하는 형용사는 제외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잘못된 주의 분산을 할 수 있는 문법 개념의 연상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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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과 실제

하여 활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일 형용사나 ‘-하다’와 결

합한 형용사를 제시하며, ‘-아/어지다’와의 결합을 제한하기 하여 조건 이 

있는 문장은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일정한 기 에 의거하여 선정된 사례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형용사 개념 

학습을 실시한 결과, 형용사 개념 범주의 기 과 의미를 큰 어려움 없이 이

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범주  모호성이 있는 형용사는 학습자들

에게 인지  갈등을 제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 로 자

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해 과정에서 다른 문법 개념이 학습자의 인지 활동에 부담을 주지도 않았

다.

  형용사 개념 학습을 한 사례 선정의 기 이 다른 문법 개념 학습의 기

으로의 용 가능 여부 한 고찰 결과, 기 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형용사 개념이 분류에 의해 형성된 범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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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까닭에 문법 개념의 반 인 성격을 잘 드러내며, 사례로서 ‘단어’를 이

용하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문법 교육에서 개념 학습의 요성을 인식하고, 문

법 개념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 개념을 심으로 사례 선정 방안에 

해 살펴보았다. 사례는 실제 교수학습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

로, 이에 한 치 하며 다양한 문법 개념에 용할 수 있는 원리에 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본 연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례가 학습

자에게 미치는 향을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 기 으로 선정된 

사례를 심으로 수행된 교수학습이 기존의 개념 학습보다 효과 이라고 단

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한 후속 연구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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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화를 완성하시오.

  동생 : 오빠, 품사 배운 것 기억나?

  오빠 : 그럼,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렴.

  동생 : 형용사가 뭐지? 설명 좀 해줘라.

  오빠 : 응, 형용사란                                                

                                                                   .

2. ‘형용사’라는 용어를 처음 한 시기는?

  (1-1) 등학교 3-4학년 / 국어 수업 시간  (1-2) 어 수업 시간

  (2-1) 등학교 5-6학년 / 국어 수업 시간  (1-2) 어 수업 시간

  (3-1) 학교 1학년 / 국어 수업 시간       (3-2) 어 수업 시간

  (4-1) 학교 2학년 / 국어 수업 시간       (4-2) 어 수업 시간

  (5-1) 학교 3학년 / 국어 수업 시간       (5-2) 어 수업 시간

  (6) 등학교 학원 수업 시간               (7) 기타 : (            )

3. ‘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새․비둘기 등이 떠오르는 것처럼, ‘형용사’라

고 하면 떠오르는 형용사(단어)를 세 개만 생각나는 로 으시오.

  ) 명사 : 사람, 비행기, 연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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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1. <보기> 설명을 보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단, 활용하여 문장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시오.

<보기>

 활용 :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의 형태가 바 는 문법 상

  ) 뛰- + -다 → 뛰다

      뛰- + -고 → 뛰고

      뛰- + -어서 → 뛰어서

(1) 쁘다

   • 희의 얼굴은 무척          .

   • 희의 얼굴이           .

   • 어제 버스에 만난         그녀가 기억난다.

(2) 가늘다

   • 가루를           빻았다.

   • 바닥에 놓인         막 를 주웠다.

   • 탈모가 시작되면 머리카락이 차츰          .

(3) 아름답다

   • 우리의 삶을           가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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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가 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 우리의 자연은 감탄하기 어려울 정도로          .

(4) 좋다

   • 나는 철수가 매우           .

   •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 민수는 독서를 무척           .

(5) 기쁘다

   •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

   • 철민을 만난다는 생각에 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방학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

2. 다음  형용사라고 생각되지 않는 단어를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

히 쓰시오.

  ① 건강하다 ② 슬기롭다  ③ 스럽다  ④ 남자답다  ⑤ 모두 형용사다.

  (이유 :                                                            )

3.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로 간단히 쓰시오.

4. 어 형용사 단어를 세 개만 생각나는 로 으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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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경험기술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1. 형용사 수업에 한 자신의 느낌, 생각을 으세요.

)  품사에 해서 공부한 이 있지만, 형용사가 품사에 속하는지도 잘 몰

랐다. 한 형용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지,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인지도 헷갈렸는데, 구체 으로 알게 되었다. 실제로 ‘건강하세요, 행복하

세요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명령형이 안 된다고 해서, 헷갈렸

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 상태를 나타내서 형용사라는 을 알게 되

었다.

2. 기존의 형용사 수업에 비해 새롭게 알게 된 이 있다면 구체 으로 쓰

세요.

3. 형용사에 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보다 더 정교하게 잘 알게 된 부분

이 있다면 쓰세요..

4. 수업에 형용사의 시로 든 단어 때문에 내용에 이해가 어려웠던 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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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등 별 형용사 목록

1등 (132개) : 가깝다, 가난하다, 가늘다, 가능하다, 가렵다, 가볍다, 가엾다, 

간단하다, 강하다, 같다, 건강하다, 검다, 고맙다, 고 다, 곱다, 괜찮다, 귀엽

다, 귀하다, 그러하다, 그립다, 하다, 기쁘다, 길다, 까맣다, 깨끗하다, 나쁘

다, 낡다, 낫다, 낮다, 넓다, 노랗다, 느리다, 다르다, 달다, 단하다, 더럽다, 

덥다, 두껍다, 둥 다, 따뜻하다, 같다, 뚱뚱하다, 뜨겁다, 많다, 맑다, 맛있

다, 맵다, 멀다, 멋있다, 모르다, 무겁다, 무섭다, 미안하다, 미지근하다, 다, 

바쁘다, 반갑다, 밝다, 배고 다, 배부르다, 복잡하다, 부끄럽다, 부드럽다, 부

럽다, 부족하다, 부지런하다, 분명하다, 불 하다, 붉다, 비슷하다, 비싸다, 빠

르다, 빨갛다, 새롭다, 세다, 쉽다, 슬 다, 시끄럽다, 시다, 시원하다, 싫다, 

심심하다, 심하다, 싶다, 싸다, 쓰다, 씩씩하다, 아니다, 아름답다, 아무 다, 

안녕하다, 어둡다, 어떻다, 어렵다, 어리다, 없다, 쁘다, 옳다, 외롭다, 험

하다, 유명하다, 이러하다, 이상하다, 자세하다, 작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조

심하다, 조용하다, 죄송하다, 요하다, 즐겁다, 짜다, 짧다, 차갑다, 차다, 착

하다, 친 하다, 친하다, 크다, 튼튼하다, 랗다, 편리하다, 포근하다, 푸르다, 

피곤하다, 필요하다, 하얗다, 훌륭하다, 희다, 힘들다

2등 (267개) : 가느다랗다, 가득하다, 간지럽다, 갑갑하다, 강인하다, 갸륵

하다, 거 하다, 거룩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북하다, 거칠다, 걱정스럽다, 건방

지다, 겸손하다, 고단하다, 고달 다, 고소하다, 고약하다, 고요하다, 고유하

다, 고지식하다, 곧다, 곱슬곱슬하다, 공교롭다, 괴롭다, 괘씸하다, 굉장하다, 

굵다, 굽다, 궁 하다, 귀 하다, 그르다, 그윽하다, 기다랗다, 길쭉하다, 깊숙

하다, 까다롭다, 깔끔하다, 깜깜하다, 꼼꼼하다, 꾸 하다, 끈끈하다, 끈질기

다, 나직하다, 난처하다, 난폭하다, 날쌔다, 날씬하다, 날카롭다, 낯설다, 

하다, 하다, 놀랍다, 높다랗다, 부시다, 느슨하다, 늘씬하다, 다양하다, 



- 124 -

다정하다, 단단하다, 단순하다, 달콤하다, 답답하다, 당당하다, 당연하다, 덜하

다, 독특하다, 동그랗다, 두렵다, 두텁다, 두툼하다, 둔하다, 드물다, 따갑다, 

따끈하다, 따분하다, 따스하다, 딱딱하다, 딱하다, 떫다, 똥그랗다, 뜨듯하다, 

마땅하다, 마렵다, 멋지다, 멍하다, 명랑하다, 명백하다,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생기다, 무덥다, 묽다, 미끄럽다, 미련하다, 바람직하다, 바르다, 발갛다, 번

거롭다, 별다르다, 분하다, 불그스름하다, 비스듬하다, 비좁다, 비참하다, 빈약

하다, 빳빳하다, 뻔하다, 뾰족하다, 삐뚤다, 사이좋다, 산뜻하다, 상냥하다, 상

당하다, 상쾌하다, 새까맣다, 새빨갛다, 새삼스럽다, 새 랗다, 새하얗다, 생생

하다, 서 다, 서늘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서투르다, 선명하다, 섭섭하다, 

소 하다, 속상하다, 솔직하다, 송구스럽다, 수많다, 수상하다, 순수하다, 순조

롭다, 순진하다, 순하다, 슬기롭다, 시꺼멓다, 시뻘겋다, 시장하다, 시퍼 다, 

신기하다, 심각하다, 싯 다, 싱겁다, 싱싱하다, 싸늘하다, 싸다, 하다, 

쓰라리다, 쓸데없다, 쓸쓸하다, 아담하다, 아득하다, 아쉽다, 아슬아슬하다, 안

하다, 안타깝다, 알뜰하다, 얄 다, 얇다, 얌 하다, 어리다, 어리석다, 어림

없다, 어색하다, 어지럽다, 억세다, 억울하다, 언짢다, 엄격하다, 엄숙하다, 엄

청나다, 엄하다, 엉뚱하다, 여리다, 연하다, 엷다, 리하다, 원하다, 올바르

다, 완벽하다, 요란하다, 용감하다, 우습다, 우울하다, 울창하다, 원망스럽다, 

하다, 유사하다, 유창하다, 은근하다, 의좋다, 이롭다, 일정하다, 자랑스럽

다, 자연스럽다, 자유롭다, 잔잔하다, 잘다, 장하다, 러하다, 당하다, 

하다, 잖다, 정답다, 정 하다, 정직하다, 조마조마하다, 조심스럽다, 지겹

다, 지독하다, 지루하다, 지 분하다, 지혜롭다, 진하다, 짙다, 짤막하다, 하

다, 착실하다, 찬란하다, 참되다, 창피하다, 처량하다, 조하다, 축축하다, 충

분하다, 충실하다, 친 하다, 침착하다, 캄캄하다, 커다랗다, 큼직하다, 탁하

다, 탐스럽다, 퉁명스럽다, 특별하다, 특이하다, 틀림없다, 퍼 다, 편안하다, 

편찮다, 평평하다, 풍부하다, 하찮다, 한가롭다, 해롭다, 행복하다, 향기롭다, 

허 다, 헐겁다, 험하다, 명하다, 화려하다, 화목하다, 확실하다, 활발하다, 

후련하다, 흐리다, 흐뭇하다, 흔하다, 흥겹다, 흥미롭다, 희미하다, 힘세다, 힘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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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331개) : 가냘 다, 가느스름하다, 가뜩하다, 가련하다, 가무스름하다, 

가뿐하다, 가쁘다, 가엽다, 가지런하다, 가혹하다, 간결하다, 간곡하다, 간사하

다, 간 하다, 간편하다, 감격스럽다, 값비싸다, 값있다, 값싸다, 강력하다, 격

렬하다, 결백하다, 경쾌하다, 경솔하다, 고되다, 고분고분하다, 고생스럽다, 고

통스럽다, 공손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과감하다, 활하다, 괴상하다, 구수

하다, 구슬 다, 구차하다, 굳건하다, 굳세다, 그지없다, 극심하다, 근면하다, 

근사하다, 격하다, 작스럽다, 속하다, 기막히다, 기특하다, 길다랗다, 까

마득하다, 까무스름하다, 까칠까칠하다, 깔끄럽다, 꺼림칙하다, 꺼멓다, 껄껄

하다, 끄떡없다, 끊임없다, 끔 하다, 끝없다, 꿋꿋하다, 꽃답다, 나지막하다, 

난데없다, 남다르다, 남짓하다, 납작하다, 냉담하다, 따랗다, 그럽다, 넓

하다, 네모지다, 노르무 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르께하다, 

르스름하다, 추하다, 늠름하다, 능숙하다, 다 하다, 다름없다, 다정스럽다, 

다채롭다, 단정하다, 담백하다, 담하다, 덩그 다, 도톰하다, 둥그 다, 뒤늦

다, 드높다, 든든하다, 랑 랑하다, 렷 렷하다, 렷하다, 뜨뜻하다, 만발

하다, 말끔하다, 매끄럽다, 매끈매끈하다, 매끌매끌하다, 매콤하다, 맹렬하다, 

멋없다, 못지않다, 무례하다, 몰지각하다, 무식하다, 무질서하다, 무참하다, 무

표정하다, 무한하다, 묵직하다, 물 물 하다, 물컹물컹하다, 미끌미끌하다, 

믿음직하다, 하다, 하다, 반듯하다, 발그스름하다, 밥맛없다, 변덕스

럽다, 보드랍다, 보배롭다, 부당하다, 부리부리하다, 부유하다, 부 당하다, 불

결하다, 불공정하다, 불과하다, 불그 하다, 불 불 하다, 불만스럽다, 불리

하다, 불순하다, 불안하다, 불우하다, 비겁하다, 빈틈없다, 빽빽하다, 뻔뻔스럽

다, 뽀송하다, 뿌듯하다, 사랑스럽다, 사사롭다, 사소하다, 사치스럽다, 삼엄하

다, 상 있다, 상세하다, 새콤하다, 색다르다, 샛노랗다, 서느 다, 서먹하다, 

선선하다, 섬세하다, 성 하다, 성실하다, 세련되다, 세 하다, 소란스럽다, 소

박하다, 손쉽다, 쇠약하다, 수북하다, 시들하다, 시무룩하다, 시시하다, 시원스

럽다, 시원찮다, 시커멓다, 시허 다, 신비롭다, 신비스럽다, 신선하다, 신속하

다, 신 하다, 신통하다, 싱그럽다, 싹싹하다, 아기자기하다, 아늑하다, 아찔하

다, 악독하다, 악랄하다, 악착스럽다, 악하다, 알록달록하다, 알쏭달쏭하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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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다, 앙상하다, 애매하다, 애 하다, 야트막하다, 어둑하다, 어른스럽다, 어마

어마하다, 어슴푸 하다, 어여쁘다, 얼룩덜룩하다, 얼얼하다, 여 하다, 연약

하다, 열렬하다, 스럽다, 되다, 사롭다, 오목하다, 오죽하다, 온데간

데없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완고하다, 완만하다, 완 하다, 요란스럽다, 욕되

다, 용맹스럽다, 우람하다, 우세하다, 우수하다, 우아하다, 우연하다, 울 하

다, 웅장하다, 원만하다, 원통하다, 월등하다, 하다, 태롭다, 유능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일하다, 유쾌하다, 육 하다, 융성하다, 으리으리하다, 

으스스하다, 은은하다, 의심스럽다, 의젓하다, 이만하다, 이상스럽다, 익숙하

다, 인자하다, 자그마하다, 자상하다, 자신만만하다, 자유스럽다, 자잘하다, 자

질구 하다, 잘나다, 장렬하다, 잦다, 쟁쟁하다, 리다, 합하다, 실하다, 

정당하다, 정 하다, 정겹다, 정성스럽다, 정숙하다, 정연하다, 정정당당하다, 

존엄하다, 좁다랗다, 기차다, 하다, 즐비하다, 지 지 하다, 진지하다, 

징그럽다, 짜다, 짭짤하다, 창백하다, 천진난만하다, 철 하다, 롱 롱하다, 

총명하다, 충성스럽다, 치 하다, 치사하다, 치열하다, 친근하다, 퀴퀴하다, 투

명하다, 팽팽하다, 편평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평화스럽다, 포악하다, 푸짐

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릇푸릇하다, 풍요하다, 풍족하다, 피로하다, 한가하다, 

한산하다, 한심하다, 한결같다, 향 하다, 허름하다, 험상궂다, 허 하다, 호되

다, 호화롭다, 호화스럽다, 혼란스럽다, 혼란하다, 혼잡하다, 화끈화끈하다, 화

창하다, 활기차다, 황공하다, 황홀하다, 훈훈하다, 홀쭉하다, 훤하다, 흉악하

다, 희귀하다, 희한하다, 힘없다, 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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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of Examples for 

Adjective Concept Learning

Park Ingyu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cept Learning has been misunderstood as rote memorization of 

verbal information or fragmentary knowledge. However we cannot 

neglect grammar knowledge such as grammatical concept; it actually 

improves learner grammatical competence, which is significant in 

grammar education. In addition, examples leads to better Concept 

Learning,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meaning of Concept 

Learning and the function of example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show how we can select proper adjectives that enable overall 

understanding of grammar concept. 

   Learners could have a difficulty in Concept Learning only by 

listening to explanation about grammar concept since it could be 

described as abstract itself. Therefore,  concrete teaching material 

needs to be provided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i.e. examples. 

Examples, properly selected in the light of learner levels, lead to mor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As a result of this process, they 

become representative of knowledge and lead to better learner 

retent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intends to show the criteria of 

example selection relying on the function of examples i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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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In oder to establish this criteria, we have analyzed existing 

textbooks by studying how learners aware and fully understand 

adjective concept. Learners are very likely to understand adjective 

concept as 'lexical function' not as 'lexical meaning'. So they are 

unable to differentiate adjective concept from 'adnominal phrase'. 

Also, result of textbook analyzation, we could not find any examples 

within categorical ambiguity that can help learners' better 

understanding of adjective concept. Especially, it is found out that 

learners seem to be burdened with applying particular adjectives.      

Therefore, we have analyzed if any examples provided in textbook 

increase this type of learners cognitive workload. Examples, provided 

for teaching and learning adjective concepts, need to represent their 

concrete adjective concept. According to this, we have established 

four criterion. First off, examples needs to represent their 

proto-typicallity. Second, it also should have categorical ambiguity, 

which is similar to verbs in the aspect of applying concept. Third, it 

needs to decrease learner's unnecessary cognitive activity leading to 

learners' more cognitive workload. Lastly, examples must not involve 

split attention to other grammatical concepts. 

   This study can be fully used as a standard not only for making 

materials but also for selecting examples in the teaching & learning 

context by showing its practicality of examples selection for adjective 

concept learning. 

keywords : grammar education, grammatical concepts, concept 

learning, selection of examples, adjective learning

Student Number  : 2009 - 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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